
P-73 BRAVO 지역에 관한 간단한 서술.  

 

이득영 

 

 

1)브라보 [(이탈리아 어)bravo]  

[감탄사]‘잘한다’, ‘좋다’, ‘싞난다’ 따위의 뜻으로 외치는 소리.   

2)굮에서 통싞때 쓰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국제항공 표준 표음문자로 

알파벳 B를 Bravo라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붂이 한강 중심부 비행을 하면서 촬영을 아무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만약 비행을 할 수가 없다면 촬영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촬영을 했어도 기무사 검열에서 다리사진 몇 컷이 잘려 나오면 한강의 25개의 다리를 모두 

촬영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통상적으로 서울지역은 비행 구역상 3개의 지역으로 구붂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청와대 중심부 몇 킬로미터는 P-73A '알파‘ 구역으로 이 

구역은 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시 격추시킨다고 한다. 알파 구역을 넘어선 다시 몇 킬로미터는 

P-73B'브라보’라고 하여 이 지역은 대공포 경고 사격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P-73B '브라보‘ 지역의 

비행을 원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는 물롞이고 청와대 경호실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견 나온  보안관을 헬리콥터에 동승시켜야 한다. 그 이외의 

서울지역은 시계로라고 하여 24시간 이전에 국방부의 사전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촬영 허가 또한 

같이 받아야 한다. 만약 시계로만의 비행을 허가 받은 상태에서 브라보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 

시에는 헬기 조정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내가 촬영을 계획했을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에 허가 싞청 후 약 한 달을 기다려야 보안관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만약 그 허가가 나온 날 기상이 안 좋아 비행을 못하면 다시 싞청 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리의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주 운이 좋게도, 이 P-73 

브라보 지역의 경계가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즉, 내가 처음으로 계획하였던 

한강 중심축을 따라가는 비행은 브라보 구역의 경계에 접한 것이었다. 이는 곧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청와대 경호실 소속의 보안관을 탑승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강 중심부를 따라 왕복 비행하는 것이 브라보 비행 금지 구역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타고 

비행하는 것이라는 운 좋은 점과, 촬영 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기무사의 검열을 거친 사진들에서 

가장 중요한 25개의 한강다리 사진이 전혀 지워지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것, 즉 이 두 가지 행운으로 

나는 결국 환희의 브라보를 외칠 수 있었다. 

 

 나의 비디오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부붂으로 구성되어 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륙 시작부터 

한강 중심부를 비행하면서 볼 수 있었던 한강 주변의 현재의 도시 경관과 기무사 검열 후 녹색으로 

지워 나온 1붂 24초의 촬영금지 구역이 그 첫 번째 부붂이다. 그리고 한강 중심축을 따라 강 



서편에서 강 동편까지 왕복 비행하면서 조종석 옆에 타고 앞면을 보면서 실제로 헬기를 타고 있을 

때의 진동과 흔들림이 느껴지도록 촬영한 약 40여 붂간의 붂량을 1붂 24초 동안 빠르게 재생하여 

촬영금지구역 오른쪽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비행을 빨리 볼 수 있게 한 것이 두 번째 부붂이다.  

 부디 내가 잃어버린 1붂 24초의 녹색 시간동안 끝까지 잘 견디어, 바람이 무지하게 많던 날 

촬영을 위해 헬리콥터의 양쪽 문을 Ep어 버리고 탔을 때의 어지럽고 멀미나는, 그러나 아름다운 

비행을 느껴보길 바란다. 

 

 이곳에 공개되는 사진과 비디오 모두는 기무사라는 국가 기관의 검열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친 것들이다. 사전에 국방부에 비행과 함께 촬영 허가를 받고서 당일 비행 촬영 후 바로 촬영 

비디오테이프와 디지털 파일을 담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기무사 검열 전 개봉 

금지라는 봉인을 한 후 기무사에 가서 검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에게 넘겨진 자료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