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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is paper, it’s investigating about the coastal area of In-Cheon, northern Jin-Do, and 

therefore it’s aimed to modernize the surveying information, which was made by the old 

equipments, and establish the to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y collecting the basic information of 

national coastal area for the marine policy, and create the new growth engine from managing the 

national coastal information. 

▸Keywords : national coastal information

1. 서 론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환경 로서, 생태 ․사회 ․경제  가치가 높은 곳

으로 해변, 갯벌, 만, 삼각주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양 생물  철새 등에는 산란

장과 서식지이자, 사람들에게는 항만, 임해공단, 어항  어 , 지 등이 되고 있다.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나 며 연안해역이라 함은 연안 리법(제2조)에서 바닷

가(만조수 선으로부터 지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만조수 선으로부

터 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연안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천부근, 진도남부 지역  인근해역에 한 자연조건, 항해지장물 황 등

의 기 조사와 지리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리해역에 한 해 지형의 변동, 해 질의 특

성 조사와 GIS 기술 용에 합한 특별 리해역 해 지형도 제작 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2. 기 자료조사

연구의 공간  범 는 인천 역시 부근 연안해역과 남 진도군 남부 연안해역이며 [그

림 1]과 같다. 상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지역 모두, 계 풍의 향을 받고 있

으며 태풍은 연간 1∼2회 정도 내습하 다. 인천 부근 해역의 지형학 특징으로는 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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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잔구성 산지가 해안 가까이 발달했기 때문에 평지의 규모가 소하고 하천도 매우 짧으

며, 인천 앞바다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여 평균조차 7.5m, 최 조차 8.6m이다. 해안선

은 드나듦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며 해안에 넓게 발달한 간석지는 과거에는 염 으로 이

용되었으나, 재에는 매립되어 공업용지 등으로 사용되며 시가지화 되고 있었다. 진도 부근 

해역의 지형은 다도해에 포함되어 있는 계로 죽도(竹島), 사자도(獅子島), 거도(巨島), 잠

두도(蠶頭島) 등 크고 작은 섬이 해안 체에 걸쳐서 산재되어 있다. 섬의 부분은 산지지

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지의 간 간에 논과 밭 같은 농경지가 분포하 다.

한강하구  경인운하 인근해역 해 지형 특성  변동량을 조사한 결과 한강하구 항만

이 개발될 경우 서울시와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직  해양과 연결시킴으로서 국제화 시 에 

비해 서울을 직  해양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한강하구 항만을 근본

으로 서울의 거 항만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통일에 비할 수 있으며 남북 교역에 있

어서 결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단하 다.

[그림 1]  공간  범  (진도 남부, 인천부근 연안해역)

3. 결 론

이번 해양조사에서 도출된 해 지형의 조사가 단순히 해도제작을 한 원시데이터의 확

보와 참조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지역의 선정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의

미한 데이터로의 가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 다. 한 상지역별 주요 이슈

를 정하여 세분화하여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작성하여 향후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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