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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는 인공어  조성의 가장 기본 인 요소인 지선정을 한 방법에 해 고찰하 다. 장 측과 성

원격탐사(Remote Sensing, RS)로 획득한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

하여 분석하 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특성을 악하기 해 물리  조건-해 질, 수심, 생물  조건-

클로로필-α, 화학  조건-해수온, DO를 활용하 다. 인공어  지로는 태안반도, 거제, 완도, 포항, 서천 등이 나

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인공어  설치의 효율 인 활용뿐만 아니라 종합 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인공어  시설 리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ost basic elements of suitability selection methods for composition of artificial 

reef. Acquired data by in-situ measurements and satellite remote sensing analysed in applying G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marine environment around the West Sea, the South Sea and the East Sea of Korea, physical conditions-seabed sediment and depth, 

biological conditions-chlorophyll-α, chemical conditions-Sea Surface Temperature(SST) and DO were used. Suitable sites for artificial 

reef are selected Taean Peninsula, Geoje, Wando, Pohang, Seocheon, etc. From now on, it will be helpful to effectively utilize 

artificial reef as well as construct synthetic database. It is also expected to use basic data for artificial reef faciliti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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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육지면 의 3.5

배에 달하는 륙붕과 11,542 km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안은 연간 300여만 톤의 수산물을 공

하는 식량 자원의 공 처로서 요한 역할을 해왔

다[1]. 그러나 간척․항만공사 등의 무분별한 연안 개

발,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선박에 의한 각종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2]. 

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과 수산자원의 과도한 

남획으로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3].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으로 정책을 환하 고 재 기후변화에 응한 자

원조성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에서는 인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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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사업을 확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해역

에 시설된 어 들은 시설 연 별, 해역별로 차이가 있

으나, 시설시 다른 어장에 비해 어획량이 많고 넙치 

등 고  어종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선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에 따라 어장조성에 필

요한 인공어  시설지의 지 선정은 매우 요한 요

소로 부각되고 있다.

인공어  지선정에 한 표  연구 사례로는 

남해안 통 만 지역을 상으로 성원격탐사자료와 

GIS를 이용한 지선정 연구[5]와 태안반도 연안지역

을 상으로 한 연구[6]가 있다. 인공어 의 지결정

에는 수많은 변수가 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의 

분석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인들에는 정량  요인과 

정성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7]. 한 인공어 의 입

지선정에 있어 GIS를 활용한 경우, 많은 지도와 련 

자료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변하는 해양환경을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지속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8]. 한 

지선정을 한 최신 데이터사용은 보다 정확한 의

사결정에 도움을 다[9]. 그러나 해양환경요인은 육

상에서와는 달리 근하기가 어려워 방 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10].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에 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성원격탐사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어 에 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인공어  지선정을 한 데이터베

이스를 수립하고자 하 다. 

Ⅱ. 본 론

2.1 상 지역

한반도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 양염이 풍부하

고 기  생산력이 높아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온

성기후의 향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여 어업 

 양식업이 발달하 다. 동해는 평균 수심이 약 

1,350 m에 최  수심은 약 3,700 m에 이를 정도로 깊

은 수심을 가지고 있으며, 조차는 약 0.3 m로 작고, 

조류 한 미약하다[11]. 반 로 서해의 평균수심은 

약 44 m이고, 륙붕의 발달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2].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한반도 해역의 

어장환경에 한 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 상 지역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지역인 한반도 주변해역.
Fig. 1 Study area around the West Sea, the 
South Sea and the East Sea of Korea.

2.2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인공어  지선정을 해 해양수산

부의 인공어  시설지침에 따른 기 들을 사용하 다. 

조건별 요소들은 물리  조건-해 질과 수심, 생물

 조건-클로로필-α, 화학  조건-해수온, DO을 사용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자료는 표 1과 같다.

해 질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측한 질입도분

석자료를 이용하 고, 수치해도를 기반으로 추출한 해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수심을 추출하 다. 클로로필

-α 자료는 GOCI/COMS와 MODIS /AQUA 상자료

를 사용하여 추출한 클로로필-α 자료를 이용하 다. 

식물 랑크톤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먹이사슬에서 최

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13]. 해수온과 DO 자

료는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측한 정선해양 측자료

를 활용하 다. DO의 경우 기존의 연구[1]에 사용하

던 투명도를 신하여 사용하 다. 투명도는 한반도 

넓은 해역에 한 조사  자료의 수집에 한계 이 

있어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의 인공어  지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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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시설 지조사 항목  정요건 기  [해양수산

부훈령 제86호「인공어 시설사업집행  리규정」

에 의거] 에 따라 DO를 사용하 다.

Category Period Data

Seabed sediment
2002.05

～2013.12

Sediment particle 

size analysis

Depth 2002. 03 Digital chart

Chlorophyll-α

2004.02

～2011.06
MODIS image

2011.08

～2013.12
GOCI image

Sea Surface 

Temperature(SST)
2004.02

～2013.12

Oceanographic 

observation
DO

표 1. 해양 환경 자료
Table 1. Marine environment data 

2.3 연구 방법

해 질, 수심, 클로로필-α, 해수온, DO의 해양환경

자료를 IDW보간법을 이용하여 공간자료화 하 다. 

IDW보간법은 근 한 데이터의 평균값으로부터 셀의 값

을 측한 것이다. 셀의 앙에 가까운 데이터가 보다 

많은 향을 다. 이 방법은 지 으로부터 거리의 향

으로 값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측 값은 측

정값과 가까이 치한 경우 크게 향을 받고, 멀리 있

는 경우에는 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4].

작성한 공간분포도를 ArcGIS를 이용하여 첩분석

(overlay analysis)을 하 다. Spatial Analyst Tools의 

Reclassify를 이용하여 가 치를 용하고 Raster 

Calculator로 첩하 다. 첩분석에 사용한 변수별 

가 치는 표 2와 같다. 변수별 가 치는 국립수산진흥

원의 보고서를 참고하 다[15]. 인공어  지조건 변

수별 가 치결정은 해양수산부의 인공어 시설 시설

사업 집행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물리  조건, 화학  

조건, 생물  조건 순으로 요도를 두고 있다. 물리

 조건인 해 질의 경우 사질․패각질, 수심은 1

0～50 m사이를 최 의 지로 고려하 다. 클로로필-

α의 경우 4 ㎍/L이상인 지역과 화학  조건인 DO는 

5～8.5 mg/L, 해수온은 10.0～25.0 ℃범 를 최 의 

지로 고려하 다. 하지만 이들의 요소  어느 하나

가 부 하여도 이 한 부 지라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들의 데이터를 종합 으로 분석하 다. 

Variable Criteria Weight(%)

Seabed 

sediment

Sand, Shell 30

Rock 25

Mud Sand 20

Mud, Sand Mud 0

Depth

10∼50m 25

>50m 10

<10m 0

Chlorophyll-α

<4㎍/L 20

1∼4㎍/L 8

>1㎍/L 5

SST

10.0∼25.0℃ 12

>10.0℃ 4

<25.0℃ 2

DO

5mg/L∼8.5mg/L 13

<8.5mg/L 8

>5mg/L 5

표 2. 인공어  시설의 변수 가 치
Table 2. Variable weight of artificial reef facilities

Ⅲ. 결과  고찰

3.1 물리  조건의 공간 분포

해양환경 분석에 사용한 물리  조건으로는 국립해

양조사원에서 측한 질입도분석자료, 수치해도에서 

추출한 수심자료를 사용하 다. 해 질의 구성 물질

은 자갈이 없는 경우와 포함된 경우, 그 이외의 경우

로 분류한다. 이  인공어  시설지 지선정을 해 

크게 사질(S), 패각질(Sh), 암반(G), 니사질(MS), 니질

(M), 사니질(SM)로 분류하 다. 지선정에 있어 니

사질, 니질, 사니질의 경우 매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질과 패각질, 암반인 지형을 우선 으로 고려하 다.

그림 2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 질의 분포도이

다. 부분의 질은 니질과 사니질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어  시설지로 합한 사질

과 패각질은 동해의 속 , 포항지역과 남해와 서해의 

태안반도, 서천과 남해의 완도, 거제, 진도지역이 시설

지로 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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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정에 있어서 부 한 장소에 시설된 어 는 

태풍 등의 극한의 물리  요소에 의해 유실 는 

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16]. 이에 수심의 경우 

인공어  시설지 지요건으로 70 m이하 수역을 고

려하여한다. 어 어장 조성은 상에 따라 어류용 어

는 수심 15～70 m, 패·조류용 어 는 수심 5～15 

m, 해 림 는 수심 1～15 m 의 수심에 설치하는 

것이 합하다. 이에 인공어  시설지의 정한 수심

은 10～50 m 인지역이지만 70 m인 지역까지 시설지

로 선정하기도 한다. 

그림 3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심의 분포도이다. 

동해는 서해와 남해에 비하여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

다. 부분의 수역이 인공어  시설지로 합한 70 m

보다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로 남해와 서해 

연근해의 경우 부분 50 m 이하의 얕은 수심을 가

지고 있어 시설지로 합한 것을 악할 수 있다.

3.2 생물  인자의 공간 분포

2004～2013년 동안 연구해역의 클로로필-α의 공간

분포도를 작성하여 분석하 다. 지선정에 있어 클로

로필-α의 경우 농도가 높은 해역를 최 의 지로 고

려하기 때문에 4 ㎍/L이상인 지역을 추출하 다. 그림 

4의 클로로필-α의 경우 먼 바다에서 연안지역으로 가

까워질수록 상 으로 높게 분포하고 계 별로는 겨

울에 비해 여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높게 나타났다.

3.3 화학  인자의 공간 분포

2004～2013년 동안 연구해역인 인공어  조성해역

의 해수온, DO의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여 분석하 다. 

그림 5를 보면 한반도 해역의 평균수온은 16.9 ℃이

며 서해에 비해 동해와 남해가 해수온이 높게 분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 별로는 가장 높은 해수

온을 나타내는 때는 8월로서 연구기간  8월의 평균

수온은 26.1 ℃이고 가장 낮은 수온을 나타내는 2월

의 평균 수온은 10.9 ℃로 나타났다.

그림 6과 같이 한반도 주변해역의 평균 DO의 값은 

5.8 mg/L이며 서해가 동해와 남해에 비해 높게 분포

하는 것을 악 하 다. 계 별로는 가장 높은 DO값

을 나타내는 때는 2월이다. 연구기간  8월의 평균 

DO는 6.3 mg/L이며 반 로 가장 낮은 DO를 나타내

는 8월의 평균은 5.1 mg/L로 나타났다. 해수온과 DO

는 계 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질입도분석자료로 만든 질 분포도.
Fig. 2 Seabed sediment distribution chart based on 

sediment particle size analysis data.

그림 3. 수치지도로 제작한 수심 분포도.
Fig. 3 Depth distribution chart based on the digita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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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OCI/MODIS 상으로 제작한 클로로필-α 
분포도.

Fig. 4 Chlorophyll-α distribution chart based on 
GOCI/MODIS image.

그림 5. 해수온의 수평 분포도.
Fig. 5 Horizontal distribution of SST.

그림 6. DO의 수평 분포도.
Fig. 6 Horizontal distribution of DO.

3.4 지 분석

한반도해역 체를 상으로 인공어  시설지를 

악한 결과 지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났다. 동해의 경

우 서해와 남해에 비하여 수심이 깊고 클로로필-α이 

낮게 나타났다. 서해의 태안반도 해상의 경우 다른 해

역보다 해수온은 낮지만 DO와 클로로필-α은 높게 나

타났다. 인공어  시설지 지로는 동해의 포항과 강

릉, 남해의 거제, 완도, 여수, 진도지역, 서해의 서천과 

태안반도 지역이 지로 합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악한 강원도 강릉, 태안반도지역도 지로 

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4, 16]. 반 로 인천과 

신안 해상의 경우 수심이 무 얕아 시설지의 지로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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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공어 의 지 분포도.
Fig. 7 Suitable site distribution chart of artificial reef.

Ⅳ. 요약  결론

인공어  시설지 지선정을 해서는 인공어 와 

련 있는 해양 환경 요인과 변수들을 우선 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연구가 

아닌 한반도 체 해역을 상으로 GIS를 이용하여 

수치주제도로 제작함으로서 해양 환경 자료들을 분석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간분석을 한 기반을 조

성하 다.

인공어  시설에 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해양 환

경 자료 에서 물리  조건-해 질, 수심, 생물  

조건-클로로필-α, 화학  조건-해수온, DO의 자료를 

활용하 다. 물리  조건, 생물  조건, 화학  조건 

순으로 높은 가 치를 부여하고 지를 악하 다. 

인공어  시설지 지로는 태안반도 해상, 거제, 완도, 

포항, 서천지역 등이 지로 합하다고 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어  설치의 

효율 인 활용뿐만 아니라 체계 이고 과학 인 어장

리를 한 종합 인 정보구축을 가능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인공어 의 

시설 리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공어  지분석에 있어 성원격탐사자료로 표

층 아래의 층의 값은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

다. 향후에는 장 측과 원격탐사를 병행하여 표․

층을 구분 측정하고 인공어 의 향을 주는 인자들에 

하여 보다 정 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지선정을 

하여 투명도와 pH, 유속, 해조류 서식조사 등을 고려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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