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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ce 1970’s, various satellite remote sensing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accumulation of observational data has been carried out, and coastal environment monitoring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and coastal
sedimentary environment. However, generation of coastal thematic maps by various national agencies
are not included in the production of coastal themes using satellite imagery. In this study, we want to
deduct the current problems through survey of marine spati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ion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coastal thematic
maps by analyzing coastal boundary map, coastal topographic map and coastal sedimentary facies map.
Key Words : thematic map, tidal flats, remote sensing

요약 :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인공위성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과 관측 자료의 축적으로 위성 원격탐사 자

료와 연안 퇴적환경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연안환경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제공 중인 연안주제도 생성에는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안주제도 제작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현재

국가에서 제공 중인 해양공간정보들은 조사주기가 길고 재가공 자료가 대부분이며 관측자료의 경우 일부영

역에 대해서만 권역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연안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자료

로 생성이 가능 한 연안주제도 중 연안경계도, 연안지형도, 연안표층퇴적상분포도 조사를 통해 연안지역의

공간화 및 대축척 급 국가연안주제도 제작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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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안은 해안선으로부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범위의 육역과 육역에서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

는 바다를 포함하는 점이지대로서 만, 갯벌, 백사장, 해

식애, 삼각주, 기수역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 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Yoon et al., 2003). 또한 연안지역은 수도권

과 인구 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인천항, 평택항, 군

산항, 목포항과 같이 환황해 물류 및 연안여객의 거점

지역이 위치한 중요한 경제활동지역이다. 연안습지(갯

벌)는 바지락, 백합류, 김 등 연안 수산물의 생산지이면

서 어류와 유용 무척추동물 등 해양생물의 주 산란장이

자 성육장이다(MLTMA, 2008). 또한, 연안습지에서는

부유물질과 용존성 물질이 침전/여과되며, 호기/혐기

과정에 의해서 영양염류가 소화/분해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해양 및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을 자연

적으로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Kim and Yang, 2001). 최

근에는 탄소흡수원 으로써의 연안습지의 역할이 대두

되고 있다. 연안습지에 서식하는 잘피, 염생식물, 저서

미세조류의 광합성을 통해 탄소가 흡수되고 조석/파도

등의 물리적 작용에 의해 갯벌퇴적물에 탄소가 포집된

다(Mcleod et al., 2011). 특히,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규

모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안습지 가운데 하나

이며 국제협약(람사협약) 상에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할

철새와 해조류(노랑부리백로 등)의 서식지로 주목 받고

있다(MacKinnon et al., 2012). 이렇게 연안습지가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규

모 간척사업인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갯벌 매립을 통한

공단, 경작지, 거주지 조성 등의 개발 압력으로 인해 매

립되거나 매립예정인 연안지역이 많다(Lee et al., 2011).

또한, 연안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

한 연안환경의 변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와 같은 유류유출에 의한 연안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블루카본과 같은 연안습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연안습지의 활

용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연안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복원과 해양오염에 과학적, 체

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안습지의 변화를 세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군(郡)단

위 지자체의 경우 해안침식, 바지락 폐사,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갯끈풀 침입에 따른 저서생물의 변동 등

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군(軍)의 경우 상륙작전 및 특수

전 수행을 위한 작전환경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대축척

급 연안주제도 제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동

아시아 철새의 개체 수 급감의 원인을 밝기기 위해 동

아시아 철새이동 중간기착지인 황해연안의 갯벌면적

변화와 연안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

지만, 현재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안주제도의

경우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한계

가 있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위

치, 경로, 시점 등에 대한 정보로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기반이다. 공간정보 오

픈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데이터

를 취득하여 제작·가공·활용할 수 있는 오픈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형태로 제공되는 국가공간

정보를 통해 카카오맵 등 공공·민간 활용이 활발히 진

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정책에서 해양공간정

보에 속하는 연안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이

번 연구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서 제공하는 해양공간정보의 종류, 해양공간주제도의

제작방법, 분류체계, 갱신주기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재

제공되는 연안주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한다. 그

리고 연안주제도의 공공·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

요한 대축척 급 국가연안주제도 중 연안경계도, 연안지

형도, 연안표층퇴적상분포도 제작의 선진화 방향에 대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기 제공되는 해양공간정보

1) 공간정보 사업 내에서의 해양분야 사업

2017년도에 추진한 공간정보 사업은 총 722개 사업

으로 예산은 3,133억원 규모이다. 해양분야 사업은 6개

사업(Table 1)으로 전체예산의 약 6%인 24,148백만원 규

모이다(MLTMA, 2017). 이 중 국가연안기본조사와 국

가해양기본도구축사업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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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 국가기본도 내의 연안습지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해

1998년부터 대분류(1/50,000) 토지피복도 구축을 시작

으로, 중분류(1/20,000) 토지피복도의 구축 및 갱신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정책수립에 따른 자연

환경, 수질환경 및 국토환경보전 관리에 더 정밀한 국

토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2002년부터 대축척 토지피복

도가 시범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는 유럽환경청(Europe Environment Agency,

EEA)의 CORINE(Coord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Project에서 채용한 분류체계를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토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토이용, 공간계획 등의 여타

분야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반영하여 대분류,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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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ional oceanographic projects among the 2017 plan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Project Lead agency Purpose Duration

1 Basic research on national
coasts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Generation of nautical charts on a
large scale map using the latest
measurement equipment

2001 - continue

2 Building on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Providing ocean information and
forecast 2007 - continue

3 Building on coastal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astal map, coastal statistics for
public service/administrative
operation system in one-stop

1999 - continue

4
Participant for construction
of port underground facility
informatio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struction of port space
information smart work environment 2002 - continue

5
Projects about Total
Oceanographic Information
System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Systematic management of marine
survey and observation materials with
a standardized DB

2001 - continue

6 Electronic chart production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Building high-precision electronic
charts DB in jurisdictional areas 2000- continue

Fig. 1.  Example of land cover map in Gomso bay. (a) 1/50,000, (b) 1/25,000, (c)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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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의 3단계 피복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분

류 7개 항목, 중분류 22개 항목, 세분류 41개 항목으로 분

류하고 있다. 대분류(1/50,000) 토지피복도의 경우 해상

도 30 m급으로Landsat TM을이용하여, 중분류(1/25,000)

토지피복도의 경우 해상도 5 m급으로 SPOT-5를 사용

하여, 세분류(1/5,000)의 경우 해상도 1 m 급으로 아리

랑 2호와 항공정사영상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다(Fig. 1).

토지피복도 분류체계 중 연안에 관련된 항목은, 습지,

나지, 수역이다. 습지(대분류)는 중분류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되고, 연안습지는 갯벌과 염전으로 세

분류된다. 나지(대분류)는 중분류로 자연나지로 구분

되고, 자연나지는 해변, 강기슭, 암벽·바위로 세분류된다.

수역(대분류)는 내륙수와 해양수로 구분되고, 내륙수는

하천과 호소로 세분류된다.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 하는

생태·자연도 내에서는 별도관리구역으로 대부분 제외

되어 있다.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

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

치 등에 따라 1-3 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등급화한

지도이다. 지형현황도, 현존식생도, 동·식물 분포도, 생

태계 정밀조사, 별도관리 지역의 생태 관련 개별 주제

도의 통합 분석을 통하여 생태자연도가 생성된다.

생태 1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생태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생태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생태자연도의 경우 연안은 대부분 별도관리지역에

속한다. 별도관리지역은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시 객관적인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연

안주제도가 필요하다.

3) 해양수산부 연안주제도

해양수산부는WebGIS개념을 활용하여 해양생태 지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양생태WebGIS(http://

webgis.ecosea.go.kr)에서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

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시 수행된 조사

정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연안의 경우 1999년

에 습지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매 5년 마다 전국 갯벌을

대상으로 갯벌의 생태계 현황, 오염현황, 사회경제적 현

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제1차 전국 연

안습지 기초조사가 수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총 533개

(인천·경기: 64개, 충청남도: 81개, 전라북도: 18개, 전라

남도: 194개, 경상남도: 127개, 제주도: 9개)의 갯벌목록

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정성적인 관찰 조사였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3년에 수행된 제2차 전국 연안습지 기초

조사에서는 정량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서를 만들고 그

에 준하여 모든 조사를 수행했다. 연안습지 기본조사는

전국을 인천·경기(GG), 충청남도(CH), 전라북도(CB),

전라남도(CN), 경상남도(GN), 제주(JJ) 등 6개 대권역으

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섬과 만을 중심으로 77개 구역

으로 중분류 한다. 연안습지 기초조사는 기본조사, 정밀

조사, 긴급조사, 보호지역 모니터링으로 세분된다. 그

중 「기본조사」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갯벌을

전수 조사하여 과학적 정량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퇴적환경, 대형저서동물, 갯벌건강도, 갯벌생

태등급도, 갯벌의 사회경제현황 및 경제적 가치평가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권역별 갯벌 또는

연안역(조하대)의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MOF, 2015). 하지만, 조사시기가 서로 달라

갯벌과 주변 바다생태계를 연계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기존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동일 권

역이 다시 조사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려 시계열 모니

터링 및 해안침식, 제방축조, 매립 등의 연안 변화에 대

한 장·단기 모니터링이 어려웠다. 특히 유류유출 등 연

안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따른 연

안 생태계의 피해를 정량적으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 종

합조사 사업에서 남해동부, 동해, 제주 권역에 대해 갯

벌에 대해 연 1회(8월) 285정점, 강화도, 가로림만, 증도,

순천만 갯벌에 대해서는 하계에 1회 해양환경, 저서생

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조사 결과는 바다생

태정보나라의WebGIS를 통해 정점정보(정점번호, 위도,

경도), 조사를 수행한 조사사업정보(세부사업, 조사년도),

조사결과 정보(분석결과)가 제공된다. 하지만, 이를 기

반으로 도면화 된 주제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해양생태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구축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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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해

양생태계 보전법 1장 2조 6항에서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

여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해양생태도는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의

지침을 따라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 권역

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주된 서직지, 산란지, 이동경로

등을 포함한 해역이고, 2등급 권역은 1등급 권역의 외부

지역 및 해역으로서 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이다.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이고, 3등급 권역은 위 3가지

권역 이외의 지역 및 해역을 말한다. Fig. 2와 같이 해양

생태도는 격자형태로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생

태도 작성을 위한 저서환경생태, 부유환경생태, 유영생

물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동일 해역이어도 다른

격자에 속할 경우 해양생태도 내에서 다른 등급을 가지

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주요

도서지역의 낚시 포인트에 대해 수심, 조류, 물때정보

등의 정보를 담은 요트·낚시정보도를 제공한다. 또한,

Lidar 자료로부터 생성한 1/200,000급의 갯벌빠짐도의

경우 구축범위가 특정 연안(안면도 부근, 보령-군산부

근)에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정보제공에 한

계가 있다.

3. 해양공간정보

지도는 이용목적이 다양하고 수요가 많은 일반도와

전문적인 용도에 따라서 제작되는 특수 용도의 주제도

로 구분된다. 일반도에는 등고선·해안선·호수·하천 등

자연조건인 지형정보와 도로·철도·건축물 등의 인공구

조물인 지리정보, 지도의 이용 목적에 따라 기록된 기

타정보가 있다(NGII, 2012). 연안지역은 일반적인 요구

사항보다는 각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요구 및 연구자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제도 생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안침식이 심한 동해안 연안의 경우 비치의 폭이 100

m내외이다. 이런 곳에 1/5,000 급의 5년 주기로 갱신되

는 연안주제도는 활용 가치가 매우 낮다. 따라서 각 지

자체 유관기관의 요구와 활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해상

도별 주제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연안주제도의 활

용성을 극대화하고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안

주제도별 연구사업 및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

요하다. 본 장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생성가능 한 연안주

제도 중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이 큰 주제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1) 연안경계도 (연안면적)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보전법」에 의한 연안습지 대

부분이 갯벌이므로 이 둘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연안습

지 면적의 변동 추이를 아는 것은 해양생태계의 유지여

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갯벌면적 현

황은 갯벌 보전·관리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정확한 갯벌의 면적을 알기위하여

2013년부터 ‘전국갯벌면적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전

국의 갯벌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갯벌면

적은 전자해도(1/75,000, 1/50,000)와 해안선 조사측량

(1/5,000)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2013년 기준 우

리나라 갯벌면적은 2,487.2 km2으로 2008년도 보다 2.2

km2 감소하였다. 전국 해안선조사측량 사업이 완료되

어 1/5,000 축척의 상세한 갯벌면적 계산에 해안선이 반

영되어 육지 쪽의 인공해안선의 구분이 정확해져서 갯

벌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하지만, 2013년도 갯벌면적조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저조선(최간조시의 수위선)을 2008년도 갯벌

면적조사에 사용했던 저조선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육

원격탐사기반 연안주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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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matic map for Marine ecology in ecosea WebGIS
(webgis.ecos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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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쪽의 해안선은 해안선조사측량 성과가 반영된 2013

년 10월 전자해도를 사용한 것이다. 즉, 저조선에 위치

한 하부조간대에서의 갯벌 면적변화는 고려되지 않은

채 상부조간대에서의 방조제 등의 토목공사로 인한 갯

벌면적변화만 반영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연안통합지도서비스 내

에서 갯벌에 대한 레이어는 연안정보-연안환경-자연지

형 중 연안습지면적(Fig. 3(a))과 연안기본조사 내의 갯

벌 레이어(Fig. 3(b)) 이다. 연안습지면적은 단위갯벌이

아닌 행정구역별 해안선대비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율

로, 2008년 연안습지면적과 2013년 연안습지면적에 대

한 표를 제공한다. 하지만, 곰소만 갯벌과 같이 한 단위

갯벌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할 경우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어 면적이 나타난다(예: 고창군 64 km2, 부

안군(곰소만 북쪽 갯벌) 정보는 없음). 향후, 연안습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을 폴리건으

로 한정지으면 그 영역 내의 갯벌면적과 면적이 계산된

자료의 출처 및 자료의 생성년도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

공이 필요하다. 연안기본조사를 통해 나온 갯벌 레이어

의 경우 Fig. 3(b)와 같이 갯벌사이에 위치한 조류로에서

부유퇴적물 농도가 높은 지역도 갯벌로 나타난다.

Murray et al.(2014)은 황해를 둘러싼 대한민국, 북한,

중국 연안의 갯벌면적 변화를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분

석을 하였다. 그 중 우리나라의 경우, 미 해군에서 구축

한 1/25,000 L552 지형도로 1950년대 자료 갯벌 면적을

계산하였다 . 1980년대와 2000년대는 Landsat TM과

ETM+ 만조시, 간조시 영상에 노출되는 갯벌의 차이를

통해 갯벌면적을 계산 한 결과 2000년대는 1980년대에

비해 32.3% 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Murray et al., 2012).

2013년도 해양수산부의 갯벌면적조사와 2000년대

Murray et al.(2012)의 갯벌면적을 비교하면 갯벌면적이

각각 2,550.2 km2 과 1,204.7 km2으로 2.1배 정도의 차이

가 나타났다(Table 2). Murray et al.(2012)이 갯벌면적 분

석에 사용한 방법은 조위상태(밀물/썰물)에 따른 갯벌

의 반사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저조선의 수륙경계

선 추출하여 실제 갯벌의 면적보다 과소평가 되었다. 국

내에서도 위성자료를 이용한 갯벌지역 모니터링 및 해

안선 변화탐지가 연안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특히 광학

위성자료로부터 갯벌과 해양의 수륙경계선을 추출하

여 갯벌의 면적과 갯벌의 지형고도를 추출하는 연구는

국내연구진에 의해 많이 연구되고 발전되어왔다(Ryu et

al., 2002). 하지만, 전국단위의 갯벌에 대한 연구가 아닌

Fig. 3(c)와 같이 관심연구지역만 연구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갯벌면적 변화 분석에 활용되기 어렵다.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조차가 큰 서해연안의 경우 해

안선의 위치에 따라 노출되는 갯벌의 면적이 다르다. 위

성이 촬영하는 시간은 각 위성의 방문주기에 따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예, Landsat시리즈 16일 간격 11:00 경

(local time)) 우리나라 전 연안에 대하여 최저조위를 가

질 때의 위성영상으로부터 수륙경계선을 추출하여 갯

벌면적을 산출해야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모든 연안에

대하여 저조 때의 위성영상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용

된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가 좋아질수

록 실제 수륙경계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갯벌면적 산출

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위성기반으로 갯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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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Coastal wetland area in Integrated coastal map
service (b) Tidal flat layer (light green) in coastal basic
survey, (c) Tidal flat (green) extracted from Landsat OLI
image on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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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 시에는 지역별로 면적산출에 사용된 위성영상

의 종류, 영상획득 일시와 그때의 조위 정보가 함께 제

공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기술이 발달하여

고정익무인항공기나 무인헬기를 사용하면 날씨에 상

관없이 넓은 지역에 대한 영상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다

양한 센서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유퇴적물 농도가

높은 해역에서도 저조 때의 수륙경계선 획득이 용이하

다. 육지 쪽의 해안선의 경우 2주 단위로 수치지도에서

수시 수정된다. 수치지도를 사용하면 방조제, 도로 건설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육지 쪽 해안선 변화

도 반영된 정확한 갯벌면적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효

율적인 연안관리는 위해서는 위성자료를 기반으로 전

국 연안면적을 산출한 뒤, 연안의 변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정주기와 수정방법

(위성기반/무인기기반)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안침식이 심한 지역이나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

는 지역의 경우 무인기와 2주 단위 수치지도를 사용하

면 계절영향에 따른 연안변화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2) 연안지형도

전자해도는 전자해도표시시스템(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에서 사용하기

위해 종지해도 상에 나타내는 해안선, 수심, 항로표지,

위성물, 항도 등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해도정보

를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ographic Organization:

IHO)의 표준규격(S-57)에 따라 제작된 디지털해도이다.

해양조사원은 1996년부터 연구소와 해양업계의 참여

로 1999년까지 전자해도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최

신의 항해안정정보 유지를 위해 매년 신개판 전자해도

를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상의 경우 2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2년마다 항공사진을 통해 1/5,000급 수치지

도를 갱신하거나 필요에 따라 신규로 제작해왔다. 2013

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전국단위 수정 외에 준공도면을

활용한 2주 단위 수시수정도입으로 국가기본도 수정주

기를 단축하였다. 하지만,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의 경

우 비행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항공사진 촬영이 어

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 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파주, 문산, 연천, 고성 등 접경지역에 대하여

1/5,000급수치지형도를제작하였다(Park and Seo, 2013).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연안통합지도서비스에서 제

공하는 1/25,000 연안정보도의 경우 해양조사원의 수심

측량원도, 수치해도, 국립지리원의 육상지형도, 1998년

11월에서 2004년 11월 사이에 획득한 위성영상을 사용

하여 생성되었다. 1/5000 연안정보도는 1/25,000 수치지

형도, 2011년도 기준의 해안선조사측량자료, 전자해도,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주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해당지자체의 양식장 자료로

부터 제작되었다. Fig. 4(a)는 1/25,000 강화도 지역의 연

안정보도로 육지의 지형은 수치지형도의 표고이고 수

심은 해도의 등심선을 나타낸다. 하지만, 수심 약 10 m

이내의 연안은 해도/전자해도나 수치지형도에서도 수

심, 지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 해양생

태계 종합조사에서 갯벌지형은 지역에 따라 측선을 설

정한 후 만조선에서 간조선에 이르는 지형단면과 고저

차를 수준측량을 통해 실측한다. 이때, 연안을 대표할

수 있는 측선을 설정하여 실측하지만 갯벌의 3차원적

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갯벌의 침/퇴적

양상을 알기도 어렵다. Eco-sounder를 사용하여 연안의

수심을 실측하지만 수심이 낮아 배의 진입이 어려운 곳

에서는 측량이 어렵다. 또한, 해도/전자해도의 수심기

준면의 경우 수심을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도/전자해도의 수심기준면은 약최저

저조면이지만, 수치지형도에서의 표고 기준은 평균해

면이다. 이렇게 육상과 해상의 수직기준점이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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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ea and change of tidal flats in Korea (Yearly)

Survey on national tidal flat area 1987 1998 2003 2008 2013
Area (km2)
Trend (km2)

2,203.5 2.393.0 2,550.2 2,489.4
▽60.8

2,487.2
▽2.2

Murray et al. (2012) 1950’s 1980’s 2000’s

Area (km2)
Trend (km2)

3,503,3 1,777.3
▽172.6

1,204.7
▽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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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육상과 해상이 연계된 연안지형도 생성을 위해서

는 수직기준점을 일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위성자료를사용한연안지형고도맵제작에대한

연구가많이수행되고있다. 가장많이사용되는waterline

방법은 다양한 조위를 가지는 광학/SAR영상에서 다양

한 수륙경계선을 추출한 후 추출된 수륙경계선에 조위

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조위 값이나 실측한 연안의 고도

값을 대입한 뒤 내삽하여 연안지형도를 생성하는 것이

다. 이 방법은 갯벌 전체지역의 고도 분포 및 고도에 따

른 노출시간과 경사도를 알 수 있지만, 지역적인 지형특

성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SAR interferometry 기법의

경우 짧은 기선거리로 인해 육상에 비해 낮은 지형고도

를 갖는 갯벌의 정밀지형도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하

지만, 최근 Lee and Ryu(2017)이 Terra-SAR/TanDEM-X

science phase 영상자료로부터 현장 실측고도와 실측지

상기준점을 사용하여 갯벌지형도 제작에 성공하였다.

무인항공기로부터 초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한 뒤 ,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방법을 적용하여

정사영상을 생성하고 매칭 방법을 통해 영상들에 존재

하는 특징점을 추출하여 연안정밀지형도를 생성한다

(Kim et al., 2015). 이렇게 원격탐사 기반으로 연안지형도

를 생성한 뒤 수직기준점을 일원화하면, Fig. 4(b)와 같

이 해상, 연안, 육상이 연결된 지형도 생성이 가능하다.

3) 연안표층퇴적상 분포도

갯벌은 퇴적상에 따라 모래갯벌, 펄갯벌, 혼합갯벌로

구분한다. 갯벌의 퇴적상에 따라 서식하는 저서생물상

이 다르고 조류로의 분포특성이 구분된다. 또한, 갯벌

주변의 인공구조물 건설에 의한 해류변화에 의해 퇴적

상이 바뀌고 바뀐 퇴적상으로 인해 침/퇴적이 일어난다

(Choi et al., 2011). 이렇듯 퇴적상은 갯벌을 구성하는 기

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MOF,

2015). 이런 갯벌퇴적상 파악하기 위해서 갯벌의 규모

에 따라 1-4개의 정선을 설정하고 각 정선별로 조위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 정점을 배치하여 최상부 2 cm 두

께의 퇴적물을 채취한 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

라 입도, 강열감량, 총유기탄소, 총질소, 중금속을 측정

한다(NIFS, 2011). 이렇게 설정된 정점에 대해서만 분석

된 정보는 정보를 제공한다.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연안표층퇴적상분포도 제

작의 경우, 표층퇴적상 입도에 대한 정보를 2D로 제공

한다. 하지만, 감열감량, 총유기탄소, 총질소, 중금속에

대한 정보 제공은 어렵다. 30 m공간해상도의 광학위성

영상의 경우, 0.025 mm 기준 이상의 입도에 대한 퇴적

상 분포도 제작이 가능하다(Ryu et al., 2004). Fig.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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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opography in coastal information map, (b) Topography
based on TanDEM-X image and UAV (DLR blog: http://
www.dlr.de/blogs/en/home/tandem-x/How-researchers-
use-the-latest-Earth-observation-data.aspx).

Fig. 5.  Sedimentary facies map based on (a) Kompsat-2 (Choi
et al., 2010) and (b) Komps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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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 m 공간해상도의 광학위성영상을 사용한 경우, 펄

퇴적상, 혼합퇴적상, 모래퇴적상의 구분이 가능하다

(Choi et al., 2010). 최근에는 무인항공기로부터 획득된

20 cm급의 광학영상으로부터 광학반사도 및 객체의 형

태를 고려한 분류 방법에 의해 기존에 분류한 퇴적상을

분포한 입자 크기, 함수율, 조류로 및 세곡의 영향에 따

라 세분하여 분류할 수 있고, 3단계가 아닌 6단계로 갯

벌 표면 피복에 대한 세분류가 가능하다.

4. 고찰 및 결론

기존의 해양 관리시스템의 경우 증가하는 해양이용

및 개발의 영향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장

소에 기반하여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생태계기반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관리이다(Douvere et

al., 2008).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연안을 통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연안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해 낼 수 있

는 조사와 이를 통한 연안주제도 작성 즉 연안 지역의

공간화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의 경우 조사 결과의 공간화는 정점에 대한 GIS-DB구

축에 제한되어 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 중 해

양 분야 내에서 연안 지역의 공간화 사업은 미흡한 실

정이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국립해양조사원 등 기관에 따라 각각의 기준으

로 연안주제도를 제작하여 개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

고 있다. 현재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관

리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 시스템별

로 상이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연안주제도

관련 기관들 간의 데이터 공유 및 호환이 필수적이고 여

러 기관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안주제도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주제도 제작 효율성 및 활용의 극대화

를 위해 연안주제도 관련 부서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연안주제도 생성에 사용되는 입력자료의 공간해상

도나 현장조사 정점의 수에 따라 연안주제도가 단순히

하나의 축척이 아닌 주제도별로 여러 축척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연안관련

주제도는 도엽단위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제공되는 연

안주제도인 해양생태도는 격자단위로 제공된다. 연안

주제도의 활용 목적에 따른 활용 축척에 대한 사용자 요

구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제도 작성 시 단

일 지역은 한 번에 분석되기 때문에 도엽이 아닌 연안

의 지역단위로 수정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

요하다. 향후, 동일 지역에 대해 연속적인 데이터가 제

공되면 단일 연안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지도는정확도와정밀도를동시에검수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지형자료추출성과를 수치지도에 중첩 후

현지점검측량 공정에서 지형도 정확도 기준인 1/5,000

은 3.5 m, 1/25,000 은 12.5 m를넘으면재조정한다(NGII,

2012). 하지만, 연안면적은 물때에 따라 노출되는 범위

가 다르고, 북서계절풍에 따른 침/퇴적으로 인해 연안

표층퇴적상 및 연안지형고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연안을 대상으로 생성된

주제도의 정확도와 정밀도 검수를 위해서는 육상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를 자료

를 기본으로 한 해안선 및 수륙경계선 추출을 통해 갯

벌 면적 및 정밀 갯벌 지형고도에 대한 정확도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안표층퇴적상과 연안식생 즉,

염생식물의 분포도 역시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초고해

상도의 위성영상 획득으로 검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탑

재된 센서의 특성에 따라 나타내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

에 광학, 열적외선, SAR 등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여 파

장에 따른 연안환경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에 제공되는 연안주제도는 사용된 위성영상이

나 Lidar자료의 연도정보만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하

지만, 연안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도 생산에 사

용되는 위성영상과 영상처리방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사용된 영상과 일시 그리

고 제작 방법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생성

된 연안주제도의 객관성이 확보 될 수 있다.

최근, 인천강화갯벌, 무인갯벌, 벌교갯벌 등이 국립공

원으로 제안 및 건의되고 있다. 갯벌이나 하천 등에 대

한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와 연안생태계 가치평가에 공

간화 된 연안주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화 된 연안주제도를 통해 갯벌의 환경 및 생태적 특

성에 관한 다양한 기초자료의 축적 및 DB화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갯벌어업 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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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안주제도에

기반 한 적정 규모의 갯벌 탐방로를 개발 및 정량적 측

면에서의 갯벌어업 육성을 통해 연안습지의 보호 및 갯

벌관광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

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사

이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관 주요사업인 “원

격탐사 기반 주제별 연안국가기본도 제작 기술 확립”사

업과 “반폐쇄해역(곰소만) 생태계 가치 평가를 위한 대

축척 연안생태지도 제작”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

었습니다.

References

Choi, J.K., J.H. Ryu, Y.K. Lee, H.R. Yoo, H.J. Woo,
and C.W. Kim, 2010. Quantitative estimation of
intertidal sediment characteristics using remote
sensing and GIS,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88: 125-134.

Choi, J.H., J. Eom, and J.H. Ryu, 2011. Spatial
relationships between surface sedimentary facies
distribution and topography using remotely
sensed data: Example from the Ganghwa tidal
flat, Marine Geology, 280: 205-211.0

Douvere, F., 2008. The importance of marine spatial
planning in advancing ecosystem-based sea use
management, Marine Policy, 32: 762-771.

Kim, B.J., Y.K. Lee, and J.K. Choi, 2015. Investigating
applicability of Unmanned aerial vehicle to the
tidal flat zone,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1(5): 461-471.

Kim, D.H. and J.S. Yang, 2001. Denitrification and
COD, TN and SS fluxes in Komso Bay,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4(4): 32-41.

Lee, S.K. and J.H. Ryu, 2017. High-accuracy tidal flat

digital elevation model construction using
TanDEM-X science phase data,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Applied Earth Observations
and Remote Sensing, 10(6): 2713-2724.

Lee, Y.K., J.H. Ryu, J.K. Choi, J.G. Soh, J.A. Eom,
and J.S. Won, 2011. A study of decadal
sedimentation trend changes by waterline
comparisons within the Ganghwa tidal flats
initiated by human activitie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7(5): 857-869.

MacKinnon, J., Y.I. Verkuil, and N. Murray, 2012.
IUCN situation analysis on East and Southeast
Asian intertidal habita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Yellow Sea (including and
Bohai Sea), Occasional Paper of the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No. 47.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Mcleod, E., G.L. Chmura, S. Bouillon, R. Salm, M.
Björk, C.M. Durate, C.E. Lovelock, W.H.
Schlesinger, and B.R. Silliman, 2011. A
blueprint for blue carbon: toward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vegetated coastal
habitats in sequestering CO2, Fron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9(10): 552-560.

MLTM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 Wetland conservation area
designation system improvement and evaluation
of candidate sites, Korea Maritime Institute,
Gwacheon, Korea.

MLTM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7. Plan to implement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for 2017, Korea
Maritime Institute, Sejong, Korea.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Total
investigation for national marine ecosystem,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Sejong, Korea.

Murray, N.J., S.R. Phinn, R.S. Clemens, C.M.
Roelfsema, and R.A. Fuller, 2012. Continental
scale mapping of tidal flats across east asi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2, 2017

– 1168 –

10이윤경(1159~1169).qxp_원격탐사33-6-2(환경부 특별호)  2018. 1. 4.  오전 11:59  페이지 1168



using the Landsat archive, Remote Sensing, 4:
3417-3426.

Murray, N.J., R.S. Clemens, S.R. Phinn, H.P.
Possingham, and R.A. Fuller, 2014. Tracking
the rapid loss of tidal wetlands in the Yellow
sea, Fron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12(5): 267-272.

NGII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2.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dvanced National
Basic Drawing,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Korea.

NIFS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2011.
National investigation of marine ecosystem-
Protocol,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Pusan, Korea.

Park, Y.K. and Y.C. Suh, 2013. A study on
topographic mapping at a scale of 1:2,500 using

sub-meter satellite images,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15(2): 139-14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yu, J.H., J.S. Won, and K.D. Min, 2002. Waterline
extraction from Landsat TM data in a tidal flat
A case study in Gomso Bay, Kore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83: 442-456.

Ryu, J.H., Y.H. Na, J.S. Won, and R. Doerffer, 2004.
A critical grain size for Landsat ETM+
investigations into intertidal sediments: a case
study of the Gomso tidal flats, Korea,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60: 491-502.

Yoon, S.S., J.Y. Choi, and S.J. Ju, 2003.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astal management regional
planning and planning model (plan) study,
Korea Maritime Institute, 1-19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원격탐사기반 연안주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 1169 –

10이윤경(1159~1169).qxp_원격탐사33-6-2(환경부 특별호)  2018. 1. 4.  오전 11:59  페이지 1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