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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Yeongdong region of Gangwon-do, coastal areas are important resources in terms of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However, the coast of Gangwon-do is experiencing severe erosion, and it is concerned 
that its adverse effects will gradually increase. In this study, coastline changes of Yangyang and Gangneung in 
Gangwon-do were tracked and analyz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build time series image data, 
aerial photos from the 1940s to the present were mainly used, and data from CORONA satellite, which operated 
from the 1960s to the early 1970s, were collected and used together. Using 51cm resolution ortho image and 2m 
resolution Digital Elevation Model(DEM) as reference, ground control points were selected to perform geometric 
correction on the aerial photos and CORONA images. Subsequently, Canny edge detector applied to these 
images to extract the coastlin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tracted and vectorized coastlines by overlaying 
them in chronological order, erosion and deposition occurring around the artificial structures and on the nearby 
beaches were observ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easonal variation, tide, and various coastal management 
including the beach filling were not considered. Because coastal erosion is greatly affected by geographic 
factors, each local government must find its own solution. Continuous research and local data accumul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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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강원 영동지방에서 연안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강원도 해안은 다른 지역과 비
교하여 매우 심각한 침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양양 남대천 하구 주변과 강릉 옥계 해변의 장기간에 걸친 해안선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였다. 시계열 영상자료
를 구축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항공사진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운용된 
CORONA 위성영상을 수집하여 함께 활용하였다. 51cm 해상도 정사영상과 2m 해상도 수치고도모형(DEM)을 이
용하여 기준점을 설정하고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기하보정하였다. 이들 영상에 Canny 경계검출 연산자를 적용
하여 해안선을 추출하고 벡터화하였다. 해안선을 해방 직후부터 시간 순서대로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인공 구조물 
주변과 인근 해변에서 발생한 침식과 퇴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구조물 건설 시점을 전후한 주변 해안선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해안선의 계절적 변화와 조석, 그리고 양빈사업을 비롯한 각종 해안침식 방
지사업에 따른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해안침식은 지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마다 원인과 해결
방안이 다르며,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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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원 영동지방에서 연안은 많은 인구와 사업체의 터전이며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관련 지자
체와 연구자들은 연안지역을 위협하는 해안침식에 대한 관심
이 높다. 강원도의 해안침식은 특히 심각하다. 해양수산부에
서 발표한 지차체별 연안침식등급 현황을 보면, 전국 250개 모
니터링 지점 중 ‘심각’ 등급으로 분류된 22개소가 모두 강원
도에 위치한다. 침식등급이 ‘우려’ 또는 ‘심각’으로 분류된 비
율 역시 강원도가 92.7%로 전국 평균 55.2%보다 월등히 높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7). 
연안을 포함하는 지자체들이 해안침식 문제를 인식하기 시
작한 이후, 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
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및 빈
도 상승,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해안침식의 원인으
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량적인 분석 연구는 미흡하다. 해안침
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친환경 공법은 아직 뚜렷한 성과
를 보이지 못하였고,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공
동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
다. 해안선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축적과 장
기간 시계열 해안선 변화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해안선 변화 연구에는 주로 항공사진이 활용되었다. 

Lee et al.(2013)과 Kim et al.(2013)은 20년 이상 기간의 시계
열 항공사진을 수집하여 수치도화를 통해 해안선을 추출하
고 변화를 탐지하였다. Yun and Song(2017)은 2009년과 2016
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DEM에서 표고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정의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성영상이 보급되
기 시작하면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병용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 Jeong et al.(2013)은 1975년부터 2001년 사이 촬영된 항
공사진과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촬영된 SPOT-5 영상을 사
용하여 낙동강 하구 해안선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Hwang et 
al.(2014)은 1967년부터 2011년 사이 촬영된 항공사진과 2013
년 촬영된 KOMPSAT-3 영상을 활용해 울산 진화해변 해안
선 변화를 관찰하였다. Kim et al.(2013)은 LANDSAT 영상
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 해안
선 변화를 탐지하였다. GPS 측량으로 해안선을 추출하여 변
화를 탐지한 연구(Lee et al., 2008; Choi et al., 2009; Kim and 
Song, 2012)와 ArcGIS에서 제공하는 DSAS를 사용하여 해
안선의 변화를 탐지한 연구(Kim et al., 2019; Kim and Lee, 
2015)도 수행되었다.

CORONA 위성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운영된 정찰위
성으로, 초기 공간해상도는 15m였으나 이후 1.5m까지 개선되

었다. 당시 위성영상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 지
표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CORONA 영상이 많이 활용된다. 
Song et al.(2015)은 CORONA, LANDSAT-5, LANDSAT-7 
영상을 이용하여 197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동부와 브라질 
중부지역 산림 피복 변화를 분석하였다. Grosse et al.(2005)은 
1960년대 시베리아 해안을 복원하기 위해 CORONA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Narama et al.(2010)은 CORONA, LANDSAT, 
ALOS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 빙하의 변화를 탐지
하였다. Schmidt and Nüsser(2012)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위
치한 빙하의 변화를 CORONA, LANDSAT, SPOT 영상을 이
용해 비교 분석하였다. Noaje and Sion(2012)은 CORONA, 
SPOT, IKONOS, 항공사진들을 이용하여 장기간 도시 변화
를 추적하였다. Mihai et al.(2016)은 유럽 Danube 강 유역에 대
한 장기간의 형상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Saleem et al.(2018)
은 이라크 Kurdistan 지역의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CORONA 영상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침식이 심각한 강원도 강릉과 양양 일
대의 시계열 해안선 데이터를 구축하여 장기간에 걸친 해안
선 변화를 탐지하였다. 1947년부터 2019년 사이의 항공사진
과 CORONA 영상을 기하보정하고 경계검출 연산자를 적용
하여 해안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해안선을 중첩하여 변화
를 분석하였다.

2.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194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계열 해안선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2019년 사이의 항공사진과 1960
년대 CORONA 위성영상을 병용하였다. 항공사진과 위성영
상은 51cm 해상도의 정사영상과 2m 해상도의 DEM을 사용
하여 기하보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강원도 양양 남대천 
하구 일대와 강릉 옥계 해변이다. 연구 흐름은 Fig. 1과 같다.

Fig. 1.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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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항공사진

해방 직후 항공사진은 1945년부터 1969년 사이에 촬영되었
다. 국토지리정보원은 60년 이상 보관되는 과정에서 변색, 훼
손된 항공사진 아날로그 필름을 특수 스캐너를 이용하여 디
지털로 복원하였고, 이렇게 복원된 항공사진 약 69,000매를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해방 직후 항공사진은 당시 우
리나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드문 자료로, 시계열 분석에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날로그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촬영 
축척과 촬영 일자 정보를 제공하지만, 더 이상의 메타데이터
는 영상에 따라 제공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영상 해상도는 
1200DPI(Dots Per Inch)이다. 
강원도에는 제한구역으로 분류되어 영상이 검색되지 않
는 지역이 많다. 따라서 강릉시 옥계 지역을 제외하면 시계
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강원도 해안을 찾기 어려웠다. 필
요한 영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취
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54년 양양, 1947년 강릉

을 촬영한 해방 직후 항공사진과 1980, 1989, 1996, 2005, 
2013, 2019년 강릉 사진을 사용하였다. 2005년 이전 항공사
진은 흑백이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방 직후 항공
사진이고, Fig. 3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강릉 옥계의 항
공사진이다. 

2.2 CORONA 위성영상

CORONA(KH-4) 위성은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이 적대국
가를 감시하기 위해 운용한 위성으로 1960년부터 1972년까
지 활동하였다. 이 기간에 CORONA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영상은 총 7,266매이고, 초기 15m였던 카메라 해상도는 이후 
1.5m까지 향상되었다. Table 1에 CORONA(KH-4) 영상의 제
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69년 12월 18일에 촬영되어 7μm로 스
캐닝된 11장의 CORONA 영상을 사용하였고, 메타데이터는 
Table 2와 같다. 

Fig. 2. Yangyang and Gangneung aerial photos (1940’s-1950’s)

Date Scale Focal length
1954/03/06 1:10,000 153.51mm

Date Scale Focal length
1947/05/13 1:44,000 152.3mm

1980/10/04
1:30,000

152mm

1989/10/09
1:37,500
154mm

1996/11/13
1:37,500

152.59mm

2005/04/26
1:20,000

153.58mm

Date
Scale
Focal lenth

Fig. 3. Gangneung aerial photos (198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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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ONA KH-4B specifications

Focal length 609.602mm View of field 30.46˚

Altitude 약 145.8 km Image scale 1 : 247,500

Film 
resolution 160 lp/mm Ground 

coverage 16km×216km

Table 2. CORONA image metadata

Data Set 
Attribute

Attribute 
Value

Center 
Latitude 37.640

Entity ID DS1108-
2215DF100

Center 
Longitude 129.121

Acquisition 
Date 1969/12/18 NW Cormer 

Lat 37.533

Mission 1108-2 NW Corner 
Long 127.566

Frame 100 NE Corner 
Lat 37.883

Direction 
Flag 215D NE Corner 

Long 130.650

Image 
Type

Black and 
White

SE Corner 
Lat 37.733

Camera 
Type Forward SE Corner 

Long 130.716

Camera 
Resolution Stereo High SW Corner 

Lat 37.366

Film Type 70mm 
Panoramic

SW Corner 
Long 127.566

Generation 2 Polarity Negative

3. 영상처리

3.1 모자이크 영상 및 시계열 영상 제작

CORONA 영상은 주점의 위치 및 사진기 렌즈 켈리브레이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내부표정을 수행할 수 없
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기준점과 파노라믹 카메
라 모형식을 이용하여(Sohn et al., 2004) CORONA 영상을 기하
보정하였다. 이를 위해 20점 내외의 지상기준점을 관측하였다. 
지상기준점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계나 건물의 모서리를 이용
하여 관측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상들의 경우, 해
방 직후 항공사진은 약 60년, CORONA 영상은 약 50년 전까지 
촬영 시점이 거슬러 올라가고, 그 사이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기의 영상에 나타나는 인공 지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
지의 경계부나 오래된 큰 도로의 교차점, 교량 등을 중심으로 기
준점을 설정하였다. Fig. 4는 11개 CORONA 영상 중 옥계 해변
을 담고 있는 영상에서 선택된 기준점들을 표시한 그림이다. 기

준점의 좌표를 취득하기 위해 51cm 해상도 정사영상과 2m 해
상도 DEM이 활용되었다. Fig. 5는 보정을 마친 CORONA 영상
으로 제작한 모자이크 영상이다. CORONA 영상과 항공사진으
로 제작한 강릉 옥계 시계열 영상은 Fig. 6과 같다.

 

Fig. 4. Ground control points on the CORONA image 
(Okgye, Gangneung)

Fig. 5. CORONA mosaic image

Fig. 6. Time series image (Okgye,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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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안선 검출

해안선을 검출하기 위해 경계검출 연산자를 사용하였다. 
널리 알려진 경계검출 연산자에는 1차 미분연산자 Sobel, 
Prewitt, Roberts Cross와 2차 미분연산자 Canny, LoG 등이 
있으며, 이들을 영상에 적용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결과물
을 비교한 결과, Canny 연산자(Canny, 1986)를 적용한 영상
이 잡영이 적고 검출된 경계가 선명하며, 육안으로 보는 해
안선과 가장 잘 일치하였다. 해안선을 검출하기 위해 QGIS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기하보정된 항공사진 및 
CORONA 영상에 Canny 연산자를 적용하였다. 시계열 영상 
중 1947, 1989, 2019년 영상에서 검출된 옥계 해안선을 Fig. 8
에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Fig. 7. Edge detection result

Fig. 8. Time series coastlines (Okgye, Gangneung)

4. 해안선 분석 결과

Fig. 9는 1947년과 2019년 강릉 옥계항 근처 해안선 변화
를 보여준다. 옥계항은 1987년 건설에 착수하여, 1991년 개항
하였다. 음영 부분이 옥계항과 방파제이다. 옥계항 북쪽 해안
(Fig. 9-A)을 보면, 1947년부터 1980년 사이 해안선 침식이 있
었고, 이후 1989년까지 퇴적되었다. 이후 1996년까지 많은 퇴
적이 발생하였고 2019년까지 침식과 퇴적이 반복된다. 전체적
으로 보면, 해안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옥계항이 건
설된 시점부터 그 진동 중심축이 동쪽으로 평균 약 50m 이동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ig. 9-A 하단을 보면, 1990년 이후 

해안선들이 이전 해안선들보다 동쪽에 위치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음영 부분을 보면, 항만 건설 이전에는 해안선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옥계항 남쪽 해안에서는 1980년에
서 1996년 사이에 퇴적이 발생하였다가 이후 침식이 진행되어 
2019년에는 해안선이 다시 1980년 해안선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Fig. 9-B). 

Fig. 9. Changes in coastline (Okgye, Gangneung)

양양 남대천 하구 해안선 비교에는 1954년과 2019년, 두 
시기의 영상이 이용되었다. 낙산항 남단에 인접한 해변을 제
외하면, 낙산해변(Fig. 10-A)과 송전해변(Fig. 10-B)에서는 
유의미한 해안선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낙산해변 북쪽에 
낙산항이 건설되었지만, 침식이 발생하지 않았다. 남대천으
로부터 토사가 원활히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해
로 흐르는 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로가 짧은 특징이 있어
서 이를 통해 하구에 공급되는 토사량이 많다(Choi et al., 
2018). Fig. 10-A 상단을 보면, 낙산항 방파제 남단에 퇴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Park et al.(2019)에 따르면, 동해 해
류는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다가 일부는 동쪽으로 흘
러가거나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낙산항과 만나면서 토사가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이 지역의 해안선 차이를 측정하여 계산한 퇴적 면적은 
약 20,800㎡이다.

Fig. 10. Changes in coastline (Namdaecheon estuary, 
Ya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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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촬영된 CORONA 위성영상과 해방 
직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시계열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이
로부터 해안선을 추출하였다. 해안선 추출을 위해 몇 가지 경
계검출 연산자를 실험한 결과, Canny 연산자의 성과물이 다
른 연산자에 비해 잡영이 적고 추출된 경계가 선명하여 본 연
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시계
열 해안선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추출된 해안선을 시간 순
서대로 나열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구나 방
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이 주변 해안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해변에 토사를 공급하는 하천 하구에 인공
구조물이 건설되면 주변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로 인하
여 이전과는 다른 침식, 퇴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선 변화의 원인을 항만 건설과 같은 큰 
인위적 변화 및 해류 방향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밖에 다양한 주변 조건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해안선의 계
절적 변화와 조석차와 같은 주기적이고 자연적인 변화, 그리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양빈사업을 비롯한 각종 해안침식 방
지사업으로 인한 비주기적인 변화 또한 현재 해안선을 형성하
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면 각 요
소와 해안선 변화의 관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에 기
반한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직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는 해안침식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해안침식은 해류, 지형, 개발사업 등 지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지역마다 원인과 해결방안이 다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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