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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제선의 안쪽인 육역의 경우는 각 역할에 따른 리주체가 공간 활용 등의 목 으로 인하여 어

느 정도 리가 되고 있지만, 해역의 경우는 육역에 비하여 리정도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하

지만 국토공간의 지속 인 개발 심과 더불어 해양공간의 확보  활용에 한 심이 높아지면

서 해양에 한 정보  환경에 한 정보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상지인 부산은 다른 지역의 연안과는 달리 항만, , 부두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환경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 인 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범 한 부산연안지역의 해양 오염도를 분석하기 해서 주요지   많은 지역에서의 데이터 획득

이 요한데 반하여 지속 으로 제공하는 부산연안의 데이터의 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 변화를 분석하기 해 높은 정보 요구도에 의한 수치해도의 수요증

에 비하여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부산연안의 17개 연안 정  자

료와의 결합을 통하여 속성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고, GIS의 공간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연안

의 환경 황과 연속성 악을 한 분석 기법과 효용방안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GIS, 수치해도, 공간통계분석, 연안환경 변화1)

ABSTRACT
The land area, which is on the inner side of the water line, is controlled to a certain degree 

due to the purposes of space utilities controllers’ respective roles, but the sea area is no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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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controlled as the land area. However, as interest in the security and utility of the 

marine space, as well as that in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 land space, has increased, 

there has been increase of the requirement for information about marine data and environment. 

The object of this study, Busan, plays various roles such as a harbor and bay, a tourist 

resort, and a port unlike coastal seas of other areas, and thus needs systematic control 

because it has numerous environmental factor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number 

of data about Busan coastal sea constantly provided while the acquisition of data from main 

points and many areas is important for the analysis of marine contamination in Busan coastal 

sea area. Thus, using nautical charts with numerical values in preparing increase of the 

demand of th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ormation requirement for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coastal areas, this study constructs property data and space data by combining 

vertex data about Busan’s 17 coastal sea areas provided by NFRDI, and tries to present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grasp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ontinuity of the coastal 

areas and methods of their utilities, using GIS Geo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

KEYWORDS : GIS, Digital charts , Geostatistical Analysis, change of coastal area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바다는 다양한 역에서 우리들에게 풍요로

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태인 동시에 수

산자원, 물자원  에 지 자원의 보고로서 

뿐만 아니라 유용한 운송매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한 쾌 한 생활환경  락

공간으로서의 심미  생태  가치가 있으며, 

향후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수 있는 귀

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

까지 연안을 포함한 바다를 수산업 인 측

면만을 보고 육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고 평

가하여 왔고, 그 결과 육지에 비해 보존 노력

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상지인 부산의 연안은 일 인 

국가 환경기 을 용하기에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연안의 이용특성과 환경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산연안에 합한 지역해역 환경기 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해양자원을 이용

하여 각종 생산 활동과 산업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재 세계4  컨테이 항으로 국 수

산물 유통의 44%를 차지하는 국내 제일의 해

양 도시로서 발 해 왔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

탕으로 미래에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보다 부가

가치 높은 항만, 수산, , 물류산업을 통한 

도시발 을 계획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지속

인 해양자원을 이용한 도시발 을 해서는 

해양수질환경에 한 한 리가 이루어져

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과 수치해

도를 활용하여 연안오염 변화를 살펴보고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17개 부산연안 

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터 에 한 심의 

비 이 높은 만큼 공간의 활용에 한 심이 

증 되어져 왔고, 공간 활용  분석을 한 

GIS의 연구  활용이 증 되어지고 있다. 따

라서 GIS의 구성요소로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는 데이터 부분의 충족을 하여 수치지도

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공간에 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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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육지지역에서 바다로 옮겨가면서 바다지역

에 한 공간분석의 요구가 증 되고 이에 따

라 수치해도 사용의 수요증 가 상된다.

그리고 재까지 국가연안등   오염도를 

구분할 때 수질이 측정되는 해당 포인트 치

에 해서만 수행되어 수질의 공간  변화 양

상을 악하기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연안 수질의 공간  분포 특성을 악하

기 해서는 측정된 지 뿐만 아니라 측정되지 

않은 미 측 지 에 해서도 수질 자료가 요

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도와 GIS의 공

간분석을 활용하여 해양오염도 분석을 한 GIS 

기본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부산연안지역의 17개 정  데이터와

의 결합을 통하여 연도별 부산 연안지역의 해

양오염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일 형태의 

각 정  자료들을 기 구축되어진 GIS 자료에 

속성결합을 통하여 지속 인 변화 측  과

거 년도와의 비교 변화 양상을 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연구의 체

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수치 해도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  변환

⇩

추출 데이터를 이용한 TIN생성

⇩

17개 정  속성․공간정보 구축

⇩

Base map + 17개 정  첩

⇩

공간통계분석(IDW, Kriging)

⇩

해양오염도 분석

Table 1. 연구의 흐름도

3. 선행연구 고찰
GIS와 해양환경․연안과 련된 기존 연구

들을 살펴보면 (박종민과 서상 , 2001)은 해

양과 GIS의 연계에 필요한 해양 GIS데이터 

표 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의하면서 이를 

한 략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 동과 김진기, 2001)는 연안해역의 해양 

오염 측에 원격탐측방법을 이용하여 해수온, 

조류의 변화, 조원인 데이터를 해석함으로

써 남해연안에 발생하는 상을 사 에 측

하는 기법을 연구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김종규와 김정 , 2003)은 자항

해 지도, 디지털지도의 기본 인 그래픽소스에 

해서 GIS를 이용한 활용법에 한 연구를 하

고 통계분석기법이 용된 연구로는 (최희정, 

2003)은 GIS와 다기  분석법(MCA)을 활용하

여 연안지역 평가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 

하 고, (박인선, 2003)은 Spline․Kriging․

IDW 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주시를 상으로 

환경소음지도를 작성 하 다. (최선 , 2004)은 

GIS의 통계  공간분석  Kriging 기법을 이

용하여 해수침투 분포 양상 악을 연구 하

다. (이남도, 2004)는 다변량․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군산 연안해역의 수질 특성을 연구

하기도 하 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통계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분야별 최 의 통계분석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는 않다.

이론적 고찰
1. 부산연안의 특성 및 해역환경 기준
부산연안의 수심 분포는 동해와 남해의 분

기 인 송정해수욕장을 기 으로 동해안은 

격한 수심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서쪽 남

해안은 완만한 수심경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수심의 분포는 해역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동쪽 연안은 오염물질의 희석․확산이 

보다 양호 하게 진행되며, 동쪽 연안의 수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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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수소이온
농도(ph)

화학  산소요구량
(COD)(mg/L)

용존산소량(DO)
(mg/L)

총 장균군
(총 장균수/100ml)

용매추출유분
(mg/L)

총질소
(mg/L)

총인
(mg/L)

Ⅰ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6.5～8.5 4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Table 2. 해역 환경 기

동이 염분변동 보다 고, 수질이 체 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외해

수와 연안수의 교환정도는 해류에 의한 향

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이보다는 해안선의 

지형  특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

산해안선은 감천항과 다 포항을 제외하고는 

개방형 해안선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북항과 남항, 수 만 등이 일부 반폐쇄

성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항과 

북항 사이의 해수유동이 원활하여 빈 산소 수

계형성과 같은 폐쇄성 해역에서 나타나는 

상이 찰되지 않고 있다. 연안의 물질 이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조석류에 의한 향을 

살펴보기 하여 부산시에서 조사한 부산연안

의 잔차류 분포 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지

의 잔차류 유향을 살펴보면 동부 기장연안은 

해안을 따라 북동 방향으로 수 만은 반시계

방향의 환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부산항내에는 

남항에서 북항 쪽으로 북동방향으로 흐름이 

있고, 감천항은 외해에서 내만 쪽으로의 흐름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해수 

유입에 의한 감천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

으로 단되어 감천항이 폐쇄성 해안지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계 층 빈산소수계 형

성과 같은 형 인 폐쇄성 내만에서 나타나

는 수질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낙동강하구 

다 포 인근 해역에서는 하천수 유입에 따라 

뚜렷한 남동방향의 잔차류가 형성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 으로 정하고 있는 해역의 환경 기 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 표를 바탕으로 오염도

의 등 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2. 공간통계분석
GIS환경에서의 공간통계분석은 내삽을 한 

수학  기능을 이용한 기술에 통계 인 요소가 

사용되어져서 측이 불확실한 지역의 표면형

성과 평가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능이다. 

먼  IDW방법은 가장 일반 인 보간법  

하나이며 인 한 기지 들과 미지 까지의 

거리에 따라 비선형 인 가 치를 계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 방법의 기본 가정은 서로 

다른 기지 이 한 미지 에 미치는 향은 

미지 으로부터 기지 까지의 거리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다.

Kriging 방법은 미지 의 값을 추정하기 

해 IDW법과 같이 단순한 거리에 한 함수를 

이용하는 기하학  의미에서의 거리 개념보다

는 통계학 인 의미를 사용하여 추정에 필요

한 주변 값들을 결정하는 최 화 기법을 용

하기 때문에 Kriging 방법은 최 의 선형추정

방법이라 불린다.

기존에 해양오염도 분석에 용한 공간통계

분석방법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

서는 공간통계분석의 일종으로 다른 공간분석

에 활용되어지고 있는 IDW, Kriging, Spline, 

CoKriging등을 용하여 보았으나 오차  편

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IDW기법과 Kriging

기법이 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두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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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구축 및 적용
1. Base map 및 정점 데이터 구축 과정
Base map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1:50000 수치해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수심, 

등심선, 등고선, 도로, 해안선 데이터  등고

선․해안선을 가지고 TIN데이터를 작성하여 

육지부분을 표 하 고, 등심선․수심을 IDW

방법을 이용하여 바다부분을 나타내었다. 바

다부분은 보다 정확하게 표 하기 해서 역

거리 가 치방법(IDW)을 이용하 다. Base 

map을 보면 수치지도와 달리 수치해도는 항

해와 어업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육지 부

분 데이터가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  속성 데이터는 매년 2월, 5월, 8월, 11

월에 조사되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부산연안지역의 17개 정 데이터를 사용하

다. 하지만 이러한 정  데이터  데이터가 

락되어 제공되는 것이 많은 계로 본 연구

에서는 2001～2005년 에서 락된 부분이 

가장 은 매년 5월과 11월의 데이터를 심

으로 정  데이터를 구축하 으며 구축된 데

이터  2001～2003년까지는 11개의 정 자료

를, 2004～2005년은 14개의 정 자료를 이용해

서 분석을 실시하 다.

해역 환경기 에서 정하고 있는 7개 항목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정 데이터

에는 수소이온농도․화학  산소요구량․용존 

산소량․총질소․총인등 5개의 항목에 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가

지 요인들에 하여 각 IDW방법과 Kriging방

법에 의해서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192

개의 결과물은 얻었다. 이  환경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총질소와 용존 산소량에 

한 분석 결과  매년 5월(총 질소)과 11월

(용존 산소량) 달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1. 부산연안 수심 분포  17개 정
치도 

2. 총 질소 분포에 따른 분석 결과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

펴보면 부산연안이 각 정 을 기 으로 녹색

에서 붉은색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역환경기 에서 정하는 등

에 따라 오염도를 나타 낸 것이다. 녹색에 가

까운 것이 1등 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3등

에 가까운 수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에는 부산항과 안리 주변을 

제외하고는 비교  양호한 수질 등 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02년에는 

안리, 수 강 하구 주변의 오염도가 년에 비

해 더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03년에는 낙동강 하구에서 2  정도의 오염

도가 나타나기 시작 하 고, 안리 부근은 다

소 오염도의 범 가 좁아 졌음을 알 수가 있

다. 2004년에서는 안리 일 의 오염도가 1

에 가까워 졌고, 낙동강 하구 부분에서는 오염

도 분포가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2005년에는 2001년의 분포와 비슷한 부산항 

부근과 안리에서 해운 에 이르는 지역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2001～2005년까지의 체 인 오염지역의 

흐름을 보면 부산항, 수 강 하구 주변, 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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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2001～2005년까지의 총 질소의 변화(IDW)

Figure 3. 2001～2005년까지의 총 질소의 변화(Kri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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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DW방법과 Kriging방법의 평균오차  표 편차 비교 도표(총 질소)

강 하구 지역에서 높은 오염도가 나타나고 있

으며 체 으로 해양오염지역이 넓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IDW․Kriging 두 방법 간의 오차와 편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그림 4에서와 같이 오차

분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표 편차는 비

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간통계분석을 

통한 오염도의 분포는 Kriging방법이 평균오

차가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용존 산소(DO) 분포에 따른 주제도 분석
그림 5와 그림 6을 살펴보면 2001년의 용

존 산소량의 오염도 분포는 부산항과 감천항 

주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낙동강하

구와 기장 연안은 오염도가 거의 없다는 것

을 알 수 가 있다. 2002년에는 부산연안 

체에 걸쳐서 1 의 수질 상태가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가 있다. 2003년에는 목도 서방

과 안리 해수욕장 주변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낙동강 하구와 변항 주변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는 낙동강 하구 지역과 부산항 부근에서 가

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감천항 

주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

는 감천항․부산항․해운  해수욕장 부근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

다. 2001～2005년까지의 체 인 분포 양상

을 봤을 땐 부산항 부근과 낙동강 하구 지역, 

감천항 부근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가 있다.

2001～2003년의 경우 IDW방법과 Kriging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가 총 질소의 분석결

과와 비슷하게 서로 상이 하게 나타나고 있

다. 2002년의 경우는 그림 5와 그림 6에서는 

거의 1 수로 차이가 나지 않으나 그림 7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편차의 차이가 나타나

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그 차이가 매우 심

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평균오차 분포에

서는 두 방법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질소와 마찬가지로 용존 산소량에

서도 표 편차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총 질소와 용존 산소의 체 인 오

염분포도를 봤을 때 기장연안 일 가 상

으로 수질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

산연안의 특성상 동쪽 연안의 격한 수심 분

포 특성에 따른 것이고, 부산항과 수 만 일

의 오염도가 높은 이유는 반폐쇄성 특성을 가

지고 있어서 해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나

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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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2001～2005년까지의 용존 산소량의 변화(IDW)

Figure 6. 2001～2005년까지의 용존 산소량의 변화(Kri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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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DW방법과 Kriging방법의 오차  편차 비교 도표(용존 산소량)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통계분석과 수치해

도를 활용하여 해양오염도 분석을 한 GIS 

기본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부산연안지역의 17개 정  데이터와

의 결합을 통하여 년도 별 부산 연안지역의 

해양오염도 변화를 공간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부산 연안의 오염도를 확인 해본 결과 연안

의 과거와 재의 오염분포변화  양상을 

악하는데 기존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GIS의 공

간통계분석과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시각  효

율성을 통하여 각 요인별로 오염의 분포 양상

을 악할 수 있었고, 체 인 변화흐름과 비

교하여 특정지역  지 에서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산 

연안의 해역 환경에 의한 향이외에 자연환

경 인 향으로 인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부분의 공간분석에 한 기법이 없어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해보았으나 오차  편차

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존 해양 련 연구에

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합하다고 사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오차와 편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Kriging 기법이 좀 더 오차범

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의 두기법

이 아닌 해양환경에 합한 분석 기법을 개발

하여 실제 해양환경 분석에 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해양환경에 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지  국가에서 해양GIS구축의 일환으로 구축

하고 있는 연안 해 지형, 연안 수심 분포 등

의 기존의 해도에서 보다 더 정확한 자료와 

그 외 조류나 해류의 흐름, 조석, 기상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사료되어지며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성 상에서 분석하여 얻을 수 있

는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제 조사를 나갈 때 샘 자료를 더 확보하여 

검증을 하는 것이 정확도 검증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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