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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황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지형과 취약성의 변화를 조사하고,

해안지형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안지형 가운데 간석지의 면적과 해안선의 위치 및 지표피복 유형은

원격탐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국가·지역별로 구분하여 시·공간적 변화량을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을 해석하였다. 이 때,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간척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해안취약성은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조사한 뒤, 시·공간적으로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해안지역 거주 인구와

지표피복·이용 유형별 면적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지형 변화의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은 36%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점차 급격해졌다. 해당 기간에 황해의 해안선 길이는 3%

감소하였으며, 해안선 길이의 감소는 주로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만의 입구를

방조제로 막아 내부를 매립하는 형태의 간척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들 가운데 인공해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에 51%

정도였으나, 2010년대에는 68%로 증가하였다. 전술한 변화들을 종합할 때,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형

변화에는 인위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황해안 지역의 간척지 면적은 약 10,000km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 조성되었다. 특히 중국은 남·북한과 달리 최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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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활발하게 간척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황해 간석지의

생태학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간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황해안 지역에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시계열 변화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해안이 인공해안으로

전환되면서 지표피복 취약성이 낮아진 점과 연관성이 높다. 동일 기간에

황해안 지역의 거주 인구 가운데 자연적 측면의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안지역 거주 인구가

7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

인구 또한 3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해안지역의 지표피복

유형별 면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인위적인 토지이용, 특히 도시지역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초지의 비율이 감소하고 습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해당

지역에 향후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어 대규모 주거·상업지구가 들어설 경우,

인명과 자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지역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복합적인 해안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중국의

대규모 항구도시들과 북한의 일부 하구역 또한 다른 지역들보다 우선적으로

취약성 저감을 위한 공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 간척지 조성

방법에 따라 간척지 면적 대비 지형 및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불가피한 이유로 간척지를

조성할 경우, 전술한 사례를 통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안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한

지역의 주변 지역들에서 해안취약성이 크게 증가한 사례를 통해 특정 지역의

지형 변화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해안취약성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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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형 변화와 연관되어 해안취약성의

공간적 분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해안지역의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형 변화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황해안 지역의 취약성 변화에 있어서 지형 변화로 대표되는

기후 외적인 환경 변화와 인구 집중과 지표피복·이용 유형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방법론적으로는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검토했다는 점과 해안취약성 조사 과정에서 모형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모의 결과의 비교를 통해 공간해상도를 설정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본 연구에서 해안취약성 조사에 활용한

방법은 특정 지역의 취약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료가 제한된 환경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세부 구역들의 상대적인

해안취약성 차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형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해안취약성의 수준과 공간적 변화가

달라지는 점과 관련하여, 현장조사와의 병행을 통한 정확도 평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지형학적 특성과 연관 짓는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황해, 해안지형, 해안취약성, 원격탐사, InVEST
학  번 : 2014-3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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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해안지역은 육상 시스템과 해양 시스템이 만나는 지역으로, 두 가지

상이한 시스템들의 환경적 특성이 혼재되어 독특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Bird, 200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안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높으며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들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총량 가운데 약 40%를 제공할 정도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Costanza et al., 1997).

해안지역은 다양한 생물·무생물 자원들을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여 사회·경제적으로도

높은 중요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해안지역은 인류세 전반에 걸쳐 생활의

터전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토지이용이 고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Tian et al., 2016). 그 결과, 오늘날

해안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41%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도시(global mega city)의 2/3 이상이 분포한다

(Martinez et al., 2007). 현대사회에 들어와 고품격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해안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지역으로의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토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해안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또한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토지이용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해안지역들에서는 다양한 파급효과들이

발생하고 있다(Lindeboom, 2002; Patterson and Hardy, 2008; Kir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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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tthew, 2013). 해안지형의 변화와 연관된 각종 파급효과들은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의 인명과 자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증가시켜 해안취약성(coastal vulnerability)을

높일 수 있다(Parry et al., 2007).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지형 변화와 함께,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월파(wave run-up)나 침수 등 해안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nutson et al., 2010; Stocker et al.,

2013; Zanuttigh et al., 2014).

해안지형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해안지역의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안취약성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Hebert and Taplin, 2006; Boateng, 2012; Zeppel, 2012; Kuklicke and

Demeritt, 2016).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상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인명과 자산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공간 계획인

해안기후적응계획(CCAP; Coastal Climate Adaptation Planning)에서도

해안취약성 저감을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Mastrandrea

et al., 2010; Preston et al., 2011; Langridge et al., 2014).

전구적 또는 국가적 관점에서는 해안지역의 잠재적인 위험이나

해안취약성의 저감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특정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 계획에서는 상기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Measham et al., 2011). 다양한 연구들이 해안지형의

변화와 기후변화의 여파로 해안지역의 인명과 자산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 계획에

해안취약성 저감을 위한 대응방안이 반영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취약성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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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의미가 상이하게 발전하였고, 그 결과 취약성

개념이 다소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해안지역의 공간 계획에 해안취약성

저감 방안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성 개념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학문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어

특정 지역의 취약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Fussel and Klein, 2006).

두 번째 이유는 해안지형의 변화에 따른 해안취약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안지역은 다양한 지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해안지형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Pilkey et al., 1993). 따라서 해안지역의 다양한 지형들

가운데 일부가 변화했을 때, 그에 따른 해안취약성의 변화 또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Capobianco et al., 1999; Pethick and Crooks, 2000).

세 번째 이유는 기후변화에 동반되는, 해안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지역차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외부 요인들의 변화량이

상이한 점은 해안지역의 지형적 복잡성과 결합되어, 적정한 수준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Cowell et al., 2003). 이

외에도 기후변화 예측에 내재된 불확실성 또한 해안취약성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icholls et

al., 2008).

네 번째 이유는 해안지역의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자료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안지역은 육지와 해양이

만나는 경계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안취약성의 분석에는 육상과 해양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육상과 달리 해양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나 집단이 소유권을 가지는 공간적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정이

대체로 불명확했으며, 이 때문에 육상지역에 비해 공간적 속성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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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부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해안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각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 및 시·공간적 규모(scale)가

상이하다. 이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물들을 통합하는 것에도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Klein and Nicholls, 1999; Moser et al., 2012).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해양과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속성을

가지는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들은 국가 안보나 정치·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제한된 목적으로만 공개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해안지역의 취약성 분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술한 제약사항들을 종합하면, 해안지역의 취약성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대응이 실제 공간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안취약성의

개념적 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Romieu et al., 2010). 또한

지역적인 규모에서의 해안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자료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Measham et al., 2011). 마지막으로 상이한 지형

조건과 환경 조건에 따른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Lindeman et al., 2015).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해안지역의 지형과 취약성의 중·장기적

변화를 조사하고, 지형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의 시·공간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들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의 선정에는 지형의 변화량과 해당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가용한 자료를 통해 변화를 조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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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후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방법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조사를

수행한다.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정한다. 이 때, 해안취약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후 해안취약성의 변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방법을

설계한다.

둘째, 상이한 시점의 해안지형 조사 결과들을 비교하여 시·공간적 변화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 각 해안지형의 변화를 시기·국가·지역별로 비교하여

변화를 조사한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들과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이해한다. 해안지형의 시·공간적 변화를 종합하여 변화의

원인과 경향성 및 파급효과를 해석한다.

셋째, 해안취약성의 시·공간적 변화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 해안취약성의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조사 결과를 시·공간적으로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한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들과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이해한다. 해안취약성의 시·공간적 변화를 종합하여 변화의

원인과 경향성 및 파급효과를 해석한다.

넷째,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의 변화간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세부적으로,

해안지형의 변화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들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다.

사례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한다.

특히 해안지형의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과 해안취약성의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여 해안취약성 변화에 해안지형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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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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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황해를 둘러싼 해안지역이다(그림 1-1). 황해는

중국과 남북한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 동중국해와 연결되어 대체로

만(bay) 형태를 보이는 반폐쇄성 바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의 내해인

보하이 해(Bohai sea; 渤海)를 황해로 통합하여 연구지역에 포함하였다.

황해는 몬순 기후대에 위치하여 해역을 둘러싼 육지로부터 양쯔강,

황허강, 랴오허강, 압록강, 대령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대규모

하천들을 통해 연중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된다. 연교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북부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겨울철에 해빙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양학적으로는 해역의 평균 수심이 낮고 조차가 크기 때문에 해안지역의

지형 형성에 조류의 작용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Woodroffe, 2002; Yang

et al., 2008). 또한 육지로부터 담수와 함께 다량의 퇴적물들이 유입되어

해수의 탁도가 높으며, 퇴적물의 평균 입도가 작아 해안지역에는 간석지가

탁월하게 발달해 있다(Yang et al., 2001; Cheng et al., 2004; Lim et

al., 2006).

황해는 주요 열대성 저기압 가운데 하나인 태풍의 이동경로에 위치하여,

주로 여름철에 직·간접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에 따라

황해안 지역에 태풍 발생 빈도의 증가와 세계 평균값을 초과하는 해수면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해안지역의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안취약성의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적응·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tocker et al., 2013; Yasuda et al., 2014; Heo et al., 2018).

한편, 황해안 지역은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지역들 가운데 하나이다

(MacKinnon et al., 2012; Koh and Khim, 2014). 황해안 지역의 급격한

지형 변화는 황해 주변 국가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해안지역의 인구

집중과 이에 따른 토지 개발 압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de Jong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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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Koh and Khim, 2014; Zhao et al., 2014). 그 결과 광범위한

해안지역에서 간석지의 면적, 해안선의 위치와 지표피복 및 간척지의

면적 등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Barter, 2002; Yang et al., 2011; Koh

and de Jonge, 2014; Murray et al., 2014; Wang et al., 2014). 이처럼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변화는 기후변화에 동반되는 환경 변화와 중첩되어

해안취약성의 시·공간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Parry

et al., 2007).

한편, 지금까지 전체 황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해안지형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황해의

해안지형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간석지와 해안선 및 간척지

면적의 변화 등에 따른 환경·생태학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An et al., 2007; Yang et al., 2011; Yu

and Zhang, 2011; Murray et al., 2012 and 2014; Lee et al., 2014; Park

et al., 2014; Ryu et al., 2014; Cui et al., 2016). 기존 연구들은 주로 황해안

지역 가운데 해안지형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주요

사건 전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해안지역을 비롯하여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통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수행된 사례 연구들에서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에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이 상이하며,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경우도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연구들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황해

전역에서 발생한 중·장기적인 해안지형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An et al., 2007; Murray et al., 2012 and 2014; Ya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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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사항들을 종합할 때, 황해안 지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안지형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의 폭 또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안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토지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지역의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안취약성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황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자료와 방법론에 기반을 둔 해안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해안지형의 변화와 연관된 해안취약성 변화의 조사를 통해

지형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황해안 지역은 해안지형의 변화가 비교적 급격하게 진행되었지만, 이

지역은 수십 년간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rray

et al.(2014)은 1950년대의 지형도와 1980년대 및 2010년대의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등 상이한 자료들을 혼용하여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시기에만 존재하는 자료들을

혼용할 경우 자료간의 일치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안지형의

시·공간적 변화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할 때 상이한 자료의 혼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자료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간격은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는 동시에 각 시기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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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비해 그

이후부터 해안지형의 변화가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Hou et al., 2016).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해안지형의 변화가 크게

둔화되었다(Koh and Khim, 201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황해안

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의 두 시점에서 해안지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해안취약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로 설정하였으며, 시간 간격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는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조사하고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조사 대상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방법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의 수행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기에 앞서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참고하여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지형학적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해안취약성의 조사에 활용되는 지형학적 요소들은 주로

자연서식지의 분포, 해안선의 위치와 지표피복 유형, 배후지의 지표피복과

이용 유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배후지의 지표피복과 이용 유형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비교적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왔다

(Chen, 2010; Liu et al., 2014; Di et al., 2015; Luo et al., 2015; Ning et

al., 2018). 반면에 자연서식지의 분포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해안취약성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서식지 가운데 황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은 간석지이다. Murray et al.(2014)이 전체

황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그 면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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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시간 간격이 30년 단위로 다소 넓다. 그 외에도 전술한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간석지 면적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자료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수산부, 2013). 해안선의 위치와 지표피복 유형 또한 Hou

et al. (2016)이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전체 황해안 지역 가운데 중국의

해안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술한 연구는 중국 내에서도 광역자치구역별 공간정보는 1940년대의

해안선 길이만 제공할 뿐, 다른 시점의 해안선 길이와 전체 연구 기간의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다양한 해안지형 가운데 간석지와

해안선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간석지와 해안선의 시계열에 따른 변화는 원격탐사자료와 이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원격탐사자료는 공간적 속성을 지닌

자료가 제한적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중·장기적인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간석지의 면적과

해안선의 위치와 길이 및 지표피복 유형을 국가별·광역자치구역별로

분류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한편, 황해안의 지형 변화에는 해안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개발 압력의

증가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이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Hou et al., 2016). 따라서 상기한 해안지형들의 변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간척지의 면적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간척지의 면적과 관련해서는 국가별·지역별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일부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의 시·공간적 기준에 부합한다

(통일연구원, 2001; 국토해양부, 2014; Koh and Khim, 2014; W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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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림축산식품부, 2015; Meng et al., 2017). 따라서 간척지 면적의

시·공간적인 변화 조사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원격탐사를 활용한 간석지와 해안선 조사 결과는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해석하기에 앞서 결과물의 신뢰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제작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간석지의 공간적 분포와 해안선의 위치 및 지표피복 유형 자료들의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이후 각각의 해안지형 변화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 조사를 위한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해안취약성의 분석에는 크게 수치모형 또는 해안취약성 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취약성 지수를 활용하여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해안취약성의 변화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 가운데 지형변화와 관련된 자료들은 본 연구에서 원격탐사자료를

통해 산출한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치를

비롯한 여타 자료들은 황해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해안취약성 분석 결과는 국가별·광역자치구역별로

분류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황해안 지역에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와 해안취약성 변화를 연관 지어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남한에 위치한 대규모 간척지를 2개소씩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뒤, 사례지역 내에서 해안지형의 변화와 해안취약성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해안지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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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크게 발생한 지역과 해안취약성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 지역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취약성 변화에 해안지형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성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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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시공간 범위 주제 세부 내용

황해안

전체 지역

(1981-2017)

지형 탐지와 검증

방법론 설정

조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론의 설정과 자료의 획득

지형 요소별 탐지 수행

정확도 검증 방법론의 설계와 분석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 방법론 설정
▼

황해안

전체 지역

(1981-2017)

해안지형의 변화

간석지의 시·공간적 변화 조사

해안선의 시·공간적 변화 조사

간척지의 시·공간적 변화 조사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변화 조사
▼

황해안

전체 지역

(1981-2017)

해안취약성의 변화

분석 방법론 선정과 자료의 획득

자연적 취약성 변화 조사

사회·경제적 취약성 변화 조사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 조사
▼

사례지역

4개소

(1981-2017)

해안지형의 변화와

연관된

해안취약성의 변화

사례지역과 분석 방법론의 설정

지형 변화와 취약성의 변화 조사

해안지형의 변화와 연관된 해안취약성의 변화 조사
▼

황해안 지역에서의 중· 장기적인 해안지형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안취약성 변화에 해안지형의 변화가 미친 영향력을 이해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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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사 대상에 따라 크게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는 부분과 해안취약성의 변화와 이에 미친 해안지형 변화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는

부분은 다시 조사 방법론을 설정하는 부분과 실제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조사 방법론을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해안지형의

상태를 파악하고 신뢰도를 검토한 뒤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해안지형별로

시·공간적 변화를 조사하고 변화의 원인과 경향성 및 파급효과를

해석하였다. 다음으로는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 결과와 함께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로부터 수집한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해안취약성의 변화는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변수들이 해안취약성의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중심으로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안취약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그림 1-2).

상기한 연구 흐름에 따라,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

장에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검토한다. 먼저

해안취약성 먼저 해안취약성 개념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며, 해안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개념적 틀과 분석 방법들을 확인한다. 이 때 해안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도 함께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해안취약성과 기후변화 및 지형 변화의 연관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제한된 환경에서의 해안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지향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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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격탐사자료와 방법론과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하고 한계점과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와 해안취약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정한다.

먼저 해안지형 가운데 간석지의 면적, 해안선의 위치와 길이 및 지표피복

유형, 그리고 간척지의 면적 변화 조사 방법을 각각 설정한다. 이후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해안지형 변화 조사 결과물들의 신뢰도 검토 방법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 조사를 위한 방법론을

선정한다. 이후 해안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가공한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1980년대와 2010년대의 해안취약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해안지형 시기별 조사 결과를 국가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지형변화의

시·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새롭게 발견한 사항을 정리한다.

5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취약성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와 2010년대의 해안취약성 분석 결과를 국가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취약성 변화의 시·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새롭게 발견한 사항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 변화가 해안취약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남한과 중국에서

선정한 대규모 간척지 4개소의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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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여 해안지형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6장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요약하고 의의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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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해안취약성

1. 취약성(vulnerability)

취약성 개념은 오늘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취약성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 다소 차이가 있다(Nicholls et al., 1999;

Allen, 2003). 이 때문에 취약성 개념은 그 범위와 경계가 다소 모호하며,

개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취약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Füssel and Klein, 2006). 따라서 해안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취약성과 해안취약성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취약성

관련 개념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념들과 관련된 오해를 예방하고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취약성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 학문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자연재해, 사회보건,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이다(O’Brien et al., 2004; Lim and Spanger-Siegfried, 2004;

Füssel and Klein, 2006; Romieu et al., 2010). 이 가운데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관리 분야의 연구에서 취약성 개념은 주로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laikie et al., 2004).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내부의 대처, 회복, 적응 관련 능력과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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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노출, 교란 등이 결합된 결과로 시스템이 피해에 민감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Kasperson et al., 2002). 이 분야에서 활용되는 취약성

개념은 추후 IPCC에서 제시한 취약성 개념 가운데 민감도(sensitivity)

부분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Füssel and Klein, 2006).

자연재해 관련 분야는 취약성 개념을 활용할 때 주로 재난성 기상현상

(extreme event)과 관련된 피해에 주목하며, 사회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Adger, 2006). 이와 달리 사회보건과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취약성 개념을 활용한다

(Adger, 2006; Füssel and Klein, 2006).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하나의

사회 또는 집단이 가지는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요인들에 집중하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스트레스와 에 대한 인간의 대응 능력과 연관 지어 취약성을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분야에서는 취약성을 ‘현재의 사회·경제·정치적

조건들을 종합한 사회 또는 집단의 상태와 이 상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스트레스(환경, 사회, 경제, 정치적 분야)의 노출도가 결합된 보건

수준’으로 정의한다(Lim and Spanger-Siegfried, 2004).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전술한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한 취약성 개념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IPCC에서는 취약성을

“특정 시스템이 기후 변동이나 극한 기후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들을

수용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정도”로 정의한다(Parry et al., 2007).

구체적으로, 취약성은 전술한 현상들에 대해 노출(exposure)된 정도와

시스템의 민감도(sensitivity), 그리고 적응력(adaptation capacity)이 결합된

함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노출도와 민감도는 시스템의 내재적 속성으로,

시스템과 기후변화에 동반되는 현상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Smit and

Wandel, 2006). 한편, 적응력은 외부 자극에 대한 시스템의 노출과 민감도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소이다(Preston and Stafford-Smith, 2009).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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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 부분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취약성 개념을 활용할 때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회 또는 집단의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Klein

and Nicholls 1999). 이 때문에 적응력은 국가나 사회, 집단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이를 정량화하여 취약성 분석에 포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Adger and Vincent, 2005). IPCC가 제시한 취약성

개념을 차용하여 취약성 분석을 시도한 초기의 연구들은 연구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응력을

고려하였다(Yohe and Tol, 2002; Brooks et al., 2005; Haddad, 2005).

이후 ATEAM(Advanced Terrestrial Ecosystem Analysis and Modeling)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들에서 적응력을 산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Metzger et al., 2008).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지역과

분석 방법에 따라 취약성을 분석할 때 상이한 지표와 방법들을 활용하여

적응력을 산정하고 있다(Rothman et al., 2013).

2. 해안취약성(coastal vulnerability)

해안취약성은 해안지역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안취약성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해안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해안지역은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경계부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위치가 유동적이며 다양한 생물종들이 해안선 인근의 육역과 해역을

오가며 서식한다. 여기에 더불어 다양한 인문활동 또한 해안선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안지역은 지형학적,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으로도

그 경계와 범위를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학문분야에 따라서

해안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와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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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의 지리적 범위 또한 법제도,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현안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Sorensen, 1997; 그림 2-1).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해안지역(연안역)의 범위는 연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안관리법 상의 해안지역은 해역과 육역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해역은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지 전까지의

바다와 바닷가로, 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한계선으로부터 500m(항만이나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1,000m)이내에 해당하는 범위와 무인도서를

포함한다.

한편, 해안취약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해안선과 그 배후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그로 인한 피해에 집중한다. 따라서

자료: Sorensen, 1997

그림 2-1. 해안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들과 그 공간적 범위



- 22 -

해안취약성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해안지역의 범위를, 해안선을 포함한 육상지역으로 한정한다. 이 때,

해안지역의 내륙쪽 경계는 연구지역의 지형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조건

또는 법제적 조건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설정한다

(McLaughlin and Cooper, 2010).

일반적인 취약성 개념이 세 가지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면,

해안취약성 개념은 이 가운데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관리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육지와 해양의 경계에 위치한

해안지역의 특성상 인명과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회·경제·정치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기는 하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나

해안침식과 같이 물리·지리·생물학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Eakin and Luers, 2006). 포괄적으로 해안취약성은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의 내습 또는 전술한 두 가지가 중첩되었을 때 해안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피해 또는 사회·경제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Cutter, 1996; Van Der Veen and Logtmeijer,

2005; Birkmann, 2007).

해안취약성 개념은 전통적으로 재해위험관리 분야에서 폭넓게 다루어져

왔으며, 이 분야에서 해안취약성은 ‘해안의 위해(hazard) 정도와 이에

대처(cope)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Cambers,

2001). 이 때, 해안의 위해는 태풍과 같이 해안지역의 기반시설, 건물 및

자연생태계 등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의 발생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풍해일의 강도와 발생 빈도의 증가 및 해수면

상승 등이 예측되면서 재해위험관리 분야의 해안취약성 관련 연구들은

기후변화에 동반되는 환경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Klein and Nicholls, 1999; Parry et al. 2007). 특히 IPCC가 제시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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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따라 해안취약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해 해안지역이

노출된 정도와 시스템 내부의 민감도 및 적응력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정의되었다(Parry et al. 2007).

Klein and Nicholls(1999)는 해안취약성을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그림 2-2). 이 때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자연시스템에 내재된 민감도(susceptibility)와 회복력

(resilience)이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외부 환경변화는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생물·지리·물리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전술한 생물·지리·물리적

자료: Klein and Nicholls, 1999

그림 2-2. IPCC WGII에서 제시한 해안 취약성 분석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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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사회·경제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파급효과(impact)와

사회·경제시스템 내부의 예방과 대응력(ability to prevent or cope)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된다. Klein and Nicholls(1999)가 제시한 개념적 틀은

IPCC 4차보고서에 채용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안취약성 분석

연구들에서 폭넓게 활용되었다(Nguyen et al., 2016). 이 개념적 틀은 실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취약성을 분석할 때, 생물·지리·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 일반적인 취약성 연구들과 유사하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자연시스템 내부의 복원력과 사회·경제적시스템 내부의 예방과 대응력의

산정은 연구지역과 자료 및 방법론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guyen et al., 2016).

3. 해안취약성 분석

해안취약성 분석은 크게 수치모형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과 지수

(index)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치모형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은 특정 지역의 해안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해안지역의 환경적, 인문·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필요로 하며, 높은 품질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거나 자료의 불확실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유용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Ramieri et al., 2011). 그 외에도

취약성 분석을 위한 모의(simulation) 수행과 결과 분석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다. 한편, 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계산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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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계산식은 취약성과 관련된 지표들의 특성에 따른 상대적인 차이를

정량화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분석 결과는 대체로 일차원 또는 무차원

계수의 형태로 산출된다. 이 때문에 해안취약성 지수를 활용한 분석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세부 구역들의 상대적인 해안취약성 차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ruff et al., 2005).

특히 Klein and Nicholls(1999)가 제시한 개념적 틀을 따라 해안취약성을

분석할 때, 수치모형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내재된 민감도와 적응력 관련

특성들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안취약성 분석에 수치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들은 외부 환경 변화의 강도와 자연적 시스템의 생물·지리·물리적

파급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정량화한 경험식을 활용한다. 따라서 해안취약성

지수를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민감도와 적응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더라도 해안지형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른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형기복, 지표피복 및 기타 지형적 특성들과 인구나 GDP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및 태풍 내습 빈도 등등 다양한 지표들에 기반을

둔 해안취약성 지수들이 개발되었다(Gornitz, 1991; Bush et al., 1999;

Boruff et al., 2005; Szlafsztein and Sterr, 2007; McLaughin and Cooper,

2010). 대표적인 해안취약성 지수에는 미국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한 해안취약성지수(CVI; Coastal

Vulnerability Index)와, 복합취약성지수(CoVI; Composite Vulnerability

Index), 다중규모 해안취약성지수 (MCVI; Multi-scale Coastal Vulnerability

Index) 등이 있다. 이 가운데 USGS CVI는 해안취약성 분석 연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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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지수이다(Gornitz et al., 1991). USGS CVI를

활용한 해안취약성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6~7개를 선정한다.

이때 보편적으로 선정되는 주요 변수는 지표피복, 지형기복, 해안선

변화율, 해안 경사도, 해수면 상승률, 평균 유의파고, 평균 조차 등이다

(Thieler and Hammar-Klose, 1999). 이후 변수별로 세부 지표들을 활용하여

해안취약성의 높고 낮은 수준을 정량화한 값()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식을 통해 변수값들을 통합하여 해안취약성을 도출한다.

  

 × ×⋯×





····················································식 2-1

CoVI는 변수별로 정량적인 취약성 값을 산출한 뒤에 변수값들을

통합하여 해안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USGS

CVI와 유사하다. 그러나 USGS CVI와 달리 CoVI는 자연적 변수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함하여 해안취약성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zlafsztein and Sterr, 2007). 마지막으로 MCVI 또한 변수별로 1~5

사이의 값으로 정량화한 뒤, 변수값들을 통합하여 해안취약성을 도출하지만,

해안취약성을 도출할 때 세 개의 축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MCVI는 해안 특성(coastal characteristics), 외부 강제력(coastal

forcing) 및 사회·경제적 특성(socio-economic)의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범주별 세부 지표들의 총합을 0~100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한 뒤, 세 가지

지수값을 평균하여 최종적인 해안취약성을 도출한다(McLaughin and

Coop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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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Model

Rank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Variable 1 2 3 4 5

Geomor-

phology

Rocky;

high cliff;

fijord;

fiard;

Seawalls

Medium

cliff;

indented

coast;

bulkheads;

small

seawalls

Low cliff;

alluvial

plain;

revetments;

rip-rap

walls

Cobble

beach;

estuary;

lagoon;

bluff

Barrier

beach;

sand

beach;

mud flat;

delta

Relief
0 to 20

Percentile

20 to 40

Percentile

40 to 60

Percentile

60 to 80

Percentile

80 to 100

Percentile

Natural

Habitats

Coral

reef;

mangrove;

coastal

forest

High

dune;

marsh

Low

dune

Seagrass;

kelp

No

habitat

Sea Level

Change

0 to 20

Percentile

20 to 40

Percentile

40 to 60

Percentile

60 to 80

Percentile

80 to 100

Percentile

Wind

Exposure

0 to 20

Percentile

20 to 40

Percentile

40 to 60

Percentile

60 to 80

Percentile

80 to 100

Percentile

Wave

Exposure

0 to 20

Percentile

20 to 40

Percentile

40 to 60

Percentile

60 to 80

Percentile

80 to 100

Percentile

Surge

Potential

0 to 20

Percentile

20 to 40

Percentile

40 to 60

Percentile

60 to 80

Percentile

80 to 100

Percentile

자료: Sharp et al.(2018)

표 2-1.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Model의 변수와 유형별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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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들은 수치모형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안취약성 분석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컴퓨터

처리능력이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응용되면서, 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모형을 탑재한

GIS 기반 공간 의사결정 지원체계(GIS based Spatial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들이 소개되었다. 대표적으로 Natural Capital Project가

다양한 분야의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공간 분석을 목적으로 제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InVEST(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가 있다. InVEST에 포함된 모형들 가운데

Coastal Vulnerability Model은 Sharp et al.(2018)이 제안한 해안취약성

지수인 EI(Exposure Index)를 산출한다.

EI는 USGS CVI를 수정·보완한 지수로, 지표피복(geomorphology),

지형기복(relief), 자연서식지(natural habitat), 해수면변화(sea level change),

바람과 파랑 노출(wind and wave exposure), 해일발생 가능성(surge

potential) 등 일곱 가지 생물·지리·물리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산출된다

(표 2-1). 그리고 이 변수들은 세 가지의 해안지형 관련 변수(지표피복,

지형기복, 자연서식지)와 한 가지의 기후 관련 변수(해수면변화), 그리고

해안지형과 기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세 가지 변수(바람과 파랑 노출,

해일발생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표피복은 상대적인

해안취약성 수준이 유사한 유형들끼리 묶어서 다섯 가지 급간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절벽이나 제방과 같이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단단한 지표피복으로 이루어진 해안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급간에 포함되며, 사질해빈이나 사주, 석호 및 삼각주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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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이 높은 급간에 포함된다. 이 때, 각 급간에 해당하는 지표피복

유형들은 사용자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추가

또는 제거되거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해안 전면부에

사질해빈이 조성된 혼합해안의 경우, 중간 정도의 취약성에 해당하는

급간에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될 수 있다.

지형기복은 기후와 기상조건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된 취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변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전체 해안지역들의 고도에 대한 누적분포표를 만든다. 이후 누적분포표

상의 해안지역들을 20%씩 구분한 뒤, 하위 20%에 해당하는 해안지역에

가장 높은 취약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급간별로 점진적으로

낮은 취약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안지역의 취약성 값을 부여한다.

자연서식지는 해안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서식지들은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과 조류 및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침식과

침수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해안지역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산호초와 식생은 파랑에너지를 소산시키며(Kobayashi et al., 1993; Ferrario

et al., 2014), 해안사구는 해안침식을 저감한다(Ruggiero et al., 2001).

자연서식지의 해안보호 능력은 지역에 따른 서식지의 분포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수면변화는 지금까지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해수면

변화량의 차이에 따른 해안지역의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된 취약성을

의미한다. 점진적인 해수면 변화에 따른 침수 위험은 그 자체로도

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태풍 내습에 따라 단기적인

해수면 상승이 동반될 경우에는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은 바람과 파랑 노출에 대한 변수를 통해 후자에

해당하는 취약성을 산출한다. 이 때, 폭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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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은 해안선 전면에 섬이나 자연서식지, 그리고 인공구조물 등

호안이 존재하지 않는 노출(exposed)해안으로 한정하였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은 파랑 관측자료로부터 파랑에너지와

함께 바람에너지를 추정하여 각각의 취약성을 산정한다. 또한, 고파랑을

비롯한 해일 가능성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취약성도 산정한다.

각각의 변수별로 취약성을 산정한 뒤에는 이들을 종합하여 EI를 산출한다

(식 2-1). EI는 해안선 상에 위치한 각 지점별로 산출되며, 각 지점의 EI는

1(매우 낮음)에서 5(매우 높음)사이의 값을 가진다.

   
 식 2-2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해안취약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지만 지표피복이 방파제와 사질해안으로 상이한 두 해안지역이

있다고 가정하면, 두 지역의 EI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식 2-2).

  ×××××× 

  ×××××× 

식 2-3

상기한 예시에서는 a와 b지역의 지표피복 유형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을

각각 1과 5로 부여하였으며, 자연서식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두

지역에 동일하게 5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기타 변수들 또한 동일하게 3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지표피복 유형의 차이에 따라 해안취약성은 최대 0.7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해안선의 지표피복이 사질해안으로

이루어진 b지역의 전면에 맹그로브가 서식할 경우, 자연서식지 변수값이

1이 되어 두 지역의 해안취약성은 동일하게 2.8로 산출됨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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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의 해안취약성 지수는 일곱

가지 변수들의 취약성 값들에 대한 기하평균의 형태로 산출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변수의 취약성이 높을지라도 최종적인 해안취약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EI는 Klein and

Nicholls(1999)이 제시한 개념적 틀에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

해당한다. 또한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EI를 산출한

해안선 상의 각 지점별로 배후지에 거주하는 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점별 EI와 배후지 거주인구를 중첩함으로써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 영향을 받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배후지 거주인구 외에 지표피복·이용 유형이나

국내총생산량과 같이 사회·경제적 측면의 적응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은 함께 조사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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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안취약성과 기후변화, 지형 변화의 연관성

1.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 환경의 변화

Climate

driver (trend)

Main physical and ecosystem effects

on coastal systems

CO2

concentration

(↑)

Increased CO2 fertilization; decreased seawater pH

negatively impacting coral reefs and other pH

sensitive organisms

Sea surface

temperature

(↑, R)

Increased stratification/changed circulation; reduced

incidence of sea ice at higher latitudes; increased

coral bleaching and mortality; pole ward species

migration; increased algal blooms

Sea level

(↑, R)

Inundation, flood and storm damage; erosion;

saltwater intrusion; rising water tables/impeded

drainage; wetland loss (and change)

Storm intensity

(↑, R)

Increased extreme water levels and wave heights;

increased episodic erosion, storm damage, risk of

flooding and defence failure.

Storm frequency

(?, R)

Altered surges and storm waves and hence risk of

storm damage and flooding.

Wave climate

(?, R)

Altered wave conditions, including swell; altered

patterns of erosion and accretion; re-orientation of

beach plan form.

Run-off (R)

Altered flood risk in coastal lowlands; altered water

quality/salinity; altered fluvial sediment supply;

altered circulation and nutrient supply.

자료: Parry et al.(2007)

표 2-2. 해안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외부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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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비교적 큰 폭으로 발생한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에 동반되는 기상·수문·지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구적인

규모에서 해안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목록과 구체적인

파급효과는 IPCC 제4차 보고서에 정리된 바 있다(표 2-1).

해안지역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는데, 국지적인

해수면 변화량은 조석이나 위도, 지형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증가는 해수의

부피를 팽창시키며, 빙하와 빙상의 융해 또한 해수의 부피를 증가시켜

전구적인 평균 해수면의 상승을 야기한다(Petersen et al., 2007). 이 때,

미래 시나리오의 불확실성과 지역적·국지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해수

유동이나 온도 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들, 그리고 기타 인문적 요인들에

의해 전구적인 평균 해수면과 특정 지역의 해수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Rahmstorf, 2012). 특히 태평양 서쪽과 인도양 동쪽 해역은 다른 해역들에

비해 해수면 상승률이 매우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IPCC, 2014). 이처럼

전구적인 해수면 변화와 국지적인 해수면 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지적인 해수면 변화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해와 주변 해역들의 국지적인 해수면 변화량은 기존에 수행된 다수의

연구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해수면 변화량과,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면 변화 예측량은 허태경 등(2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의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23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해수면 변화량을 파악하였다. 이후 CMIP5(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 34 -

Project Phase 5) 모형과 IPCC 5차보고서에서 전구적인 미래 해수면 변화

예측에 활용한 TSLR(Total Sea Level Rise) 자료를 활용하여 국지적인

미래 해수면 변화량을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지난 23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해수면 상승률은 2.53mm yr-1로, 전구적인 평균

해수면 상승률 3.24mm yr-1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해와 황해안 지역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3.79mm와 3.61mm로 전구적인

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도가 높아질수록

해수면 상승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 21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적인 해수면 변화량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378mm에서 최대 650m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변화량은 전구적인 평균 해수면

상승량보다 20mm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황해 주변 해안지역에서

발생한 해수면 변화량의 지역차는 Cheng et al.(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OFES (Oceanic general circulation model For the Earth

Simulator) 모형을 활용하여 국지적인 해수면 변화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황해의 연평균 해수면 변화량은 지역에 따라 최대 2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도가 높아할수록 해수면 상승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상승과 함께 해안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요인은 열대성

저기압과 폭풍우와 같은 재난성 기상현상(extreme event)이다. 전술한

해수면 변화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데에

반해, 재난성 기상현상은 단기간에 발생하며 그 영향이 주로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표면의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대성저기압과 폭풍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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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Marcos et al., 2009).

특히 재난성 기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대기압이 낮아지고 풍랑이 강해지기

때문에 해수면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Marcos et al.,

2009).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해수면이 높아지고 여기에 재난성

기상현상이 중첩될 경우 해수면이 단기적으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안지역에 호안시설이 설치되어 평시에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도

해안침식이나 월파(wave run-up)가 발생하여 배후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차가 큰 해안지역의 경우 전술한 두 가지

요인과 만조시간과 중첩되었을 때 해수면 상승은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안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Parry

et al., 2007).

황해안 지역의 단기적인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은 주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강도 변화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 결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의수·문일주(2008)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각지에서 관측된 일강수량과 풍속

및 일최저기압을 활용하여 연간 극값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강수량뿐만 아니라 호우빈도와 강우강도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강수량의 극값은 태풍 상륙 시기와 일치하며,

일최저기압 극값 또한 10hPa 이상 감소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풍의 내습

빈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IPCC 4차보고서에서도 폭풍해일의 발생

빈도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역에 따라 발생 빈도의 변화량이 다르고,

변화 경향성을 상반되게 예측한 연구들도 존재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파랑 특성의 예측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종숙 등(2013)은 WAVEWATCH-III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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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파랑 변화를 모의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결과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유의파고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름철의 경우 극한파랑

(extreme wave)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im et al.

(2013)은 MRI-AGCM-3.1S 모형과 SWAN 모형을 활용하여 21세기 후반의

파고를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름철을 중심으로

극한파랑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50년 주기 파고가 증가하였으며, 위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폭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겨울철의 파고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 해안지형의 변화

기후변화와 이에 동반되는 환경 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수면

상승과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안 환경의 변화는 해안취약성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Parry et al., 2007). 이에 반해 기후 외적인

환경 변화(non-climate induced environmental change)와 사회·경제적

변화들은 그동안 해안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Nicholls et al., 2008). 해안취약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후 외적

환경 변화는 크게 수직적인 지표면의 이동과 퇴적물 수지(budget)의

변화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에는 인구변화, 지표피복·이용

변화, 국내총생산량의 변화 등이 있다(Nicholls et al., 2008; Nicholls et al.,

2011). 특히, 해안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인문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해안지역의 인구 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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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해안사구, 해빈 및 습지 등 해안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해안지형과 서식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IPCC, 2014).

구체적으로 해안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증폭시켜 지형과 취약성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구 밀도 증가에 따른 토지 수요의 증가는 외부 자극에 대한 완충지

기능을 하는 자연서식지의 파괴를 동반한 토지 개발을 야기함으로써

해안침식을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서는 전술한 현상이 비교적

천천히 발생하는 데에 반해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차가 존재한다. 이는 해안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인구밀도 증가 경향성이 모든 지역에서 균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황해 주변 국가들의 경우, 중국에서는 신형 도시화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해마다 1200만 명의 교외지역 인구들이 신규 조성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예정이다(Li et al., 2016). 이미 중국은 해안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늘어난 토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안지역에 대한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의 전체 해안습지의 57%가 파괴되었고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Qiu, 2011). 이처럼 기후 외적 요인들의

변화는 해안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안취약성을 분석할 때

기후변화와 함께 이들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 외적 요인들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해안지역의 지형 변화를

동반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변화에 해당하는 지표면의 수직이동과 퇴적물

수지의 변화는 지형기복(relief)의 변화를 야기한다.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인구와 국내총생산량의 변화는 대부분 지표피복·이용의 변화에

동반된다. 이 때 지표피복의 변화는 그 자체로 지형변화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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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지형기복의 변화도 함께 발생한다. 이처럼 기후 외적 요인들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해안지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해안지형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 외에 해안취약성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먼저 해안지형이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해안지역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안지역의 위치는 기후나 파랑, 조류 등 외부 환경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생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해안지형이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황해안에 탁월하게

발달해있는 간석지는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과 조류에 의해 배후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Costanza et al.,

1997). 일반적으로 간석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범위의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파랑과 조류의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기능을 한다(Stokstad,

2005). 그런데 간석지의 배후지 보호 기능은 간석지 표면의 생물상에

따라서도 그 크기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간석지에 맹그로브나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과 같은 식생이 서식할 경우, 식생이 서식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간석지의 배후지 보호 기능은 더욱 높아진다(Gedan et al.,

2011). 또한 간석지 표면의 홍합이나 굴과 같은 패각류가 착생한 바위도

식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Meyer et al., 1997). 따라서 해안지역의

토지이용 압력이 증가하고 해안 전면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간척 등으로

인해 이러한 완충지역이 소실될 경우,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Gedan et al.,

2011).

이 외에도 해안지형의 변화가 지형기복이나 해안선의 위치, 지표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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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해안지형의 변화와 해안취약성의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해안선의 위치가 이동할 때에는 해안선 전면부의 평균 수심이

달라지며,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또한 상이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해안선의 위치 변화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파랑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 해안취약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전술한 이유들로 인해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조사할 때에는 지형기복,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및 서식지의 유형과 상태 등 해안지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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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가 제한된 환경에서의 해안취약성 분석

1. 시·공간적 범위와 자료 가용성의 절충(trade-off) 관계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해안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 사례지역에서 이들 방법을 활용하여

해안취약성을 분석할 때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해안취약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공간해상도와 범위 및 정확도를 가지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Klein and Nicholls, 1999).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은 연구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넓을수록 더욱 크게 발생한다(NRC, 2004).

또한,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조사하는 데에는 과거시점과 현재시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되었거나 검·보정이 완료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용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오늘날 해안취약성의

분석은 주로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Abuodha and

Woodroffe(2006)는 해안취약성 분석 시 공간적 규모와 연관된 자료의

제한 수준에 따라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안취약성 분석 방법들을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공간적 범위가 전구 또는 국가 규모로

매우 크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안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지역의 해안취약성 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취약성 저감을 위한 대응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는 데에 해안취약성 분석의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교에 필요한 자료의 수준이 비교적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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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이 단순한, 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들이 주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량화된 자료들을 수치모형에 적용하여 해안취약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의 분석을 통해 선별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간적 범위를

좁히고, 자료의 가용성과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물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치모형들이 활용하여 해안취약성 분석을 수행한다.

2. 원격탐사를 통한 자료 획득의 효용과 한계점

해안취약성 분석에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지상관측 또는 원격탐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원격탐사의 사전적 정의는 물리적 접촉 없이 대상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일체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하지만 지리학을

비롯하여 행성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분야에서는 특정 분광대역의 전자파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활용하여

일정한 영역에 대한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가리킨다(Colwell, 1997).

연구지역에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집된 지표관측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해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원격탐사가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해안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상관측자료가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안취약성 분석에는 지상관측자료와 함께 원격탐사자료가 매우 빈번하게

활용된다(Bryan et al., 2001; Vefeidis et al., 2008; Yin et al., 2012).

최근에는 무인항공기가 폭넓은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소규모 지역의 자세한

지형기복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는 지상관측자료보다 원격탐사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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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Mancini et al., 2013).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자료의 화소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는 화소기반 분류 기법과,

공간정보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화소들이 결합된 형태인 객체(feature)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는 객체기반 분류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Baatz

et al., 2001; Blaschke and Strobl, 2002). 이 가운데 화소기반 분류 기법은

영상자료의 각 화소별 분광 특성을 활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분류 과정에 연구자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감독분류와 무감독분류로

구분된다(Colwell, 1997). 감독분류는 연구자가 직접 분류해내길 원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표본지역(training site)을 지정한 뒤, 해당 표본들의

분광정보로부터 영상분류 소프트웨어가 통계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는 통계기법들 가운데 분류분석과 기법적으로

유사하다. 무감독분류는 연구자가 훈련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영상분류

소프트웨어가 영상 전체 화소들의 분광정보로부터 통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통적인 통계기법들 가운데 군집분석과

기법적으로 유사하다. 화소기반의 분류 기법들 중에는 Fuzzy 알고리즘을

도입한 분류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법은 공간해상도가 비교적 낮은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할 때, 하나의 화소 내에 상이한 분광특성을 지니는

물질들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Fuzzy 알고리즘을 채용한 분류 기법들은 각각의 화소들이 몇 가지

물질들의 혼합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영상을

분류한다.

객체기반 분류 기법은 각 화소의 분광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화소의

분광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유사한 분광특성을 지닌 영역(객체)을 분류하는

방법을 일컫는다(Benz, 2001). 원격탐사 관련 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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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자료의 공간해상도가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해상도의

원격탐사자료에 화소기반 분류 기법을 이용할 때에는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공간적으로 인접한 화소들이 이질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거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화소들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개발되었다(Blaschke

and Strobl, 2001; Liu and Xia, 2010).

일반적으로 공간해상도가 높은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객체기반

분류 기법을 통한 분류 결과가 화소기반 분류 기법을 통한 분류 결과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Weih and Riggan, 2010). 그러나 공간해상도가

낮아질수록 분류 기법에 따른 결과물의 정확도 차이가 작아지며, 30m

해상도 수준의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두 기법을 통한 분류

결과간의 차이가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Gao and Mas, 2008).

특히 분류하고자 하는 지형지물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분석이 용이한 화소기반 분류 기법을 활용할 때 오히려 분류

결과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다(Mallinis and Koutsias, 2012).

원격탐사는 동일한 시점의 비교적 넓은 지리적 범위에 대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할 경우,

전통적인 현장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자료에

내재된 시·공간적 오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리적 또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원격탐사는 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탐사자료는 활용하기

이전에 기하보정, 방사보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현지조사자료 또는 신뢰도가 검증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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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해안취약성 개념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였으며, 해안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개념적 틀과

분석 방법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해안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취약성 개념은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관리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각 분야의 학문적 관심영역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활용되어 왔다.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의

취약성 개념을 통합하여 “특정 시스템이 기후 변동이나 극한 기후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들을 수용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Parry et al., 2007). 이 때 취약성은 시스템이 외부 요인에 대해 노출된

정도와 시스템 내부의 민감도 및 적응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Smit and

Wandel, 2006).

이러한 취약성 개념은 해안취약성 개념과 관련된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Klein and Nicholls(1999)는 노출도와 민감도 및 적응력으로

구성된 취약성의 개념 구조를 유지하면서 해안취약성을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 때, 해안지역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해안취약성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주로 해안지역의

범위를 해안선과 그 배후의 육상지역으로 한정한다. 이 때 해안지역의

내륙쪽 경계는 연구지역의 지형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조건 또는 법제적

조건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설정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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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취약성 분석은 전통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이 주목받으면서 Klein

and Nicholls(1999)의 개념적 틀에 따라 해안취약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크게 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과 수치모형을 활용한 분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을 활용할 경우, 특정 지역의 해안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세부 구역들의 상대적인 해안취약성 차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Boruff

et al., 2005). 특히 시스템의 민감도와 적응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더라도 해안지형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른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술한 장·단점을 종합할 때, 전체

황해안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수치모형보다는

해안취약성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해안취약성 지수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GIS 기반 공간 의사결정 지원체계들이 소개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인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Model은 지표피복, 지형기복,

자연서식지, 해수면변화, 바람과 파랑 노출, 해일발생 가능성 등 일곱 가지

생물·지리·물리적 변수들을 활용한 EI를 통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산출한다. 또한 EI를 산출한 해안선 상의 각 지점별로 산정된 배후지

거주인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배후지 거주인구 외에 지표피복·이용 유형이나 국내총생산량과

같이 사회·경제적 측면의 적응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은

함께 조사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후지의

거주인구와 함께 지표피복 유형별 면적을 산출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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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해안취약성과 기후변화 및 지형 변화의 연관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해안지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수면 상승이다. 이 때 국지적인 해수면 변화량은 조석이나 위도,

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구적인 해수면 변화량과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허태경 등(2018)과 Cheng et al.(2015)에서는 황해 주변 해역의 국지적인

해수면 변화량은 전구적인 해수면 변화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이 지역의 취약성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시의

해수면 변화와 함께 재난성 기상현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단기적인

해수면 상승 또한 해안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황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는 가까운 미래에 지금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의수·문일주, 2008; Lim et al., 2013). 한편, IPCC

4차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태풍의 내습 빈도에는 일관적인 증가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최의수·문일주, 2008). 한편, 해수면 온도 변화나

산성도 변화 등의 요인들은 해안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황해안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는 전구적인

평균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의 증가 두 가지 형태로 해안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안 환경의 변화와 달리, 기후 외적인 환경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들은 최근의 해안취약성 분석과 관련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Nicholls et al., 2008). 해안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인문활동이 이루어지며, 인문활동의

강도에 큰 지역차가 존재한다. 황해 주변국가의 경우, 도시화에 따라 향후

해안지역의 인구분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중국

해안습지의 파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Qiu, 2011; L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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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처럼 기후 외적 요인들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해안지역의 지형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해안지형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기후 외적 환경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해안지형이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해안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간석지는

파랑과 조류의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은 간석지

표면의 생물상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Meyer et al., 1997;

Stokstad, 2005; Gedan et al., 2011). 따라서 해안지역의 토지이용 압력이

증가하고 해안 전면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간척 등으로 인해 이러한

완충지역이 소실될 경우,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Gedan et al., 2011).

해안지형의 변화가 지형기복이나 해안선의 위치, 지표피복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 또한 해안지형의 변화와

해안취약성의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조사할 때 지형기복,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및 서식지의 유형과

상태 등 해안지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를 면밀한 파악과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제한된 환경에서의 해안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안지역의 공간자료가 내륙의 그것에 비해

제한되어있고, 여기에 황해안 지역의 특수한 정치·외교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안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게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황해안 전체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 또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로 길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NRC, 2004). 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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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해안취약성 분석은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Abuodha and Woodroffe, 2006). 이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연구지역 내 각 지역들의 상대적인 해안취약성 수준을 파악하고 취약성

저감을 위한 대응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또한 황해안 지역에서 각 지역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와 해안지형의

변화와 연관지어 그 차이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한다.

자료의 제한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해안취약성 분석에는

원격탐사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Yin et al., 2012). 특히 Fuzzy 알고리즘을

채용한 분류 기법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의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면의 정보를 알아내고자 할 때 유용성이 높다. 그러나

원격탐사자료는 활용에 앞서 전처리가 필수적이며, 현지조사자료 또는

신뢰도가 검증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할

때에도 결과의 신뢰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료와 방법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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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의 조사 방법

제 1 절 해안지형의 조사와 신뢰도 검토

1. 해안지형의 조사

본 절에서는 198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의 선정에는

지형 변화량과 해당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가용한 자료를 통해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간석지의 면적과 해안선의 위치와 길이 및 지표피복

그림 3-1. 간석지 면적과 해안선 위치 및 피복유형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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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안지형 변화 조사의 시간 간격은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조사 시기는 각각 1980년대(1981~1990),

1990년대(1991~2000), 2000년대(2001~2010), 2010년대(2011~2018)이다.

간석지 면적과 해안선의 위치 및 지표피복 유형의 조사에는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물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 가운데 신뢰도가 검증된 자료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한

현장자료와 조사 결과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그림 3-1). 이와 함께,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들의 변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간척지의

면적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간척지는 공간적인 연속성이 낮으며

국가·지역별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 가운데 본 연구의 시·공간적 기준에 맞춰 수합할 수 있는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척지 면적의 시·공간적 변화는

기존 연구들의 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와 간격에 맞춰

종합·정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때, 2010년대에 북한에서 조성된

간척지의 면적은 기존 연구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조사하였다.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에 활용한 원격탐사자료는 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와 원격탐사자료의 분광해상도, 공간해상도, 촬영주기 및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ANDSAT(LAND remote sensing SATellite; 지표

원격 탐사 위성) 영상으로 선정하였다(Hansen and Loveland, 2012). 특히

1982년에 발사된 LANDSAT 4호 위성에는 MSS센서와 함께 TM센서가

새롭게 탑재되었다. TM센서는 RBV센서나 MSS센서에 비해 분광해상도가

높으며, 특히 중적외선 파장대역이 존재하여 토양의 함수율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가용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LANDSAT 위성과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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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지역은 LANDSAT 위성의 촬영구역(WRS-2; World Reference

System 2)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21개소로 구성된다(그림 3-2). 따라서

21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촬영된

LANDSAT 4, 5, 7, 8호 영상들 가운데 구름이나 안개 및 결빙과 같이

해안지형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이 없는 시점에 촬영된

영상들을 모두 수집하였다.

그림 3-2. Landsat 촬영구역에 따른 연구지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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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가운데 간석지의 면적은 화소 기반의 지표피복

분류 기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촬영구역별로 산출한 간석지

조사 결과를 전체 황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21개 구역의 범위로 합역한 뒤

국가별·광역자치구역별로 재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LANDSAT 영상의

촬영시점과 해당 시점의 인천 조위관측소 관측정보 및 황해지역의 등조시도

자료를 활용하여 앞서 수집한 전체 영상들 가운데 간조시점에 촬영된

선정 영상 미선정 영상

그림 3-3. 구역별 각 시기의 대표 영상 선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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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들을 선별하였다.

전술한 과정을 통해 전체 LANDSAT 영상들 가운데 저조시점 전후

1시간 이내에 촬영된 영상 662매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동일한 시기에

촬영된 영상들 가운데 구름과 얼음 및 안개 등 지표피복 분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분포하지 않고, 간석지의 면적이 가장 넓게 드러난

영상들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선별한 84매(21개 구역×4개 시점)의

영상들을 각 촬영구역의 시기별 대표 영상으로 활용하였다(그림 3-3).

대표 영상(그림 3-4의 적색 점)을 선별한 이후에는 해당 영상들에 Fuzzy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간석지를 조사하였다. Fuzzy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은 화소 기반의 무감독 지표피복 분류 기법

가운데 하나로, 연구자가 유형(class)의 개수를 임의로 지정한다는 점에서는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Fuzzy 알고리즘을

그림 3-4. 간조시점에 촬영된 LANDSAT 위성영상의 시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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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만큼 유형 분류를 반복함으로써 화소별로

각 유형으로 분류되는 확률 분포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이 때문에 Fuzzy K-means 지표피복 분류는 복수의 유형에 대해 유사한

적합성을 보이는 화소를 분류할 때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rough et al., 2000). 따라서 Fuzzy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은 해역과 육지의 분광특성이 혼재된 간석지를

조사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Yim et al., 2018).

Fuzzy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간석지 면적의 변화를

조사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의 해안지역을 설정한 뒤

그림 3-5. 간석지의 위치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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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과 근적외선 및 단파장적외선 파장대역의 영상들을 활용하여

지표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표피복 유형들 가운데 간석지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정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경기만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간석지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그림 3-5). 이 자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한 자료로,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대해

항공영상과 항공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활용하여

간석지의 위치를 조사하였으며,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해양수산부, 2013).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가운데 해안선의 길이 변화 조사에도 화소

기반의 지표피복 분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이 때, 해안선의 길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해안선 위치의 조사는 1980년대와 2010년대 두 개 시기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해안선 위치 조사에는 LANDSAT 4, 5, 7, 8호

영상들 가운데 만조시점 전후 1시간 이내에 촬영된 영상들을 활용하였다.

이후 촬영구역별로 동일한 시기의 영상들 가운데 기상조건이 탁월하고

조간대의 면적이 가장 좁게 나타난 대표 영상에 Fuzzy K-means 지표피복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해역과 육역을 분류하였다. 이 때, 육역에는 조간대를

제외한 조상대만 포함되도록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간대에 해당하는

지표피복 유형의 판별은 우리나라 경기만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해안선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 비교에 활용한 해안선

자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한 자료로,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대해 TS(Total Station), RTK-GNSS(Real-Time Kinematic-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상 라이다,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해안선을

조사하였으며, 기준연도는 2012년이다. 마지막으로 해역과 육역이 접하는

선을 해안선 자료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변화는 앞서 해안선 위치 조사에

활용한 LANDSAT 영상의 Fuzzy K-means 분류 기법 적용 결과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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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해상도 0.5m 이하의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를 중첩하여 조사하였다.

이 때,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은 김태호(2003)의 대분류를 일부 수정하여

사질 자연해안, 암석 자연해안, 인공해안, 그리고 혼합해안(사질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이 혼합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3-1).

보조자료로 활용한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는 남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획득한 항공사진을 활용하였다. 항공사진을 수집하기

어려운 북한과 중국의 경우, 구글에서 제공하는 Digital Globe와 CNES

등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였다. 전술한 보조자료들 가운데 남한 지역의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조사에 활용한 항공사진은 1980년대와 2010년대

두 시기에 모두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일부 해안지역은

1980년대에 촬영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은 활용가능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점의 자료를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 때 해안지형

변화에 따른 오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 지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보조자료의 촬영시점까지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을 참조점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가운데 간척지 면적의 변화는 문헌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황해안 지역의 대규모 간척지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범주

사질 자연해안 해빈, 사구, 염습지 등

암석 자연해안 해식애, 파식대 등

인공해안 둑, 제방, 옹벽 등

혼합해안 매우 짧은 사질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이 혼합

표 3-1.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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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 가운데

몇몇 연구들은 지형도와 원격탐사자료들을 활용하여 간척지의 지리적

분포와 시계열에 따른 면적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과 전체 황해안 지역을

시·공간적 범위로 하여 간척지 면적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전술한 연구들이 주로 전체 황해안 지역 가운데

간척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된 일부 사례지역만을 대상으로 간척지의 면적

변화를 조사하였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황해안 지역에서

간척지 면적의 변화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을 수집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확보한 황해안 지역의 간척지 면적 변화 자료는 10년 주기의 시계열과

광역자치구역(남한과 북한의 경우 도, 중국의 경우 성)별로 분류하여

전체 황해안의 간척지 조성 면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들 가운데 시·공간해상도가 비교적 높고

다른 자료들과 간척지 면적의 변화 경향성이 유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황해안의 간척지 면적 변화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한편, 2010년대 북한의 간척지 면적을 조사한 연구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 해당 시기의 북한에서 조성된 간척지 면적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00년대에 간석지로 분류된 지역들 가운데

2010년대에 간석지가 아닌 다른 지표피복 유형으로 분류된 지역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선별한 지역들 가운데 2010년대의 해안선 조사

과정에서 육역으로 추출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만을 재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지역들을 간척지로 분류하고 그 면적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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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검토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해안지형의 조사는 일련의 분석 과정 가운데

다양한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물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조사 결과를

해석하거나, 이를 활용하기에 앞서 결과물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격탐사자료의 신뢰도 검토에는 현지조사자료

(ground truth data) 또는 기존에 제작된 자료들 가운데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자료에 기반을 둔 간석지와 해안선 조사 결과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간석지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검토하는

데에는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간석지의 공간 분포

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한

자료로, 중앙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물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해양수산부, 2013).

신뢰도 검토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산출한

네 개 시기의 간석지 위치 자료 가운데 2010년대의 자료와 해양수산부의

비교자료에 표시된 간석지 위치들 간의 공간적 일치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황해안 전역에서 무작위로 1,000개 지점을

추출한 뒤, 본 연구에서 산출한 2010년대의 간석지 위치 자료와 해양수산부

간석지 위치 자료 간의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구축하였다. 한편,

간석지 상의 표본지점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남한 본토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하며, 나머지 절반은 10km에서 30km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한 본토로부터 거리에 따라 표본지점들을 각각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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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5-10km 범위 이내, 10-15km 범위 이내와 15km 바깥 범위로 구분하여

별도의 오차행렬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두

자료에 나타난 간석지 위치의 일치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각각의 오차행렬은 전술한 두 자료간의 일치-불일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상이한 지표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TP(True Positive)와 FN(False

Negative)는 두 자료의 지표피복 유형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들을 의미하며,

FP(False Positive)와 TN (True Negative)은 두 자료의 지표피복 유형이

상이한 지점들, 즉 오분류된 지점들을 의미한다. 오차행렬상의 지표들을

활용한 일치도 조사 방법은 아래의 식과 같다.

 
 식 3-1

해안선의 위치 조사 결과의 신뢰도 검토 또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때 비교자료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선 현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한 자료이다

(해양수산부, 2014).

구체적으로,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산출한 두 시기의 해안선 위치 자료

가운데 2010년대의 해안선과 해양수산부가 구축한 해안선 상에서 무작위로

1,000개의 지점을 추출하여 오차행렬을 구축하였다. 이 오차행렬은 TP,

FP, TN 등 세 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일치도 조사에는 아래의

식과 같이 자카드 계수(JC; Jaccard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Rosin and

Ioannidis, 2003). 한편, 원격탐사자료는 기하보정을 수행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기하오차(geometric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Kaiser et al., 2004).

또한 LANDSAT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30m이므로, LANDSAT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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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안선 자료간의 오차행렬 구성 시 기하오차가 50m 이내일

경우에는 오차에서 제외하였다.

 
 식 3-2

마지막으로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토에는

현지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황해 해안지역의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조사 결과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만 지역의 해안선에서

무작위로 200개의 지점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모든

표본지점들의 지표피복 유형에 대한 현지조사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조사 결과와 현지조사자료 간의 오차행렬과 자카드

계수를 활용하여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조사 결과의 일치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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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안지형 조사 결과의 검증

1. 간석지 조사 결과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조사 결과, 2010년대 남한

서해안의 간석지 면적은 약 1,715km2로 추정되었다. 한편, “2013년 국가

갯벌 면적 조사”에서 발표된 남한 서해안의 간석지 면적은 약 1,980km2로,

거리 해양수산부

간석지 자료

간석지 조사 결과

간석지 (Positive) 간석지 외(Negative)

0-30km

간석지(True) 359 92

간석지 외(False) 47 502

0-5km

간석지(True) 201 27

간석지 외(False) 13 158

5-10km

간석지(True) 31 5

간석지 외(False) 3 53

10-15km

간석지(True) 26 10

간석지 외(False) 5 35

15-30km

간석지(True) 101 50

간석지 외(False) 26 256

표 3-2. 간석지 조사 결과와 해양수산부 자료 간의 오차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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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조사된 간석지의 면적이 해양수산부의 간석지 면적에 비해

약 1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간석지 자료와의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간석지는 약 86%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조석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간석지의 위치와 면적이 단기적으로도

비교적 크게 변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만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Choi, 2014a; Choi and Dalrymple,

2004).

일반적으로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여 간석지를 조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는 주로 저조시점과 촬영시점간의 시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rray et al., 2012). 한편, 해역에서 발생하는 퇴적물

유동은 매우 복잡다양하다. 특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일수록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침·퇴적 작용이 매우 역동적으로

발생한다(Choi, 2014a; Green and Coco, 2007).

본 연구에서 간석지 조사에 활용한 LANDSAT 위성영상과 해양수산부

간석지 자료 구축에 활용한 원 자료 또한 제작 시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간석지 조사 결과의 일치도 조사 결과에도 두 자료

간의 기준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석지의 공간적 유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도서지역을

제외한 남한 본토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5, 10, 15, 30km에 따라 별도의

오차행렬을 만들었다(표 3-2). 이 거리별 오차행렬에서는 남한 본토의

해안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간석지 조사 결과의

일치도가 91% 이상으로 나타난 데에 반해, 10km보다 먼 지역에서는 약

10% 감소한 81%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간석지 조사 결과와 해양수산부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주로

두 자료를 제작한 기준 시점과 간석지의 공간적 유동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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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두 자료를 중첩했을 때 간석지의 공간적 분포는 대체로

일치하지만(그림 3-6), 경기만 북부의 강화도 주변 해안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3-7a).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간석지

조사에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문제보다는, 간석지의 위치와 크기가

유동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두 자료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강화도 주변 해안지역은 조차가 9m 내외로 매우

큰 개방형 해안(open coast) 환경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침·퇴적과 같은

그림 3-6. 간석지 조사 결과와 해양수산부 자료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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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학적 작용들이 역동적으로 발생한다(Choi and Kim, 2016). 강화도

주변 해안지역과 대조적으로, 간석지의 위치와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전라남도 주변 해안지역은 두 자료의 간석지 공간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

(그림 3-7b). 이 지역의 해안 환경은 조차가 5m 내외로 비교적 크지만

자료: Yim et al.(2018)

그림 3-7. 간석지 조사 결과의 신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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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섬들이 밀집해있어 만입형 갯벌(embayment tidal flat)이 형성된

전라남도 주변 해안지역은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는다(Choi, 2014a).

한편, 신뢰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염습지와 조간대 상부에 위치한,

식생이 밀집한 지역들의 경우 LANDSAT 영상을 활용한 지표피복 분류

과정에서 간석지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표적으로 중국 장쑤성

양커우 지역에서 약 32km2 규모의 조간대 상부 지역들이 간석지가 아닌

지역으로 오분류되었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만조시점의

LANDSAT 영상을 활용하여 산출한 해안선 자료를 활용하여 간석지로

재분류하였다 (그림 3-7c).

2. 해안선 조사 결과의 검증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황해 해안지역의 해안선 조사 결과, 2010년대

남한 서해안의 해안선 길이는 약 5,700km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1차

국가 해안선 조사” 자료상의 해안선 길이는 약 5695km로, 두 해안선 간의

길이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안선을 해양수산부

자료와 비교한 오차행렬과 이에 기반을 둔 자카드 계수를 통해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안선은 해양수산부 자료와 약 0.91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여

해안선을 조사할 때, 조석이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자료간의 오차가 0.09 이내로 통제된 것은 해안선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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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안선 자료

해안선 조사 결과

해안선 (Positive) 해안선 외(Negative)

해안선(True) 912 42

해안선 외(False) 46

표 3-3. 해안선 조사 결과와 해양수산부 자료 간의 오차행렬

구체적으로, 두 자료상의 해안선은 전반적으로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안선의 경우, 강화도 남단이나

곰소만과 같이 간석지가 탁월하게 발달해있고 평균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간석지 상부의 일부 지역들이 육지로 오분류된 경우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각각의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활용한 원 자료가 만들어진 기준 시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로 인해 방파제와 돌제 등

일부 구조물이 만들어지거나 간척지가 조성된 정도가 다르게 반영되고,

그 결과 두 자료의 해안선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북단의 대산 간척지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자료가 구축된

이후에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방파제가 축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교적

최신의 LANDSAT 영상을 활용한 해안선 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대로 아산만 내 평택항 인근 간척지의 경우, 해안선 조사에 활용한

LANDSAT 영상의 촬영 시점이 비교적 과거시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해안선 자료에 간척지로 표시된 일부 지역들이 해역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급격한 해안선 변화로 인해 해안선

위치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 본 연구의 해안선 조사에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술한 사항들을 종합할

때, 일치도 조사 결과상의 오차는 다소 과다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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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자료

해안선 분류 결과

사질해안 암석해안 인공해안 혼합해안

사질해안 30 1 0 0
암석해안 0 36 2 2
인공해안 2 4 107 1
혼합해안 1 0 7 7

표 3-4. 해안선 조사 결과와 현지조사자료 간의 오차행렬

마지막으로, 공간해상도 1m 미만의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한 2010년대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분류 결과물의 신뢰도 검토에는

경기만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지점 200개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현장자료를 활용하였다.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분류 결과와

현장자료 간의 오차행렬과 자카드 계수를 활용한 결과, 해안선 지표피복

분류 결과는 약 89%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지표피복 유형에 따라 두 자료간의 일치도를 비교해보면, 사질해안의

일치도가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질해안은 해안선 분류

결과에서는 33개소로 나타났으나 현지조사 결과에서는 31개소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질해안의 일치도가 여타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지표피복의 분광특성이 다른 지표피복들과 상대적으로 많이 다르고,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질해안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지조사 결과

인공해안으로 나타난 2개소와 혼합해안으로 나타난 1개소의 경우 항공사진이

촬영된 이후에 제방을 건설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오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자료를 제작한 원 자료의 기준 시점이 다른

점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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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해안은 해안선 분류 결과에서 41개소, 현지조사에서 40개소로,

일치도는 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암석해안과 인공해안

간의 오분류 사례가 6개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암석해안과

인공해안의 분광특성이 유사한 것이 부분적으로 기여하며, 기존의 암석해안

전면부에 방파제가 새롭게 건조되면서 인공해안으로 바뀐 지점들도 영향을

주었다.

해안선 분류 결과에서 116개소, 현지조사 결과에서 114개소로 나타난

인공해안의 분류 일치도는 87%로 나타났으며, 오분류된 사례의 대부분이

현지조사 결과 혼합해안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인공해안과 혼합해안 간의

일치도는 인공구조물 전면에 비교적 짧게 분포하는 자연해안의 판별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조차가 큰 황해의 특성상 지표피복 유형 분류에

활용한 원격탐사자료들의 촬영 시점에 따라 인공해안 전면부의 지표피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혼합해안의 분류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또한 인공구조물 건조 이후에 국지적 퇴적물 유동이 변화하여 인공해안이

혼합해안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앞서 사질해안과 암석해안의 사례에서와 같이 분류에

활용한 원격탐사자료의 촬영 시점과 현지조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일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술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혼합해안의 일치도는 3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혼합해안으로

분류된 10개소 가운데 3개소는 현지조사에서 암석해안 또는 인공해안으로

나타났으며, 혼합해안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지점들 가운데 8개소가

현지조사에서 혼합해안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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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안취약성의 조사

1. 자료의 수집과 가공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황해안 지역 내부의 상대적인

해안취약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표피복, 지형기복, 자연서식지, 해수면

변화, 바람과 파랑 노출, 그리고 해일발생 가능성 등 일곱 가지 변수들에

따른 각각의 공간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황해안 지역은 중국과 남북한

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들에 대한 공간정보들을

획득하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이 일반에 공개되어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과, 다양한 원격탐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모형 활용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해안선의 위치와 지표피복 유형은 본 장에서 제작하고 신뢰도를 검토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해안선의 위치는 만조시점의 LANDSAT

영상으로부터 산출하였으며,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은 LANDSAT 영상과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를 중첩하여 제작하였다. 해안취약성 조사에는

1980년대와 2010년대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할 때, 육역과 해역의 지형기복 자료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지정학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지형기복

자료는 결과물이 공개된 기존 연구 결과물들 가운데 GEBCO14(Weatherall

et al., 2015) 자료를 활용하였다. GEBCO14는 IHOz(International Hydr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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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와 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가

운용하는 자료로, 전세계 육역과 해역에 대한 고도와 수심 자료이다.

GEBCO14 자료는 육역의 경우 인공위성의 원격탐사자료 분석을 통해

제작되며 해역의 경우 음향측량을 통해 제작된다. 제공되는 자료의 최대

공간해상도는 최대 30각초(arc second)이다.

해안취약성을 저감하는 기능을 하는 자연서식지는 연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해안취약성 저감 기능의 정도를 상이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침식이나 해수면상승에 따른 침수로부터 해안지역을

보호하는 자연서식지의 기능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맹그로브와 산호초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Gedan et al., 2011; Ferrario et al.,

2014; Sparding et al., 2014). 이 외에도 잘피나 염습지의 해안보호 기능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Ondiviela et al., 2014; Narayan et

al., 2016). 황해안 지역에는 주로 간석지가 분포하며, 염습지 또한

황해안 곳곳에 산재해있다. 한편, 탁도와 수온 등 환경조건으로 인해

산호초와 맹그로브는 분포하지 않는다. 잘피는 기존에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을 통해 남한 해안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으나, 인접한 북한 해안지역의 경우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확인된

바가 없다.

상기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황해안

지역을 포괄하여 자료가 존재하는 간석지와 염습지의 공간적 분포 자료를

해안취약성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간석지 자료의 경우 본 장의

1절과 2절에서 기술한 방법을 통해 제작하고 신뢰도를 검토한 간석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전술한 자료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한 뒤, 시기별로 간조시점에 촬영된 LANDSAT

영상을 활용하여 간석지의 위치를 조사한 자료이다. 전체 네 개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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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 위치 자료들 가운데 해안취약성 조사에는 1980년대와 2010년대

자료를 활용하였다. 염습지의 공간적 분포 자료는 UNEP(Uniti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제공하는 Mcowen et al.(2017)의 전세계

염습지 분포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황해안 지역의 해수면 변화를 조사하였다.

특히 Cheng et al.(2015)은 해양순환모형인 OFES(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For the Earth Simulator)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해수면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해수면 변화 자료 가운데 최대 해수면

변화량 자료를 해안취약성 조사에 활용하였다.

파랑자료는 Tolman(2009)이 제안한 WAVEWATCH Ⅲ(WW3) 모형의

1979년부터 2009년까지의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시점의 전 세계

파랑을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WW3 모형의 파랑 자료는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국립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산하 해양모형분석실(Marine Modeling & Analysis Branch)의 웹자료실에서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황해에 분포하는 108개 지점으로부터 파랑정보를

추출하여 해안취약성 조사에 활용하였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과 상기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조사한 뒤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조사하였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조사는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서

2장의 소결에서 다룬 바와 같이,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조사할 때 배후지 거주인구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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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산출한 배후지 거주인구와 함께

배후지의 지표피복 유형별 면적을 추가로 산출함으로써,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 가운데, 먼저

인구분포 자료는 CEDAC(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ber)

가 제작한 1980년도와 2015년도 전 세계 인구분포 자료를 활용하였다

(CIESIN, 2017a; CIESIN, 2017b). 두 인구분포 자료들은 야간의 광원과

행정구역 내의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의 공간적 분포, 그리고 표본조사에

기반을 둔 인구통계자료들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었다(CIESIN, 2017c).

본 연구에서는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 자료를 획득한 뒤, 해안취약성 분석

모형의 공간해상도에 맞게 인구분포 자료를 환산한 격자별 인구 정보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해안선 배후지의 지표피복 유형 자료는 ESACCI

(European Space Agency Climate Change Initiative)가 제작한 1992년도와

2015년도 전 세계 지표피복지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피복지도의

공간해상도는 약 300m이며, 지표피복 유형이 37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Kirches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원본 지표피복 유형 가운데 유사성이

높은 것들을 통합하여 도시, 경작지, 식생, 초지 및 습지로 구성된 대분류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전술한 대분류 자료를 배후지의 지표피복 유형별

면적 조사에 활용하였다.

2. 모형 설정과 조정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이용하여 해안취약성 조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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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변수들은 생물·지리·물리적 변수 7종과 사회·경제적 변수 1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모형 구동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입력자료(input

data)와 매개변수(parameter)들을 필요로 한다(그림 3-8).

추가적인 입력자료 가운데 연구지역의 공간적 범위(AOI; Area Of

Interest)는 변수별 해안취약성 산정에 필요한 연산을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데에 활용된다. 육지의 공간적 분포는 전체 해안지역 가운데

해안취약성을 산정하는 해안선 상의 지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활용된다.

대륙붕의 범위는 고파랑과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인공구조물은 자연서식지와 유사하게 해안지역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자료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에 인공구조물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연산을 예방하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매개변수들 가운데 모형의 공간해상도는 해안선 상에서 취약성 산정을

수행하는 지점들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공간해상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기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50m에서 1000m 사이로 수치를 조정하면서 반복적으로 모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공간해상도를 500m 이하로 설정했을 때는 취약성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모의 결과는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산출한 지점별 EI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모형의 공간해상도가 500m

이하일 때에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500m보다 클 때에는 비교적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 이러한 결과는 해안선의 길이가 약

15,000km에 달할 정도로 공간적 범위가 넓고, 해안취약성 산정에 활용한

일부 자료들의 공간해상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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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의 입력자료와 매개변수



- 75 -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공간해상도를 500m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안지역의 고도를 산정하는 공간적 범위와 특정 지점의

취약성에 영향을 받는 인구의 공간적 범위도 동일하게 500m로 산정하였다.

그 외에 평균해수위는 0m로 설정하였으며, 파고 산정과 노출·보호해안의

구분에 활용되는 최대 대안거리(fetch distance)와 대안거리 산정 수(rays

per sector)는 각각 모형의 기본값인 12km와 1로 설정하였다.

그림 3-9. 모형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EI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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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198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해안취약성의 변화

또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형 변화량과 해당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가용한 자료를 통해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안취약성과 연관된 해안지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해안지형 가운데 간석지 면적과 해안선의 위치 및

지표피복 유형은 원격탐사자료에 화소 기반 지표피복 분류기법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들의 변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간척지의 면적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Qiu, 2011).

간척지 면적의 변화 조사에는 기존 연구들의 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와 간격에 맞춰 종합·재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황해안 지역에서 지표피복 유형이나

간석지의 면적 또는 해안선의 위치 등 해안지형의 현황이나 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조사 결과물의 신뢰도 검토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Murray et al., 2012). 본 연구는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조사 결과와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 가운데 신뢰도가 검증된 자료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한 현장자료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물의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향후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간석지 자료와의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간석지는 약 86%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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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를 통한 간석지 조사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주로 저조시점과

원격탐사자료의 촬영시점간의 시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rray et al., 2012). 전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와 별개로,

간석지의 공간적 분포는 해역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퇴적물 유동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Choi, 2014a; Green and Coco, 2007). 본 연구의 간석지

조사 결과도 남한 본토로부터의 거리별 오차행렬에서는 남한 본토의

해안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간석지 조사 결과의

일치도가 91% 이상으로 나타난 데에 반해, 10km보다 먼 지역에서는 약

10% 감소한 81%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간석지 조사 결과와 해양수산부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두

자료를 제작한 기준 시점과 간석지의 공간적 유동성에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안선과 해양수산부 자료간의 일치도는 0.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석지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일부 오차는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급격한 해안선 변화로 인해 해안선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화도 남단이나 곰소만과 같이

간석지가 탁월하게 발달해있고 평균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간석지 상부의

일부 지역들이 육지로 오분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Murray et al.(2012)이 다룬 바와 같이 저조시점과 원격탐사자료의

촬영시점간의 시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분류 결과물과 현지조사자료 간의 일치도는 약

89%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질해안의 일치도가 다른 유형들의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사질해안의 분광특성이 다른 지표피복들과 상대적으로 많이

다르고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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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분류 결과와

비교자료의 신뢰도 검토 과정에서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원격탐사자료의

촬영시점과 비교자료의 기준 시점의 차이로 인해 지형변화가 발생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오차가 다소 과다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해안지형의

조사 결과물은 비교자료와 약 90% 내외의 일치도를 보이지만, 자료들

간의 기준 시점 차이로 인해 과다 산정된 오차를 고려할 때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직까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과 전체 황해안 지역을

시·공간적 범위로 하여 간척지 면적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간척지 면적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들이 주로

간척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된 일부 사례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황해안 지역의 간척지 면적 조사 결과들을

수집·재구성하여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전체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간척지의 시·공간적 변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던 2010년대 북한의 간척지 면적 변화량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향후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변화나 해안취약성 변화를 포함하여

해안지역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현상의 원인이나 경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안취약성 조사에는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위성영상을 통해 조사한 지표피복과 자연서식지에

대한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지형기복, 해수면 변화, 바람과 파랑 노출 및

해일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 때,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와 지정학적 제한요인을 고려하여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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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활용하였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활용하여 해안취약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입력자료 외에도 몇 가지 매개변수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개변수들 가운데 모형의 공간해상도는 모의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단위를 의미하며, 모의 결과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Chaplot, 2005). 이 때문에

모형을 활용할 때에는 모형의 공간해상도가 모의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거쳐 적정 수준의 해상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Chaplot,

2005; FitzHugh and Mackay, 2000; Kalin et al., 2003).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에서도 공간해상도는 해안취약성의

평균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 모형을 활용하여

해안취약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공간해상도가 모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소 간과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안의 해안취약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모형의 공간해상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수치를 50m에서 1000m까지 여러 단계로 조정하면서 모의를 반복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공간해상도를 500m 이내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해안취약성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500m를 초과했을

때에는 비교적 큰 변동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해안취약성 조사에

활용한 자료들 가운데 일부의 공간해상도가 비교적 낮은 점과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지형들의 규모와 분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모형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해안취약성의 양적·공간적 변화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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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황해안 지역의 해안지형 변화

제 1 절 간석지 면적의 변화

지역
간석지 면적

1980s 1990s 2000s 2010s

중국 5830 5311(▼ 9) 5084(▼ 4) 3542(▼30)

랴오닝성 734 868(▲18) 785(▼10) 582(▼26)

허베이성 550 369(▼33) 368(―) 194(▼47)

텐진시 184 104(▼44) 149(▲43) 73(▼51)

산둥성 1912 1280(▼33) 1057(▼17) 645(▼39)

장쑤성 2450 2690(▲10) 2725(▲ 1) 2048(▼25)

남한 2681 2368(▼12) 1706(▼28) 1715(▲ 1)

인천시 271 305(▲13) 105(▼66) 131(▲25)

경기도 583 552(▼ 5) 419(▼24) 528(▲26)

충청남도 407 288(▼30) 287(―) 318(▲11)

전라북도 340 323(▼ 5) 77(▼76) 64(▼17)

전라남도 1080 900(▼17) 818(▼ 9) 674(▼18)

북한 1975 1648(▼17) 1525(▼ 8) 1411(▼ 8)

평안북도 669 471(▼30) 472(―) 440(▼ 7)

평안남도 592 377(▼36) 377(―) 315(▼16)

황해남도 701 795(▲13) 674(▼15) 652(▼ 3)

개성시 13 5(▼62) 2(▼60) 4(▼100)

황해 전체 10486 9327(▼11) 8315(▼11) 6668(▼36)

표 4-1.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 변화(1980년대-2010년대)

단위: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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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im et al.(2018)

그림 4-1.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 변화(1980년대-2010년대)

본 절에서는 지난 37년 동안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간석지 면적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조사하였다(표 4-1). 조사 결과, 황해안 전체지역의

간석지 면적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약 10,500km2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의 간석지가 5,830km2로 황해안에 분포하는 간석지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남한과 북한의 간석지 면적이 각각 2,680km2(25.6%)와

1,980km2(18.8%)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중국 황해안의 간석지 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쑤성의

간석지가 2,450km2(42%)로 광역자치구역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쑤성의 간석지 면적이 특히 넓은 데에는

장쑤성 남단을 통해 황해와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양쯔강이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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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양쯔강으로부터 풍부한 양의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장쑤성

해안지역에 간석지의 공간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Renshun, 1992). 간석지의 면적이 1,912km2로 장쑤성

다음으로 많은 비율(32.8%)을 차지하였던 산둥성은 양쯔강 하구역을 통해

유입되는 퇴적물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동시에 황허강으로부터도

대량의 퇴적물을 공급받아 지속적으로 간석지의 면적이 확장되어왔던

지역이다(Ren and Shi, 1986). 그리고 산둥성과 인접한 허베이성(550km2;

9.4%)과 텐진시(184km2; 3.2%) 또한 황허강을 통해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간석지가 탁월하게 발달하였다. 랴오닝성 또한 랴오허강, 다링강,

샤오링강 등이 유입되는 랴오둥만을 중심으로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그 면적이 734km2(15.6%)에 달하였다.

남한 황해안의 1980년대 간석지 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광역자치구역은 전라남도로, 그 면적은 남한 황해안의 간석지 면적 가운데

약 40%인 1,080km2에 달하였다. 전라남도 해안지역에 간석지가 탁월하게

발달해있었던 것은 조차가 큰 대조차 해빈이 많고, 근해에 다수의 섬들이

분포하여 유속이 느려 세립질의 부유하중이 퇴적되기에 우수한 환경이기

때문이다(Alexander et al., 1991; Choi, 2014a). 이와 유사하게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차가 크며 한강 하구역을 통해 많은 양의 퇴적물이 공급되었던

경기도와 인천시의 간석지 면적 또한 각각 583km2(21.7%), 271km2(10.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간석지 면적은 407km2와

340km2로, 각각 남한 황해안의 간석지 면적 가운데 15.2%와 12.7%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황해안의 광역자치구역별 간석지 면적은, 해안지역이 한강 하구역

인근에 제한적으로만 분포하는 개성시(13km2; 0.7%)를 제외하면 양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강과 대동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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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이 공급되었던 황해남도의 경우 해안지역에 701km2(35.5%)에 달하는

간석지가 분포하였다. 압록강 하구역과 대령강 하구역 사이에 위치한

평안북도 해안지역의 경우, 669km2(33.9%)의 간석지가 분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사이에 위치한 평안남도의

간석지 면적은 592km2(30%)로 나타났다.

한편,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은 10년 주기별로 10% 이상씩 감소하여

현재는 약 6,668km2로 나타났으며, 이는 1980년대의 간석지 면적과 비교할

때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 경향성은 황해안 지역에서

간석지가 매년 1%씩 감소해왔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1b). 황해안 간석지 면적의 감소

경향성을 국가별로 나누어보면, 남한의 간석지 면적은 대규모 간척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된 1990년대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다(Choi, 2014b;

Koh and de Jonge, 2014).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0년대에

광범위한 면적(약 1,500km2)의 간석지가 소실되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6년간 소실된 간석지 면적이 약 560km2로, 그 양이 황해에 접한 세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었다.

황해를 둘러싼 국가들에서 간석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은 지역적으로

균등하지 않고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4-1a). 이러한 변화의 결과,

각국의 광역자치구역별 분포 비율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먼저 중국에서는

산둥성과 허베이성 및 텐진시의 간석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8.2%, 5.5% 및 2.1%로 감소하여 1980년대에 비해 도합 20%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에서의 간석지 면적 감소가 특히 황허강 하구역과

보하이만 및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남한의 경우 전라북도와 인천시의 간석지 비율이 도합 11.4% 감소하였으며,

이는 각각 새만금간척지와 시화간척지의 조성과 큰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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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북한에서는 평안남도의 간석지 면적비가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 평안북도의 경우 대령강 하구역 인근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간석지의 면적이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간석지

면적 감소량을 일정 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황해안 간석지의 시공간적 변화를 해당 지역에서

기존에 수행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값이나 경향성에는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기존 연구들과의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Murray et al.(2014)은 황해 간석지의

장기적인 면적 변화를 추적하여 1950년대에는 11,220km2, 1980년대에는

5,450km2, 그리고 2000년대에는 3,890km2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전술한 연구의 1980년대와 2000년대 황해안 간석지 면적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이 외에도

전술한 연구는 2000년대 북한 황해안의 간석지 면적이 1980년대의 간석지

면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여

두 연구 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Yang et al.(2011)은 중국의 보하이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간석지의 면적이 800km2에서 350km2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간석지 면적의 변화는 특히 2000년대에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변화 경향성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국 간석지

면적의 급격한 감소 경향과 일치한다.

황해안 지역에서의 간석지 면적 감소는 이 지역의 해안·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이 자연적

측면의 파급효과는 어업생산량과 같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MacKinnon et al., 2012).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간석지의

면적 감소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Y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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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Zhang et al.,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 해안지역의 간석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감소 추세가 최근에

들어와 더욱 급격해졌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황해안 지역에서 조사된 간석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두 가지의

인위적 요인과 두 가지의 자연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인위적

요인은 간척에 의한 직접적인 간석지의 감소와 하구둑이나 댐, 수중보 등의

건설에 따른 퇴적물 공급량의 감소이다(MacKinnon et al., 2012; He et al.,

2014; Koh and Khim, 2014). 자연적 요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에 의한 퇴적물 공급량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라 조간대 하부

간석지가 조하대로 바뀌는 것이다(Green and Coco, 2007; Craft et al., 2009).

전술한 요인들 가운데,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생한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 감소에는 인위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 감소에 있어서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력은

중국 상해지역을 대상으로 50여 년간의 간척지 면적 변화를 추적한 연구

(Yang, 1999)와 양쯔강댐의 축조에 따른 퇴적물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Yang

et al., 2003)와 같이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간석지의 관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 간석지 면적 변화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Nam et al., 2010).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석지 면적 감소에 인위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Wang et al., 2014a; Yue et al., 2016). 그러나

기후변화와 동반되는 다양한 현상들이 황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간석지 면적 변화에도 자연적인 요인들이 점차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Wang et al., 2014a; Che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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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안선의 길이와 지표피복 유형의 변화

황해안 지역의 1980년대와 2010년대 해안선 위치를 조사한 결과, 해안선의

길이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지역
해안선 길이

1980s 2010s

중국 8235 8196(▼ 0.5)

랴오닝성 3025 2999(▼ 0.9)

허베이성 645 697(▲ 8.1)

텐진시 135 341(▲152.6)

산둥성 3425 3214(▼ 6.2)

장쑤성 1004 945(▼ 5.9)

남한 5817 5700(▼ 2.0)

인천시 959 1064(▲ 11.0)

경기도 432 262(▼ 39.4)

충청남도 1190 1168(▼ 1.9)

전라북도 570 548(▼ 3.9)

전라남도 2666 2658(▼ 0.3)

북한 2397 2075(▼ 13.4)

평안북도 819 647(▼ 21.0)

평안남도 267 231(▼ 13.5)

황해남도 1274 1173(▼ 7.9)

개성시 37 24(▼ 35.1)

황해 전체 16449 15971(▼ 2.9)

표 4-2. 황해안 지역의 해안선 길이 변화(1980년대-2010년대)

단위: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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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지역의 해안선 길이 변화를 조사하기에 앞서 1980년대의 황해

해안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해안 지역의 전체 해안선 길이는 16,449km에

달하였으며 중국의 해안선 길이(8,235km)가 전체 해안선 길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남한의 해안선 길이는 5,817km로 35%에 달해,

중국의 해안선 길이와 차이가 크지 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해안선의

길이가 2,397km (15%)로, 중국 해안선 길이의 1/3 이하, 남한 해안선 길이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의 황해안 지역 해안선 길이를 조사한 결과 가운데 중국의

해안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둥성의 해안선이 3,425km(42%)로 전체

광역자치구역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둥성 해안지역에 산둥반도와 라이저우만 및 보하이만 등이 위치하여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한 것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랴오둥만과 랴오둥반도가 위치하여 해안선의 형태가 복잡한

랴오닝성의 경우에도 해안선의 길이가 3,025km(36.7%)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쑤성은 산둥반도 남단부터 양쯔강 경계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있지만, 해안선의 형태가 단조로워 그 길이가 1,004km(12.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베이성 또한 랴오둥만 서측부터 보하이만

중부지역에 걸쳐있지만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운 형태로 이루어져 그

길이가 645km(7.8%)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하이만 북부지역에 위치한

텐진시의 해안선 길이는 135km(1.6%)로 나타났다.

1980년대 남한 황해안의 해안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광역자치구역은 해안선 길이가 2,666km(45.8%)에 달하는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공간적 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해안선 길이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는 크고 작은 섬들이 다수 분포하는 등

전라남도 해안지역의 수륙분포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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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이 복잡하고 다수의 섬들이 분포하는 충청남도와 인천시의 해안선

길이 또한 각각 1,190km(20.5%)와 959km(16.5%)로 나타나, 중국 장쑤성의

해안선 길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안선의 형태가 비교적

단조로운 전라북도의 해안선 길이는 570km(9.8%)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의

해안선 길이는 432km(7.4%)로 광역자치구역들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북한 황해안의 광역자치구역별 해안선 길이는 황해남도의

해안선 길이가 1,274km(53.1%)로 북한의 전체 해안선 길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해남도의 해안지역이 다수의

반도(장연반도, 옹진반도, 강령반도)와 만(대동만, 옹진만, 해주만)으로

이루어져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한 것과 큰 관련이 있다. 평안북도 또한

선천군과 철산군에 신미도, 가도, 대화도, 탄도 등등 다수의 섬이 분포하고

철산반도가 위치하는 등 해안의 드나듦이 비교적 복잡하여 해안선의 길이가

819km(34.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안의 형태가 비교적 단조로운

평안남도의 해안선 길이는 267km(11.1%)에 불과하였다. 한강 하구역 일부

해안지역만을 포함하는 개성시의 해안선 길이는 37km(1.5%)로 조사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 황해안 지역의 해안선 길이는 15,971km로 1980년대

대비 477km(2.9%) 감소하였다. 해안선 길이 감소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38km로, 황해안 전체지역의 해안선 감소량 가운데 8% 수준이며

1980년대의 중국 해안선 길이와 비교하면 0.5% 정도만 감소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해안선 길이 감소량이 117km(24.5%)로

중국에 비해 3배 이상 컸으며, 이는 1980년대 남한 해안선 길이의 2%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황해안 지역에서는 322km (67.5%)의 해안선이

감소하여 그 양이 다른 두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1980년대의

해안선 길이와 비교해도 감소율이 13.4%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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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지역의 해안선 길이 변화를 광역자치구역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산둥성과 장쑤성 및 랴오닝성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텐진시와 허베이성에서는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하여 상반된

변화 경향성을 보인다. 해안선 길이가 가장 크게 감소한 광역자치구역은

산둥성으로 211km가 감소하였으며, 59km가 감소한 장쑤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감소한 해안선은 1980년대 해당 지역의 해안선 길이 가운데

각각 6.2%, 5.9%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안선 길이의 감소는 주로 해안만에

제방을 쌓아 기존의 해안선을 단순화하면서 발생하였다(그림 4-2a,b).

한편, 텐진시의 경우 해안선의 길이가 206km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량은

1980년대 해안선 길이의 152.6%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른 광역자치구역들과

상이한 텐진시의 해안선 길이 변화 역시 기존의 해역에 제방을 쌓아

간척지를 조성한 것과 연관성이 높다(그림 4-2c). 이 때, 이 지역에서는

해안 간척을 통해 대규모 항만인 텐진항을 건설하였으며, 선박의 접안을

위해 다수의 부두를 건설하였다. 이처럼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해지는

형태의 간척이 이루어진 결과, 1980년대에 비해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한

것이다(Tian et al., 2016).

마지막으로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의 해안선 길이 변화량은 각각 52km

(8.1%) 증가와 26km(0.9%) 감소로, 이러한 변화에는 전술한 두 가지 형태의

간척지 조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그림 4-2d~f). 먼저 허베이성의

경우 루안허강 하구역을 비롯하여 많은 해안지역에서 해안선을 단순화하는

형태로 간척지들이 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규모 항만인 차오페이뎬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안선 길이가 증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랴오닝성의

경우에도 랴오둥반도에서는 해안만의 입구를 막아 간척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랴오둥만에서는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하는 형태로 간척지들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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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의 1980년대(황색)와 2010년대(적색)의 해안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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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황해안 지역의 2010년대 해안선 길이를 광역자치구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등 대부분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해안선의 길이가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인천시의 해안선 길이는

증가하였다. 해안선 길이가 감소한 지역들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1980년대에

비해 170km(39.4%)의 해안선이 감소하였으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경우 감소량이 각각 22km(1.9%), 22km(3.9%), 그리고 8km

(0.3%)에 불과하여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해안선 길이가 105km 증가해, 해안선 길이 증가율이 11%에 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인위적으로 해안선을 변화시킨 해역의 지형적 특성과 해당

지역에서 제방을 쌓은 목적에 따른 형태적 특성 등 두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먼저 해안선 감소량이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중국 산둥성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화호와 화성호 등 해안만을 방조제로 막는 과정에서

기존의 복잡했던 해안선이 단순화되었다(그림 4-3a). 한편, 1980년대에 비해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한 인천시의 경우, 중국 텐진시의 사례와 유사하게

간척사업을 통해 대규모 항만인 인천 신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안선

길이가 증가하였다. 영종도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조성된 영종도간척지의

경우, 거리가 다소 떨어진 두 섬인 영종도와 용유도를 두 개의 방조제로

잇고 그 내부를 매립하는 형태로 간척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해안선의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그림 4-3b).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해안선

길이 변화가 적었던 이유는 석문지구 간척지와 같이 해안만을 방조제로

막아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한 유형과 대규모 항만인 평택항을 조성하면서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한 사례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4-3c).

전라남도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추가로 조성된 간척지 면적이 넓지 않으며,

신규 조성된 간척지들의 경우 영종도 간척지의 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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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남한의 1980년대(황색)와 2010년대(적색) 해안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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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방조제로 이은 형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해안선 길이 변화량이 매우

적었다(그림 4-3d).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최대 규모인 새만금 간척지가

조성된 전라북도에서 해안선 감소량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새만금 간척지가

조성된 동진·만경강 하구역의 기존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시화호나 화성호에 건조된 방조제들과 달리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해안만의 입구를 막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기존 해안선 전면에

나란히 방조제를 건조하는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그림 4-3e).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황해안 지역에 위치한 네 개 광역자치구역

모두 공통적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였다. 특히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경우 해안선 길이가 각각 172km와 101km 감소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해안선 길이의 21%와 8%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황해남도에서는

소규모 해안만의 입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그 내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간척지들을 조성한 것이 해안선 길이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림 4-4a). 해식지형이 탁월하게 발달하여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했던

평안북도의 경우 근해의 섬들을 방조제로 이어 내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간척지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안선 길이가 감소하였다(그림 4-4b).

평안남도에서도 대동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해안만의 입구나 갯벌이 잘

발달한 근해에 방조제를 쌓아 다수의 간척지들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비해서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였으나,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한

지형적 특성상 간척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었던 탓에 해안선

길이 감소량은 36km(13.5%)에 불과하였다(그림 4-4c). 마지막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역 일부에 해안지역이 분포하는 개성시의 경우에도

간척지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해안선의 길이가 1980년대 대비 13km(35.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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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해 주변 해안지역에 위치한 세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안선의 위치와 길이의 변화는 주로 간척지 조성과 같이

해안지역의 개발에 인해 발생하였다.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해안지역의

지형 변화 경향성은 해안선의 위치와 길이의 변화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구성하는 지표피복 재질에 대한 변화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4-3).

그림 4-4. 북한의 1980년대(황색)와 2010년대(적색) 해안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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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황해안 지역의 1980년대와 2010년대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해안선 길이의 경우보다 더욱 뚜렷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지역
사질해안 암석해안 인공해안 혼합해안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중국 34 14(▼) 6 6(―) 42 68(▲) 18 11(▼)

랴오닝성 23 8(▼) 9 9(―) 42 66(▲) 26 15(▼)

허베이성 41 14(▼) 2 3(▼) 28 76(▲) 28 8(▼)

텐진시 5 2(▼) 12 4(▼) 65 88(▲) 19 6(▼)

산둥성 43 22(▼) 4 4(―) 39 63(▲) 13 10(▼)

장쑤성 39 13(▼) 2 2(―) 54 81(▲) 5 4(▼)

남한 10 8(▼) 18 13(▼) 69 72(▲) 3 2(▼)

인천시 10 5(▼) 9 6(▼) 80 85(▲) 0 0(―)

경기도 11 6(▼) 5 6(▲) 68 73(▲) 15 8(▼)

충청남도 16 12(▼) 22 15(▼) 59 65(▲) 3 2(▼)

전라북도 7 7(―) 24 13(▼) 63 67(▲) 6 5(▼)

전라남도 9 7(▼) 21 15(▼) 70 72(▲) 1 1(―)

북한 27 19(▼) 6 6(―) 41 58(▲) 27 16(▼)

평안북도 11 9(▼) 6 7(▲) 51 66(▲) 32 17(▼)

평안남도 8 6(▼) 6 7(▲) 45 47(▲) 41 40(▼)

황해남도 40 26(▼) 6 6(―) 34 55(▲) 20 11(▼)

개성시 45 11(▼) 0 0(―) 12 37(▲) 43 48(▲)

황해 전체 25 12(▼) 10 9(▼) 51 68(▲) 14 8(▼)

표 4-3. 황해안 지역의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변화(1980년대-2010년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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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경우 황해안 지역 해안선 가운데 51%는 지표피복 유형이

인공해안이었으며, 다음으로 사질해안(25%), 혼합해안(14%), 암석해안

(10%)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황해안에 위치한 세 국가들의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인공해안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남한은 1980년대부터 이미 인공해안의 비율이 중국(42%)이나

북한(41%)에 비해 다소 높은 69%로 나타나 해안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질해안의 구성비 또한 중국(34%)과

북한(27%)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남한(10%)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 인공해안의 비율이 높은 것과 대비되었다. 이에 반해 암석해안의

비율은 남한이 18%로, 중국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6%에 불과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공해안 전면부에 짧은 사질해안이

형성된 유형을 의미하는 혼합해안의 비율은 세 국가들 가운데 북한의

비율이 가장 높은 27%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남한의 경우 각각

18%와 3%로, 국가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2010년대의 황해안 지역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비해 인공해안의 비율이 68%로 크게 증가한 반면,

다른 유형들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황해 주변에

위치한 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사질해안의 비율이

절반 넘게 감소하여 12%에 불과해졌으며, 암석해안과 혼합해안 또한

각각 9%와 8%로 다소 감소하였다.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의 변화는 특히

중국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인공해안의 비율은 26% 증가하여 전체

해안선 가운데 68%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로 중국

황해안 지역의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 황해안

지역에서 인공해안의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사질해안은 20% 급감한

14%에 불과해졌으며, 혼합해안 또한 7% 감소하여 11%가 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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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남한 황해안 지역의 지표피복 유형별 해안선 구성은 1980년대

대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암석해안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여 13%가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유형들의 변화폭은 3% 내외로

적었다. 북한의 해안선 지표피복 유형의 변화는 중국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인공해안의 비율은 1980년대 대비 17% 증가하여

58%가 되었으며, 사질해안과 혼합해안은 각각 19%와 16%로, 1980년대에

비해 10% 넘게 감소하였다.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 가운데 자연해안의 비율이 감소하고 인공해안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의 시·공간적 변화는 지난 37년 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지형변화에 인위적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증거이다. 그리고 전체 황해안 가운데 일부 지역들을 사례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 지역의 지형변화가 주로 인위적인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왔음이 확인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Hou et al.(2016)은 황해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괄하는 중국 전체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1990년과

2014년 사이에 발생한 해안선 변화를 추적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의 전체

해안지역에서 인공해안의 비율은 30%에서 67%로 크게 증가한 데에 반해

자연해안의 비율은 70%에서 3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Zhu et

al.(2014)은 랴오둥만과 보하이만 및 라이저우만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안선 변화를 추적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해안선의 길이가

634km 증가하였으나 자연해안선의 길이는 오히려 836km 감소하였으며,

인공해안선의 길이가 1470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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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간척지 면적의 변화

지역
간척지 면적

1980s 1990s 2000s 2010s

중국 a2361 b1178(3539) b2723(6262) c,*1105(7367)

랴오닝성 573 235(808) 656(1464) 253(1717)

허베이성 170 86(256) 431(687) 150(837)

텐진시 19 17(36) 272(308) 92(400)

산둥성 1284 231(1515) 797(2312) 345(2657)

장쑤성 315 609(924) 567(1491) 265(1756)

남한 d368 d539(907) d523(1430) e, **150(1580)

인천시 - 46(46) - (46) - (46)

경기도 - 211(211) 62(273) - (273)

충청남도 230 56(286) 14(300) - (390)

전라북도 - - 401(401) - (461)

전라남도 138 226(364) 46(410) - (410)

북한 f155 f218(373) g376(749) ***31(780)

황해 전체 2884 1935(4819) 3622(8441) 1286(9727)
aMeng et al., 2017, bTian et al., 2016, cWang et al., 2014b, d농림축

산식품부, 2015, eKoh and Khim, 2014, f통일연구원, 2001, g국토해양

부, 2014
*진행중인 간척사업 포함
**계획에는 있으나 착공하지 않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표 4-4. 황해안 지역의 간척지 면적 변화(1980년대-2010년대)

단위: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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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지역에서 조성된 간척지 면적에 대한 조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대규모로 간척지가

조성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간척지 면적

변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나 시간적 범위가 비교적 짧거나 그

간격이 큰 연구들만을 통해서 황해안 전체지역에서 발생한 간척지 면적의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Choi, 2014b;

Wang et al., 2014b). 따라서 본 연구는 황해안 지역에서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황해안 전체지역에서 지난 37년간 발생한 간척지 면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 연구에서 간척지 조성 면적과 관련된

정보들을 발췌한 뒤, 이를 시기별·지역별로 재구성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표 4-4).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에 조성된 간척지 면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간척지 조성 면적은 7,367km2로 황해안 전체지역에서

조성된 간척지 면적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한과

북한의 경우 각각 1,580km2와 780km2로, 국가별 간척지 조성 면적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의 간척지 조성 면적이 남한과 북한의

간척지 조성 면적을 더한 양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황해안 지역의 간척지 면적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산둥성에서 대규모(1,284km2)로 간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해당 기간

중국의 황해안 지역에 조성된 전체 간척지 면적의 50%를 넘는 양이다.

1990년대에는 장쑤성(609km2)과 랴오닝성(235km2)에서 해안지역의 간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황해안 지역에서 간척지가 가장 활발하게

조성되었던 2000년대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구역에서 신규 간척지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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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중국 황해안에서는 간척지 면적이

2,723km2 증가하였다. 특히 대규모 항만인 텐진항과 차오페이뎬항이 조성된

텐진시와 허베이성에서는 이전 시기들에 비해 간척지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대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구역에서 신규 간척지

면적이 고르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간척지 조성 면적은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인 1,105km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황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소규모 간척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시기별 간척지 면적 변화가 주로 대규모 간척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시화간척지가 조성된 경기도에서는 1990년대의

간척지 조성 면적이 198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 지역의 신규 간척지 조성 면적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라북도에 새만금간척지가 조성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1990년대와 유사한 면적의 간척지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한편, 새만금간척지

공사 과정에서 해안지역의 매립으로 인한 해안·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간척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내륙과 해안의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습지보전법이

1998년에 제정되었다(남정호, 2006). 이에 영향을 받아 주요 간척지들의

매립계획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으며, 남한의 2010년대 신규 간척지 조성

면적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황해안 간척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누적 면적이 749km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2010년대에

새롭게 조성된 간척지 면적을 산출한 결과, 북한에서도 2010년대부터는

해안지역의 개발 압력이 다소 누그러져 약 31km2의 면적만 새롭게 간척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2010년대에 새로 조성된 북한의 간척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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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각지에 걸쳐서 소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황해남도 옹진반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한편, 간척지의 조성은 다양한 방향으로 해안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축조해야 하는 제방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해안선에 비해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에너지를

충분히 소산시키지 못한다(Walker, 2012). 따라서 간척지의 조성은 제방

전면부를 중심으로 해안침식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태풍 내습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Wang et al., 2012). 또한, 기후변화에 동반되는 다양한

환경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전술한 요소들로 인해 이러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Kirwan and Megonigal, 2013; Cazenave and Le Cozannet, 2014).

자료: Yim et al.(2018)

그림 4-5. 북한 황해안 지역에서 2010년대에 조성된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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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에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 조사 결과를 기술하였다.

먼저 간석지 면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황해 해안지역의 간석지는 약

10,500km2에서 6,670km2로 연평균 1%씩 감소하여 총 36%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감소량이

2,288km2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황해안에서 감소한 간석지 면적의

40%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966km2(36%)와 564km2

(29%)씩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황해안 간석지의 시공간적 변화를 기존에 수행된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값이나 경향성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Yang et al., 2011).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Murray et al.(2014)는 황해안의 간석지

면적을 1980년대의 경우 5,450km2, 그리고 2000년대의 경우 3,890km2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면적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약 50%

수준에 불과하여 두 연구 결과 사이에 다소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2010년대 간석지 조사 결과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자료와 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할 때, Murray et al.(2014)이 간석지 면적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한국에서 해안지역의 간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간석지가 지니는 생태적 가치와 그로부터 인류가

얻는 편익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Costanza et al., 1997). 간석지 면적 감소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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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Yang et al., 2011;

MacKinnon et al., 2012; Zhang et al.,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감소

추세가 최근에 들어와 더욱 급격해졌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황해안 지역에서 간석지의 면적이 감소한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각각 두 가지의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간석지 면적 변화에는 자연적 요인들에 비해 인위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Yang, 1999; Yang et al., 2003). 그러나

남한의 경우 습지보전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인식이 간석지를

개발하기보다는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Nam et al., 2010;

Koh and Khim, 2014). 최근에 들어와 중국에서도 황해 간석지의 생태학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향후 중국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Wang et al., 2014a;

Ye et al., 2016; Yue et al., 2016; An et al., 2007; Sun et al., 2017; Shang

et al., 2018).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

변화에는 자연적인 요인들이 점차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Wang

et al., 2014a; Chen et al., 2017). 이에 따라 황해안 지역에서 간석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와 보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에 황해의 해안선 길이는 16,450km에서 15,970km로 480km

(3%) 감소하였다. 해안선 길이 감소량의 약 68%에 해당하는 330km가

북한에서 감소하였다. 남한의 해안선 길이 감소는 120km로 비교적 적었으며,

중국의 경우 40km로 가장 적은 양이 감소하였다. 황해 해안선 길이의

감소는 주로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만의 입구에 방조제를 건조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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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발생하였다. 한편, 해안선의 길이가 오히려

증가한 지역들도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해안선 형태가 비교적

단조로웠던 점과 대규모 항만의 형태로 간척지를 조성하여 해안선의 형태가

복잡해진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Tian et al., 2016).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에 황해안 지역의 지형 변화가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은 해안선을 구성하는 지표피복

유형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황해안

전체지역에 대한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인공해안의 비율이 약 51%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에는 6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사질해안과 암석해안 등 자연해안의 비율은 35%에서

21%로 감소하였으며, 인공해안과 자연해안이 혼합된 해안 또한 10%에서

8%로 소폭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전체 해안선에서 인공해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의 경우 남한이 69%로 중국(42%)이나 북한(41%)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2010년대의 경우 중국(68%)과 북한(58%)에서 그 비율이

크게 높아져 남한(72%)과의 차이가 많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부터 황해안 지역에서 조성된 간척지 면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간척지 면적이 7,367km2로, 남한(1,580km2)과

북한(790km2)의 간척지 면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전체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기에 걸쳐서 남북한의 간척지 면적을 합한

양보다 더 많은 면적의 간척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2010년대에

공사중 또는 계획중인 간척지의 면적도 약 1,100km2에 달하는 등 최근에도

간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0년대에 들어와

간척이 급격하게 감소한 남북한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상기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198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간석지의 면적, 해안선의 길이 및 지표피복 유형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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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간척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에 인위적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Zhu et al., 2014; Hou et al., 2016). 그리고 간척지의 조성으로

대표되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해안지형의 변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해안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Walker, 2012; Wang et al., 2012). 특히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는 간척지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Kirwan and Megonigal, 2013; Cazenave and Le Cozannet, 2014).

지금까지 몇몇 연구들이 황해안의 대규모 간척지를 사례로 해안지형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량이나 해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산정한 바 있다(Peeling et al., 2013; Jin et al., 2016). 그러나 전술한 기존

연구들은 황해안 전체지역 가운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거나,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짧거나 그 간격이 크다. 이 때문에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더라도 황해안 전체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나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이 상이하여 결과물의 통합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황해안

지역에서 해안지형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가 수행된 지역 외에도 다양한

지역 또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황해안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조사 자료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황해안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자료와 방법론을 통해

해안지형의 변화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변화가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의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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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

제 1 절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변화

지역

낮음

(1~2)

중간

(2~3)

높음

(3~4)

매우 높음

(4~5)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중국 1 1(―) 46 48(▲) 46 47(▲) 8 5(▼)
랴오닝성 0 0(―) 32 31(▼) 56 62(▲) 12 7(▼)
허베이성 0 0(―) 28 39(▲) 56 52(▼) 18 9(▼)
텐진시 3 0(▼) 94 96(▲) 3 4(▲) 0 0(―)
산둥성 1 1(―) 51 53(▲) 43 41(▼) 5 5(―)
장쑤성 7 2(▼) 72 78(▲) 21 20(▼) 0 0(―)
남한 38 41(▲) 59 57(▼) 3 2(▼) 0 0(―)
인천시 4 4(―) 87 90(▲) 9 6(▼) 0 0(―)
경기도 17 20(▲) 76 77(▲) 7 3(▼) 0 0(―)
충청남도 28 29(▲) 67 68(▲) 5 3(▼) 0 0(―)
전라북도 35 37(▲) 64 62(▼) 1 1(―) 0 0(―)
전라남도 63 65(▲) 37 35(▼) 0 0(―) 0 0(―)
북한 1 0(▼) 40 49(▲) 52 48(▼) 7 3(▼)
평안북도 0 0(―) 34 38(▲) 60 58(▼) 6 4(▼)
평안남도 0 0(―) 9 18(▲) 86 78(▼) 5 4(▼)
황해남도 1 1(―) 51 59(▲) 41 37(▼) 7 3(▼)
개성시 3 6(▲) 41 88(▲) 56 6(▼) 0 0(―)

          　 　 　
황해 전체 13 14(▲) 49 51(▲) 33 32(▼) 5 3(▼)

표 5-1.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수준에 따른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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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자연적 측면에서

지난 37년 동안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표 5-1). 먼저 1980년대의 경우 생물·지리·물리적 현상과 관련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최소 1.31에서 최대 4.82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대의 경우 최소 1.31에서 최대 5.0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의 최대 폭이 다소 증가하였다.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낮음(1~2), 중간(2~3), 높음(3~4), 그리고

매우 높음(4~5)으로 구분할 경우, 1980년대의 황해안 전체지역 가운데

13%는 해안취약성이 낮았으며, 49%는 중간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3%의 황해안 지역은 해안취약성이 높았으며, 5%는 매우 높았다.

해안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주로 중국과 북한 해안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안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

가운데 81%는 중국에 위치하며, 19%는 북한에 위치하였으며, 취약성이

높은 지역들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3%, 23%로

나타났다(그림 5-1).

1980년대부터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2010년대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들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안취약성이 ‘높음’인 지역과

‘매우 높음’인 지역의 비율은 각각 1%, 2% 포인트 감소하여 32%와 3%가

되었다. 이에 반해 해안취약성이 ‘중간’인 지역의 비율은 2% 포인트가

증가하여 51%가 되었으며, ‘낮음’인 지역의 비율 또한 1% 포인트 증가하여

14%가 되었다. 2010년대에도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중국과

북한에 위치하였다. 특히 해안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서

중국 해안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5%와 76%로 1980년대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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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분포(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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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분포(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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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 가운데 1980년대의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8%의 지역에서 해안취약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비율도 46%로,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해안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은 약 56%의 해안지역이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지역들에서는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해안지역의 비율도 각각

18%와 12%로, 전체 해안지역 가운데 각각 74%와 68%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텐진시의 경우 대부분의

해안지역이 중간 이하의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쑤성도 약

79%에 해당하는 해안지역들의 취약성이 중간 이하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대부분의 해안지역에서 취약성이 중간 이하로 나타났으며,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대체로 해안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안지역은 주로

인천과 경기 및 충청남도에 분포하며, 각각 해당 광역자치구역의 전체

해안지역 가운데 9%, 7%, 5% 정도의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모든 해안지역의 취약성이 중간 이하로 나타나,

황해안 전체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광역자치구역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황해안 지역은 남한의 해안지역과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해안취약성에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황해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의 지역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가운데 7%의 해안지역은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안남도의 경우, 중간 정도의 취약성을 보이는 9%의 해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해안지역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안북도와 개성도 절반 이상의 해안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남도 또한 높음 이상의 취약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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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의 비율이 48% 정도로 나타나 다른 광역자치구역들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0년대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1980년대와 비교해보면,

중국에서는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비율이 3%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성이 ‘높음’과 ‘중간’인 지역들의 경우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해안지역의 취약성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허베이성, 랴오닝성 및 산둥성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장쑤성과 텐진시의

경우 취약성이 낮은 지역의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지역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이한 변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3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해안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해안절벽과

같이 취약성이 낮은 지역들이 전체 해안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간척을 통해 조성된 해안지역들 가운데 고도가 낮은 지역들의

경우 해수면 상승이나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에 의해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텐진시와 산둥성은 간척과 같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해안지형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 지역으로, 전술한 이유들로 인해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황해안 지역에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은 남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 취약성이

낮은 지역의 비율은 2010년대의 경우 41%로 1980년대 대비 3%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성이 ‘중간’인 지역은 2%포인트 감소하였고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한 1%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광역자치구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황해안 지역에서는

취약성이 낮은 지역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사례와 같이

취약성이 ‘중간’인 지역의 비율이 1980년대의 40%에서 2010년대에는 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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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지역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광역자치구역에서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해안취약성은 특히 개성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해안선 길이는 1980년대 기준 37km에 불과하여 실제 변화량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고, 황해남도와 평안북도의 변화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지표피복 지형기복 자연서식지 해수면변화 풍랑 폭풍해일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중국 4.9 4.8(▼) 3.6 4.3(▲) 4.0 4.9(▲) 4.6 4.4(▼) 4.1 3.9(▼) 4.2 4.1(▼)

랴오닝성 4.9 4.7(▼) 3.6 4.3(▲) 3.7 4.8(▲) 5.0 4.9(▼) 3.9 3.3(▼) 4.6 4.6(―)

허베이성 4.9 5.0(▲) 3.8 4.3(▲) 4.9 5.0(▲) 5.0 5.0(―) 4.4 4.4(―) 2.8 3.0(▲)

산둥성 5.0 5.0(―) 3.6 4.3(▲) 4.2 5.0(▲) 3.5 3.6(▲) 4.6 4.5(▼) 4.1 3.6(▼)

북한 4.8 4.8(―) 3.6 3.7(▲) 4.8 5.0(▲) 4.5 4.7(▲) 3.8 3.8(―) 3.9 4.0(▲)

평안북도 4.8 4.5(▼) 3.6 4.0(▲) 4.5 5.0(▲) 5.0 5.0(―) 2.8 2.7(▼) 4.8 5.0(▲)

평안남도 4.6 4.6(―) 3.4 2.6(▼) 5.0 5.0(―) 5.0 4.8(▼) 4.2 4.8(▲) 4.0 4.0(―)

황해남도 4.9 5.0(▲) 3.6 3.8(▲) 5.0 5.0(―) 4.3 4.4(▲) 4.3 4.3(―) 3.5 3.3(▼)

　 　　 　 　　 　 　　 　 　　 　 　　 　 　　

황해 전체 4.9 4.8(▼) 3.6 4.2(▲) 4.1 4.9(▲) 4.6 4.5(▼) 4.1 3.9(▼) 4.1 4.0(▼)

표 5-2.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매우 높음인 지역의 변수별 취약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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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표피복 지형기복 자연서식지 해수면변화 풍랑 폭풍해일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중국 3.7 2.7(▼) 3.4 4.0(▲) 4.0 4.4(▲) 4.2 4.2(―) 3.3 3.3(―) 3.9 4.1(▲)

랴오닝성 3.1 2.1(▼) 3.3 3.7(▲) 3.9 4.3(▲) 5.0 5.0(―) 3.0 3.0(―) 4.7 4.8(▲)
허베이성 4.1 2.4(▼) 3.8 4.7(▲) 4.6 4.7(▲) 4.8 5.0(▲) 3.6 3.6(―) 2.4 2.6(▲)
텐진시 4.8 5.0(▲) 4.0 4.8(▲) 4.5 5.0(▲) 4.2 4.1(▼) 2.8 4.0(▲) 1.0 1.0(―)
산둥성 4.4 3.4(▼) 3.4 4.0(▲) 4.2 4.7(▲) 3.2 3.2(―) 3.5 3.6(▲) 3.4 3.5(▲)

장쑤성 5.0 3.7(▼) 3.9 4.8(▲) 2.8 3.6(▲) 2.0 2.0(―) 3.7 4.4(▲) 2.8 3.0(▲)
남한 4.3 3.2(▼) 3.2 3.6(▲) 5.0 5.0(―) 3.3 3.4(▲) 3.9 4.2(▲) 1.7 1.9(▲)
인천시 3.8 2.3(▼) 3.1 3.7(▲) 5.0 5.0(―) 3.8 3.8(―) 3.8 4.3(▲) 2.2 2.3(▲)

경기도 4.5 4.3(▼) 3.4 3.4(―) 5.0 5.0(―) 3.2 3.1(▼) 3.5 2.8(▼) 1.6 2.0(▲)
충청남도 4.9 4.4(▼) 3.2 3.2(―) 5.0 5.0(―) 2.8 3.0(▲) 4.1 4.2(▲) 1.2 1.4(▲)
전라북도 5.0 5.0(―) 3.2 3.0(▼) 5.0 5.0(―) 2.0 2.0(―) 4.8 5.0(▲) 1.0 1.0(―)
전라남도 5.0 4.4(▼) 4.0 4.7(▲) 5.0 5.0(―) 2.0 2.0(―) 4.0 4.0(―) 1.0 1.0(―)

북한 3.4 2.8(▼) 3.1 3.2(▲) 4.9 5.0(▲) 4.6 4.6(―) 2.9 3.2(▲) 3.8 4.0(▲)
평안북도 2.7 2.1(▼) 3.1 3.4(▲) 4.8 5.0(▲) 5.0 5.0(―) 2.5 2.9(▲) 4.5 4.9(▲)
평안남도 2.2 2.2(―) 3.2 2.6(▼) 5.0 5.0(―) 4.7 4.7(―) 3.6 3.8(▲) 4.0 4.0(―)

황해남도 4.3 3.6(▼) 3.1 3.1(―) 5.0 5.0(―) 4.2 4.3(▲) 3.1 3.3(▲) 3.3 3.3(―)
개성시 4.9 4.5(▼) 3.6 3.0(▼) 5.0 5.0(―) 4.0 4.0(―) 1.5 2.0(▲) 2.0 2.0(―)

　 　　 　 　　 　 　　 　 　　 　 　　 　 　　
황해 전체 3.7 2.7(▼) 3.3 3.8(▲) 4.2 4.6(▲) 4.2 4.3(▲) 3.2 3.3(▲) 3.8 4.0(▲)

표 5-3.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음 이상인 지역의 변수별 취약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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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황해안에서 발생한 해안취약성의

변화에 있어서 해안취약성 지수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각 변수들이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1980년대와 2010년대 각 시기에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매우 높음인 지역(표 5-2)과 높음 이상인 지역

(표 5-3)들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각 변수의 취약성을 군집화하였다.

이후 군집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1980년대에 해안취약성이 매우 높았던 지역들은 평균적으로

지표피복 취약성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해수면변화 취약성 또한 4.6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서식지와 풍랑 및 폭풍해일 취약성

또한 4보다는 높았으나 전술한 두 변수들의 취약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형기복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10년대에

해안취약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지역들은 평균적으로 자연서식지 취약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표피복, 해수면변화, 지형기복, 폭풍해일,

풍랑 취약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른 변수들의 취약성이

0.1~0.2 정도 감소한 반면, 자연서식지와 지형기복 취약성이 각각 0.8과

0.6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술한 변화는 세부적인 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광역자치구역들에서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지형기복과 자연서식지 변수들의 평균적인 취약성이 다른 변수들의

그것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경향성은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음

이상인 지역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들에 대한 변수별 취약성 조사 결과에서는 지형기복과 자연서식지

변수들의 취약성 평균값은 각각 3.3에서 3.8로, 4.2에서 4.6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지표피복 변수의 취약성 평균값이 3.7에서 2.7로 크게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앞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수준에 따른 비율 조사에서는 취약성이



- 115 -

높은 지역들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변화 경향성을 발견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취약성이 높은 지역들의 변수별 취약성 평균값 변화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지난 37년 동안 발생한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에는 기후변화에 비해 해안지형의 변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황해안 지역 전반에 걸쳐서 해안취약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해안선의 지표피복이

자연해안에서 인공해안으로 전환되면서 지표피복 취약성이 낮아진 점이다.

또한, 전술한 과정에서 간석지와 염습지 등 해안지역 전면부에 위치한

자연서식지가 사라진 지역과 새로 형성된 해안지역의 고도가 낮고 평탄한

지역의 경우 해안취약성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술한 변수별 취약성

변화는 중국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여, 해당 기간에 발생한 국가별 해안지형

변화의 양적 특성과도 유사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황해안 지역의 취약성을 조사한 연구는 그 수가 제한적이며,

중국 해안지역을 사례로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본 연구와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Yin et al.(2013)은

7종의 기상·기후 조건들과 7종의 지형·인문 조건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황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성을 조사하였다. 전술한 변수들로부터 산출한

취약성 지수는 주로 텐진시와 장쑤성, 라이저우만 및 랴오둥만 등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진 지역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본 절에서 다룬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텐진시나 라이저우만과

같이 상이한 부분도 존재한다. 전술한 차이는 본 절에서 다룬 해안취약성이

자연적 측면의 변수들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와 지표피복유형 등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서 기인하는 파급효과를 조사할 때 고려하였으며,

이는 다음 절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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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변화

지역

낮음

(1~2)

중간

(2~3)

높음

(3~4)

매우 높음

(4~5)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중국 49 79 (▲) 2260 5925 (▲) 2034 3652 (▲) 331 369 (▲)

랴오닝성 1 0(▼) 770 1136(▲) 1224 2167(▲) 163 110(▼)

허베이성 0 0(―) 41 176(▲) 154 224(▲) 72 83(▲)

텐진시 3 0(▼) 56 417(▲) 0 13(▲) 0 0(―)

산둥성 26 32(▲) 1243 3754(▲) 632 1217(▲) 94 176(▲)

장쑤성 20 47(▲) 151 451(▲) 25 20(▼) 0 0(―)

남한 663 968 (▲) 1043 1622 (▲) 83 45 (▼) 0 0 (―)

인천시 8 25(▲) 398 621(▲) 52 15(▼) 0 0(―)

경기도 2 245(▲) 218 608(▲) 17 24(▲) 0 0(―)

충청남도 53 86(▲) 107 134(▲) 12 6(▼) 0 0(―)

전라북도 30 81(▲) 80 123(▲) 1 0(▼) 0 0(―)

전라남도 571 531(▼) 240 136(▼) 2 0(▼) 0 0(―)

북한 3 5 (▲) 227 534 (▲) 463 563 (▲) 47 26 (▼)

평안북도 0 0(―) 84 114(▲) 291 264(▼) 26 10(▼)

평안남도 0 0(―) 6 39(▲) 68 136(▲) 2 6(▲)

황해남도 2 4(▲) 135 367(▲) 98 164(▲) 19 10(▼)

개성시 0 0(―) 3 15(▲) 5 0(▼) 0 0(―)

황해 전체 715 1052 (▲) 3530 8081 (▲) 2580 4261 (▲) 379 395 (▲)

표 5-4.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수준별 해안지역 인구 분포 변화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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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해안취약성을,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산출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로 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였다. 사회·경제적

해안취약성 가운데 하나로, 먼저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노출된 인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산출한 해안지역

거주 인구를 광역자치구역별로 군집화한 뒤, 이를 다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5-4).

분류 결과, 1980년대에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황해안 지역에

거주하였던 인구는 총 72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49%에 해당하는 353만

명은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중간’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이 ‘높음’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58만 명으로 이는 황해안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36%에 해당하며, 취약성이 낮은 지역에는

72만 명(10%), 매우 높은 지역에는 38만 명(5%)이 거주하였다.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안지역들이 주로 중국과 북한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술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중국과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중국과 북한에 각각 33만

명(87%)과 5만 명(13%)이 분포하였으며, 취약성이 ‘높음’인 지역의 경우에도

중국과 북한에 각각 258만 명(79%)과 46만 명(18%)이 분포하였다.

2010년대의 해안지역 거주 인구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황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1,379만 명으로 1980년대 대비 약

191%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해안지역 거주 인구의 증가는 특히 중국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2010년대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는 1,002만 명으로 1980년대에 비해 두 배가 넘었으며, 이는 전체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 가운데 약 72%에 해당한다. 전술한 변화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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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의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 가운데 취약성이 ‘중간’인 지역의 비율은 62%로

1980년대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매우 높음’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 취약성이 ‘높음’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9%로 조사되어

두 지역을 합한 인구의 비율은 1980년대 대비 11%포인트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466만 명으로, 1980년대의 해당

지역 거주 인구 대비 약 57%가 증가하였다. 황해안 지역에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국가별

분포 변화에서는 중국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37만 명이 중국의

해안지역에 분포하며, 취약성이 ‘높음’인 지역의 경우에도 중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365만 명으로,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황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467만 명 가운데 237만 명(51%)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안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33만 명은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분포하였다.

특히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정도는 랴오닝성에

분포하였으며, 산둥성과 허베이성에 각각 9만 명과 7만 명이 분포하였다.

취약성이 ‘높음’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대부분 랴오닝성(122만 명)과

산둥성(63만 명) 및 허베이성(15만 명)에 분포하였다. 한편, 장쑤성과

텐진시는 해안지역 거주 인구의 대부분이 비교적 취약성이 낮은 지역에

분포하였다.

남한의 경우 1980년대의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는 179만 명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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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거주

인구는 8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63%가 인천시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 가운데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 인구는 5%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인천시의 경우에도 황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11%만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였다.

한편, 남한에서 취약성이 낮은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66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인 57만 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였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경우 취약성이 ‘중간’인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1980년대에 황해안 지역에 거주하였던 인구는

총 74만 명이며, 이들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51만 명이 상대적으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였다. 특히 취약성이

‘높음’인 지역에 거주하였던 인구가 46만 명으로 6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북한에서 취약성이 높은 해안지역에 거주하였던 전체 인구 가운데 대다수인

32만 명은 평안북도에 분포하였으며, 황해남도에도 12만 명이 분포하였다.

또한, 평안남도의 해안지역 거주 인구 8만 명 가운데 취약성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 거주하였던 인구는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공간적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별로도 해안 지역 거주 인구와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수준별 인구 비율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먼저 황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 중국의 경우, 증가한

인구의 대부분이 취약성이 ‘중간’ 또는 ‘높음’인 지역들에 분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 가운데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약 40%로 1980년대

대비 11%포인트 감소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인구는 402만 명으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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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비 17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인구 증가는 랴오닝성과 산둥성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이 지역들

가운데 산둥성의 경우 해안지역의 평균적인 취약성은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취약성이

‘중간’인 지역의 거주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취약성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지역들에 거주하는 인구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남한의 2010년대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도 1980년대에 비해 약 85만 명

증가하였다. 증가한 해안지역 거주 인구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집중되었다. 특히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에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대 남한에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인구는 전체의 2% 수준인 5만 명이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2010년대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는 1980년대의 152% 수준인 113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취약성이 낮은 지역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북한 황해안 지역에서

증가한 인구 가운데 대다수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평안남도에서는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안남도 황해안에 자연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들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인구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해안지역 거주 인구 급증의 결과로 전술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앞서 4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황해안 지역의 지형 변화가 주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과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표피복 유형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지형의 변화와 인구 변화 간의 연관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동시에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표 5-5).



- 121 -

지역
도시 경작지 식생 초지 습지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중국 13 25(▲) 26 23(▼) 5 4(▼) 40 34(▼) 15 14(▼)
랴오닝성 21 37(▲) 19 16(▼) 15 9(▼) 23 21(▼) 23 16(▼)
허베이성 12 26(▲) 20 10(▼) 0 0(―) 56 49(▼) 12 15(▲)
텐진시 10 20(▲) 0 1(▲) 0 0(―) 82 67(▼) 8 11(▲)
산둥성 10 23(▲) 34 32(▼) 1 1(―) 41 28(▼) 14 16(▲)
장쑤성 9 6(▼) 29 29(―) 0 1(▲) 60 59(▼) 3 6(▲)
남한 26 22(▼) 45 47(▲) 12 10(▼) 15 18(▲) 2 3(▲)
인천시 26 21(▼) 32 36(▲) 19 18(▼) 18 20(▲) 5 6(▲)
경기도 49 33(▼) 33 42(▲) 6 10(▲) 12 14(▲) 0 0(―)
충청남도 22 19(▼) 50 49(▼) 12 11(▼) 14 16(▲) 2 5(▲)
전라북도 34 32(▼) 38 39(▲) 13 6(▼) 13 21(▲) 1 2(▲)
전라남도 21 21(―) 51 51(―) 12 8(▼) 15 17(▲) 2 2(―)
북한 29 29(―) 44 47(▲) 14 9(▼) 11 13(▲) 2 2(―)
평안북도 18 19(▲) 52 51(▼) 24 20(▼) 3 5(▲) 3 5(▲)
평안남도 59 49(▼) 32 40(▲) 4 5(▲) 5 5(―) 0 0(―)
황해남도 31 29(▼) 41 46(▲) 10 6(▼) 15 18(▲) 2 2(―)
개성시 0 0(―) 95 93(▼) 5 7(▲) 0 0 0 0(―)

황해 전체 20 25(▲) 35 34(▼) 9 6(▼) 27 26(▼) 9 9(―)

표 5-5. 해안지역의 지표피복 유형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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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안 지역의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의

경우 55%의 지역에서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35%포인트는 경작지, 20%포인트는 도시지역이었다. 자연적인 지표피복으로

이루어졌던 45%의 배후지역들은 주로 초지(27%)의 형태였으며, 식생과

습지는 9%씩 분포하였다.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졌던 지역의 비율은

북한이 73%로 가장 높았으나 남한 또한 71%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39%로, 전술한 두 국가들과 달리 절반 이상의

배후지역이 자연적인 지표피복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황해안 지역의 지표피복 유형별 구성 비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980년대에 비해 인위적인 토지이용 지역의 비율이 59%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전술한 변화에는 도시지역의 비율이 급증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의 경우 도시지역의 비율이 1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장쑤성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구역에서 10%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해안지역의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한의 경우, 인위적인 토지이용 지역의 비율이 71%에서 69%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술한 변화에는 시화간척지와 새만금간척지 등 대규모

간척지에서 같이 물막이 공사 준공 이후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유보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근거로 남한에서 간척이 주로 이루어진

인천과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경우 해안지역의 습지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중국에서 간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광역자치구역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도시지역의 비율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경작지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이나 남한과

달리 북한의 경우 간척지 조성의 주요 목적이 식량 증산인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의 경우 해안지역에서

경작지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도시지역의 비율은 감소하여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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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전면에 대규모 농경지들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한의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작지 비율이 198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더 높게 나타난

점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해안지역의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 변화를 조사할 때 해안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피복 유형들의 비율 변화만을

파악했던 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전술한 두 광역자치구역들의

경작지 면적 변화를 별도로 조사한 결과, 인천시의 경우 경작지 증가

면적은 2.5km2에 불과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오히려 20.2km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수준에 따른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취약성이 높음 이상인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을 조사하였다(표 5-6). 조사 결과, 1980년대에 황해안 지역에서

취약성이 높은 지역들 가운데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비율은 48%로, 앞서 황해안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이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경작지의 비율이 전체

해안지역의 그것에 비해 적은 것과 연관성이 높다. 경작지의 경우와 달리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비율은 전체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없으며, 특히 국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경우

전체 해안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에서 간척이 활발하게 수행된 광역자치구역들 가운데 장쑤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등은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 조사 결과에서 초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습지의

비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간척의 영향이 미치는 바가 큰데, 황해안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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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 경작지 식생 초지 습지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중국 15 18 (▲) 23 22 (▼) 5 4 (▼) 40 30 (▼) 17 27 (▲)
랴오닝성 28 20 (▼) 17 14 (▼) 11 6 (▼) 26 24 (▼) 18 35 (▲)
허베이성 12 31 (▲) 18 14 (▼) 0 0 (―) 59 43 (▼) 11 12 (▲)
텐진시 4 0 (▼) 0 0 (―) 0 0 (―) 96 100 (▲) 0 0 (―)
산둥성 5 14 (▲) 26 31 (▲) 1 1 (―) 48 35 (▼) 20 19 (▼)
장쑤성 6 1 (▼) 40 37 (▼) 0 0 (―) 50 24 (▼) 4 38 (▲)
남한 29 19 (▼) 36 39 (▲) 13 15 (▲) 18 20 (▲) 4 6 (▲)
인천시 19 21 (▲) 29 29 (―) 20 17 (▼) 23 25 (▲) 10 9 (▼)
경기도 63 18 (▼) 21 27 (▲) 4 27 (▲) 12 27 (▲) 0 0 (―)
충청남도 20 7 (▼) 49 59 (▲) 17 13 (▼) 11 15 (▲) 2 7 (▲)
전라북도 3 7 (▲) 70 71 (▲) 0 0 (―) 27 21 (▼) 0 0 (―)
전라남도 56 69 (▲) 28 8 (▼) 0 15 (▲) 17 8 (▼) 0 0 (―)
북한 37 35 (▼) 43 46 (▲) 10 6 (▼) 10 12 (▲) 1 1 (―)
평안북도 23 25 (▲) 58 58 (―) 14 8 (▼) 3 6 (▲) 2 3 (▲)
평안남도 62 52 (▼) 28 39 (▲) 4 4 (―) 6 4 (▼) 0 0 (―)
황해남도 41 34 (▼) 34 41 (▲) 9 4 (▼) 15 20 (▲) 1 1 (―)
개성시 0 0 (―) 93 100 (▲) 7 0 (▼) 0 0 (―) 0 0 (―)

황해 전체 20 22 (▲) 28 28 (―) 6 4 (▼) 32 26 (▼) 13 21 (▲)

표 5-6.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음 이상인 지역의 지표피복 유형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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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비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지역들의 경우 방조제 배후에 위치한

습지를 매립하여 대규모 주거·상업지구를 개발할 경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자산의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향후 간척지 조성 과정에서 해안지역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복합적으로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들을 선별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들 가운데 인구 밀도가 상위 10%와 2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각각 선별하여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조사 결과에서는 대규모 항구가 발달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대규모 항구도시인 친황다오시와 다롄시, 북한 신의주시

주변지역의 복합적인 해안취약성이 높았으며, 이 외에도 크고 작은 항구들이

위치하고 해빈이 탁월하게 발달한 중국의 산둥반도 북부지역과 북한의

대령강 하구역도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5-3).

2010년대의 조사 결과에서는 친황다오시 주변지역의 복합적인 취약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랴오둥만과 다롄시의 주변지역,

산둥반도 및 북한 해안지역에서는 복합적인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들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아진 지역들과 함께 해안지역의 인구밀도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아진 지역들이 증가한 점이 중첩된

결과이다(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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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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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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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급격한 경제개발에 따른 황해안 지역의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해안취약성의 증가는 이전에 수행된 몇몇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Liu et al.(2017)은 인구밀도가 크게 증가한

중국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시를 사례로 해안지역의 취약성을 조사하였다.

이 때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해안지역에 위치한 건물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수치모형을 통해 태풍 내습에 따른 기상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조사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피해량이 크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1980년대 이후 황해안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지표피복이 변화한 결과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표피복의 변화에 따라

해안지역의 거주 인구와 자산이 집중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노출된 인명과 자산의 양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성 기상현상에 의해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월파나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까지 황해안 지역에서 수립되어온 공간 계획은 주로 저밀도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졌던 해안선 배후지역 또는 간척을 통해 기존의 해안선

전면에 새롭게 확보한 토지에 고밀도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Hong et al., 2010; Pelling et al., 2013).

이러한 현상은 해안지역에 대한 높은 개발 압력과 간척을 통한 개발부지

확보 방법이 지니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공간계획에 의해 조성된 지역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인명과 자산의 양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시설이나 완충지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L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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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남한의 경우 2016년 태풍 곤파스(Gonpath)가 부산

해안지역에 내습했을 때 간척지에 위치한 일부 주거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 이후 해안선 전면에 방파제 또는 잠제의 설치를 통한

해안지역 취약성 저감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주체와 구체적인 방법 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전술한 사례지역이나 기존에 조성된 간척지에만 국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거나 향후에 조성될 예정인 간척지에

위치한 다수의 주거·상업지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황해 해안지역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나 학교 등과

같이 양적 피해가 큰 취약시설과, 경찰서나 소방서 등과 같이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응시설들이 피해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매우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한 파급효과들을 고려할 때, 해안취약성의 정량적인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간 정보에 기반을 둔 해안 공간 계획

수립과 같은 공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Langridge et al., 2014; L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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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안지형과 해안취약성의 변화 간의 연관성

앞서 2절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변화에 해안지형의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해안지형의 변화가 취약성에

미친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황해안 전체지역 가운데 남한과 중국에서 조성된 대표적인

대규모 간척지를 각각 2개소씩 선정하였다. 이후 각 사례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과 취약성의 변화를 정량

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해안지형과 취약성 각각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들 간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여 지형

변화와 취약성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도하였다(표 5-5).

대규모

간척지

갯벌 면적

(km2)

해안선

(km)

인공해안

(%)

자연적

취약성(평균)

사회·경제적

취약성(천 명)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1980s 2010s

남

한

시화 98 1(▼) 91 11(▼) 68 100(▲) 2.3 2.8(▲) 150 58(▼)

새만금 231 3(▼) 104 49(▼) 62 50(▼) 2.1 2.2(▲) 54 50(▼)

중

국

랴오둥만 422 352(▼) 338 348(▲) 30 53(▲) 3.6 3.6(―) 185 620(▲)

라이저우만 560 203(▼) 273 258(▼) 23 88(▲) 3.3 3.2(▼) 134 127(▼)

표 5-7. 황해안 지역 대규모 간척지 4개소의 지형과 취약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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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안지형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대규모 간척지에서는 간석지

면적의 감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에 위치한 간척지들에서는

간석지의 면적과 해안선의 길이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에 위치한 간척지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한에 위치한

간척지들에 비해서 간석지 면적의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안선의

길이 또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사례지역으로 제시한 대규모 간척지들의 간척 유형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가 간석지의 재생 작용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 유형에 따라 사례지역들의 해안지형 변화 정도가 상이한 것은

간척지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가 단순히 간척지 면적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랴오둥만과 라이저우만의

경우 간척지를 조성할 때 개방된 해안에서 간석지의 중간 부분에 기존의

해안선과 평행한 형태로 방조제를 건설하였다. 따라서 전체 간석지 전체가

아닌 조간대 상부에 해당하는 일부분만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전술한 형태의 간척지는 간척 이전과 비교할 때 해안선의

감소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며, 방조제 전면부의 수심이 비교적 얕아 방조제

전면부에 새로운 간석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Wang et al.,

2014). 이러한 유형의 간척지는 장쑤성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퇴적물 공급량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간척지 전면부에 간석지가 새로

형성되는 사례를 다수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시화간척지와

화성호의 사례와 같이, 주로 해안만의 입구를 막음으로써 방조제의 길이

대비 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간척이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간척 이전과 비교할 때 해안선의 길이는 극단적으로 짧아졌으며,

간석지의 재생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 132 -

그림 5-5. 대규모 간척지역의 해안선과 취약성(흑색 원) 변화

한편, 1980년대의 해안선(황색 선)과 2010년대의 해안선(적색 선) 및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흑색원)의 변화가 크게 두드러진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해안취약성의 변화는 랴오둥만과 라이저우만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그림 5-5). 구체적으로 해안취약성이 크게 변화한

지역들은 주로 해안선이 급격하게 변화한 지역의 주변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에서 해안취약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존에 해당 지역과 취약성이 유사했거나 또는 더 낮았던 지역들에서

주로 간척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해안선이 변화한 것과 연관성이

높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해안선 변화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해안선 전면부에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이 건설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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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취약성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전술한 변화의 결과로 해당 지역의

주변에 위치한, 지표피복에 변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앞서 1절과 2절에서는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안지형의 변화가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절에서 상기한 현상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것은

해안지형의 변화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해안취약성의 정도와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에서

확인한 내용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가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고, 해안지역의 인구밀도와 분포를 변화시켜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절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변에 위치한, 해안지형에 큰 변화가 없었던 지역의

해안취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의 해안지형의 변화에 기인한 해안취약성의 공간적 분포 변화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해안취약성 저감에 목적을 두고 해안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지표피복 유형이나 해안선의 위치 등등과 같은 지형학적 요소들과 그

공간적 파급효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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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본 장에서는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활용하여 1980년대와

2010년대의 황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수준에 따라 해안지역들을 분류한 뒤,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지표피복 유형별 구성 비율을 조사하였다.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 1980년대에는 황해안의 약 41%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해당 지역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75%)과 북한(21%)에 분포하였다. 2010년대의 경우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비율은 35%로 다소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76%는 중국에

분포하였다. 국가별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1980년대에는

54%의 해안지역이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대에는 52%로 소폭

감소하였다. 남한의 경우 1980년대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약성이 중간

이하로 나타났으며 2010년대에 들어와 취약성이 더욱 감소하였다. 북한에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비율은 1980년대에는 59%로 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중국에 비해 소폭 낮은

51%가 되었다.

해안취약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변화 경향성은 광역자치구역별 조사

결과에서도 발견되었다. 한편, 중국 텐진시의 경우 2010년대의 취약성이

1980년대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따라서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 변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음 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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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으로 나타난 지역들을 대상으로 변수별 취약성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약성의 변화는 주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해안선의

지표피복이 자연해안에서 인공해안으로 전환되면서 지표피복 취약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조성된 해안지역의 고도가 비교적

낮아 지형기복 취약성도 높아졌으며, 기존의 해안선 전면에 새로운 해안선을

조성되는 과정에서 취약성 저감 역할을 하는 자연서식지들도 훼손되어

종합적인 취약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 1980년대의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는 총 720만 명으로, 중국과 남한 및 북한에 각각 467만 명,

179만 명, 그리고 74만 명이 거주하였다.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 인구는

296만 명(41%)이었으며, 이 가운데 237만 명(80%)이 중국에, 51만 명(17%)이

북한에 거주하였다. 특히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중국의

랴오닝성과 산둥성 및 북한의 평안북도에 많이 분포하였다. 2010년대에는

황해안 지역 거주 인구 가운데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안지역 거주 인구가 1,379만 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466만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국의 해안지역 거주 인구가 1,00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그 결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 인구 가운데 86%가 랴오닝성과 산둥성을

비롯한 중국 지역에 분포하였다. 남한의 경우 2010년대에 취약성이 높은

해안지역의 거주 인구는 1980년대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경우

취약성이 높은 해안지역 거주 인구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해안지역

거주 인구의 증가폭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 인구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황해안 지역의 거주 인구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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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해안지형의 변화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만을 이용할 경우,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는

해안지역 거주 인구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한 조사 결과와

함께 해안지역의 지표피복 유형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지형의 변화와 인구 변화 간의 연관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황해안 지역에서는 도시나 경작지 등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위적인 토지이용의

증가는 중국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도시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이

지역의 해안지역 거주 인구 증가 경향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한에서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대규모 간척지의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해안선 배후지역의 지표피복 유형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북한의 경우 평안남도와 황해남도를 중심으로 경작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의 해안선 전면에 대규모 농경지들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음 이상인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지표피복 유형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간척이 활발하게 수행된 중국의

광역자치구역들을 중심으로 초지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습지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습지는 많은 경우

간척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조제 배후에 만들어진다. 따라서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습지가 다수 분포한다는 것은 향후 해당 지역을 매립하여

대규모 주거·상업지구를 개발할 경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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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술한 지역들은 향후 간척지 조성에 앞서 해안지역의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들 가운데 인구 밀도가 상위 10%와

2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중국의 대규모 항구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일부 하구역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한과 중국의 대규모 간척지 4개소를 대상으로 해안지형과

취약성에 변화가 발생한 지역들 간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여 지형 변화와

취약성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도하였다. 조사 결과, 주로

해안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한 지역의 주변 지역들에서 해안취약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지역의 지형 변화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해안취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라 지형 변화에 따라 취약성의 공간적 분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황해안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지표피복 변화로 인해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안지역에 인구와 자산이 집중된 결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급격한 경제개발에 따른 황해안 지역의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취약성의 증가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황해안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형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약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성 기상현상이 발발하여 취약성이 낮은 지역까지 위험에 노출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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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특정 해안지역의 지형 변화는 광범위한 지역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해안취약성 저감을 위한 공간 계획 과정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소들뿐만 아니라 지형학적 요소들과 그 공간적 파급효과 또한 중요한

요소들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다룬바와 같이,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은 특정

지역의 해안취약성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취약성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한된 환경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취약성의 수준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과 같이 일차적인 공간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과

해안지역 거주 인구 및 지표피복 유형별 면적을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해안취약성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해석하였다.

또한 전술한 조사 결과들을 중첩하여 복합적인 해안취약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지역들을 선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안취약성 조사는 향후 공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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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황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지형과 취약성의 변화를 조사하고,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10년 단위 시계열별로 간석지 면적과 해안선 위치 및 지표피복

유형에 발생한 변화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들은 국가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공간적인 변화량을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을 해석하였다. 이

때,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간척지의 면적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통해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조사하였다. 이 때,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안지역의

지표피복 변화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각각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는

시·공간적으로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지형의 변화가

자연적 측면의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취약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지형의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연구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안 지역의 간석지

면적은 36%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감소폭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감소 추세는 점차 급격해졌다. 해당

기간에 황해의 해안선 길이는 3%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서 발생하였다. 해안선 길이의 감소는 주로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만의

입구를 방조제로 막아 내부를 매립하는 형태의 간척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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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규모 항만과 같이 해안선이 복잡한 형태의 간척지가 조성된 지역은

해안선 길이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해안선의 지표피복 유형들 가운데

인공해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에 51% 정도였으나, 2010년대에는

68%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자연해안의 비율은 35%에서 21%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술한 변화들을 종합할 때,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형 변화에는 인위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황해안 지역의 간척지 면적은

약 10,000km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 조성되었다. 특히

남한과 북한에서 2000년대 이후로 간척지의 신규 조성 면적이 점차 감소한

것과 달리 중국은 최근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간척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황해 간석지의 생태학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간석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황해안 지역에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은 시계열 변화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해안이 인공해안으로

전환되면서 지표피복 취약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해안지역 전면부에

위치한 자연서식지가 소실되었거나 고도가 낮고 평탄한 일부 간척지의 경우

해안취약성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사회·경제적 해안취약성은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로, 본 연구에서는

해안지역의 거주 인구와 지표피복 유형별 면적 비율을 통해 조사하였다.

먼저 시계열 변화에 따라 황해안 지역의 거주 인구 가운데 자연적 측면의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안지역 거주 인구가 7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3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에 분포하였다. 해안지역의 지표피복 유형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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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인위적인 토지이용, 특히 도시지역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경작지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이나 남한과 달리 간척의 주요목적 가운데

하나가 식량 증산에 있기 때문이다.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 결과에서는 전술한 변화들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초지의

비율이 감소하고 습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에 향후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어 대규모 주거·상업지구가 들어설 경우, 인명과 자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지역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중국의 대규모 항구도시들과 북한의 일부 하구역에서도

다른 지역들보다 우선적으로 취약성 저감을 위한 공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간척지 조성

방법에 따라 간척지 면적 대비 지형 및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가피한 이유로 간척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형 변화와 취약성

변화가 두드러지게 발생한 지역들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한 결과, 해안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한 지역의 주변 지역들에서 해안취약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지형 변화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해안취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는 지형

변화와 연관되어 해안취약성의 공간적 분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해안지역의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형 변화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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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황해안 지역에서 지표피복 유형이나 간석지의

면적 및 해안선의 위치와 같은 해안지형의 현황이나 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기존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뢰도가

검증된 자료 또는 현지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황해 해안 지형의

조사 결과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와 이에 동반되는 해안

환경의 변화가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다뤄진 바

있다. 이에 반해 기후 외적인 환경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관련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해안지형의

변화와 해안지역의 인구 집중 및 지표피복·이용 유형의 변화 등 기후

외적 변화들이 황해안 지역의 해안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37년간 황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 변화에 기후변화보다는 지형변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을 포함하여 해안취약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모형들에서 공간해상도는 해안취약성의 평균과 분포와 연구지역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에 이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의 경우 공간해상도가 모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공간해상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면서 모의를 수행한

뒤에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공간해상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을 지닌다. 한편, 모형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해안취약성의

수준과 공간적 변화가 달라지는 점과 관련하여, 현장조사와의 병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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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평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InVEST Coastal Vulnerability 모형과 같이 해안취약성 지수를 활용한

조사 방법은 특정 지역의 취약성 수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한된 환경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세부 구역들의 상대적인 해안취약성 차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자연적 측면의 해안취약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인구뿐만 아니라

지표피복·이용 측면에서도 조사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복합적인 해안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함으로써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과 같이 일차적인 공간 의사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의

효용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해안취약성 조사 결과는 향후

공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용가능한 자료가 제한되어 취약성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해안지역의 경우, 일차적인 해안취약성 조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방법론이 어느 정도 유용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황해안 지역의 지형과 해안취약성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나 공간적 측면에서 각각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지형학적 특성과 연관 지어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향후 전술한 부분들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경우, 본 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함의점들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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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LANDSAT 위성과 영상 제원

위성명 발사일 퇴역일 고도 각도 촬영 면적 촬영 주기

LANDSAT-1 1972-07-23 1978-01-06 917km 99.2° 170×185 18일

LANDSAT-2 1975-01-22 1982-02-25 917km 99.2° 170×185 18일

LANDSAT-3 1978-03-05 1983-03-31 917km 99.1° 170×185 18일

LANDSAT-4 1982-07-16 2001-06-15 705km 98.2° 170×185 16일

LANDSAT-5 1984-03-01 2013-06-05 705km 98.2° 170×185 16일

LANDSAT-6 1993-10-05 발사 실패 -

LANDSAT-7 1999-04-15 present 705km 98.2° 170×185 16일

LANDSAT-8 2013-02-11 present 705km 98.2° 170×185 16일

표 부록1-1. LANDSAT 인공위성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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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T(LS) 인공위성은 1967년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항공우주국)의 ERTS(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s) 계획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72년에 ERTS-1호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다. 이후 ERTS 계획이 LANDSAT 계획으로 이름이 바뀐 뒤

1975년부터 3년 주기로 새로운 인공위성들이 발사되었다. LANDSAT

1호부터 3호까지의 인공위성들은 극 궤도(polar orbit)를 따라 약 900km

높이에서 99.2° 각도로 103분에 한 번씩 하루 14회 지구를 공전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의 촬영 주기는 18일이다. LANDSAT 4호부터 가장

최근에 발사된 8호까지의 인공위성들도 극 궤도를 따라 99분에 한 번씩

하루 14회 지구를 공전하나, 약 705km 높이에서 98.2° 각도로 공전하며

촬영 주기는16일로 단축되었다(표 부록1-1).

LANDSAT 인공위성들은 궤도 특성이 서로 유사하지만, 발사시기가

다른 만큼 나중에 발사된 인공위성들은 기존에 운용되던 인공위성들에 비해

품질이 높은 영상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초기의 LANDSAT 인공위성들은

가시광선 대역 전체를 촬영하는 80m 공간해상도의 RBV(Return Beam

Vidicon) 센서와 MSS(Multi Spectrum Scanner) 센서를 탑재했으며,

가시광선과 근적외선(NIR; Near Infra Red) 대역의 영상만을 제공했다.

LANDSAT 3호 인공위성은 RBV 센서 두 개를 병렬로 탑재하여 각각의

영상을 합성하여 40m 공간해상도의 흑백영상을 제공했다. 이후 LANDSAT

4호와 5호는 새롭게 개발된 TM(Thematic Mapper) 센서를 탑재했는데,

이 센서는 공간해상도가 30m로 향상되었으며 MSS 센서에 없던 두 개의

단파장적외선(SWIR; Short Wave Infra Red)과 열적외선(TIR; Thermal

Infra Red) 대역들이 추가되었다. LANDSAT 6호는 TM센서에 15m

공간해상도의 가시광선(panchromatic) 대역을 추가한 ETM(Enhanced

Thematic Mapper) 센서를 탑재했으나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여 발사 직후에



- 172 -

폐기되었다. 이후에 발사된 LANDSAT 7호는 ETM 센서의 열적외선

대역을 개량하여 공간해상도가 60m로 향상된 ETM+ 센서를 탑재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31일에 영상 촬영시 스캐너의 방향을 보정해주는 SLC

(Scan Line Corrector)의 고장이 발생하여 그 이후의 영상들은 주변부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게됨에 따라 그 활용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LANDSAT

6호와 7호의 연속적인 문제로 인해 LANDSAT 5호의 TM 센서 영상이

2011년 11월까지 촬영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MSS 센서 영상이 2013년

1월까지 촬영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사된 LANDSAT 8호는 가시광선부터

단파장적외선까지를 촬영하는 OLI(Operational Land Imager) 센서와

열적외선을 촬영하는 센서인 TIRS(Thermal Infrared Sensor)를 탑재하였다.

기존의 ETM+ 센서와 비교할 때 OLI 센서에는 에어로졸과 권운(卷雲;

cirrus)을 탐지하는 30m 공간해상도의 분광대역이 각각 추가되었으며,

TIRS의 경우 100m 공간해상도를 지닌 두 가지 열적외선 대역 영상을

제공한다(표 부록1-2).

위성명 센서명 분광대역 분광해상도(μm) 공간해상도(m)

LANDSAT

1,2

RBV
1 (blue-green) 0.475-0.575

802 (orange-red) 0.580-0.680
3 (red-NIR) 0.690-0.830

MSS

1 (green) 0.5-0.6

80
2 (red) 0.6-0.7
3 (NIR1) 0.7-0.8
4 (NIR2) 0.8-1.1

LANDSAT

3

RBV 1 (panchromatic) 0.505-0.750 40

MSS

1 (green) 0.5-0.6

80
2 (red) 0.6-0.7
3 (NIR1) 0.7-0.8
4 (NIR2) 0.8-1.1

표 부록1-2. LANDSAT 위성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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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T

4,5

MSS

1 (green) 0.5-0.6

80
2 (red) 0.6-0.7

3 (NIR1) 0.7-0.8

4 (NIR2) 0.8-1.1

TM

1 (blue) 0.45-0.52

30

2 (green) 0.52-0.60

3 (red) 0.63-0.69

4 (NIR) 0.76-0.90

5 (SWIR1) 1.55-1.75

6 (TIR) 10.40-12.50 120

7 (SWIR2) 2.08-2.35 30

LANDSAT

7
ETM+

1 (blue) 0.45-0.52

30

2 (green) 0.52-0.60

3 (red) 0.63-0.69

4 (NIR) 0.77-0.90

5 (SWIR1) 1.55-1.75

6 (TIR) 10.40-12.50 60

7 (SWIR2) 2.08-2.35 30

8 (panchromatic) 0.52-0.90 15

LANDSAT

8

OLI

1 (coastal aerosol) 0.43-0.45 30

2 (blue) 0.45-0.51 30

3 (green) 0.53-0.59 30

4 (red) 0.64-0.67 30

5 (NIR) 0.85-0.88 30

6 (SWIR1) 1.57-1.65 30

7 (SWIR2) 2.11-2.29 30

8 (panchromatic) 0.50-0.68 15

9 (cirrus) 1.36-1.38 30

TIRS
10 (TIR1) 10.60-11.19 100

11 (TIR2) 11.50-12.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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