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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해양영토관리 통합DB체계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경계획정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통합 DB체계 구축
◦ ‘유엔해양법협약비준’과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을 계기로 관할해역에 대한 과학

조사가 강화되어 국․공립기관에서 해양경계획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
구과제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들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획득한 
자료와 정보들을 종합하여 국가정책 수립이나 당사국과의 협상에 이용하는데 어
려움이 많음

◦ 관할해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양경계획정 전략수립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조사자료들의 통합관리 DB체계 구축이 요구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경계획정 관련 과학조사자료 통합 DB시스템 구축
◦ 과학조사자료 통합 DB 구축방안 수립
◦ 해양영토 관련 기관별 보유자료 수집
◦ 한반도 해역 국외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자료 수집
◦ 오라클 기반 통합 DB 설계 및 구축
◦ GIS기반 자료검색 및 자료표출 프로그램 개발
◦ 정책결정 현장 활용을 위한 포터블 통합 DB시스템 개발
◦ 통합 DB시스템의 향후 운영방안 도출

□ 경계획정 가상 시나리오 도출 및 비교분석기술 개발
◦ 가상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정보 DB 구축
◦ 경계획정 가상 시나리오 구축 및 비교분석 기능 개발
◦ GIS 기술을 이용한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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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DB 기반 최적의 관할권 확보 및 관리정책 방향 제시
◦ 관할해역 정책정보 생산 방향 제시
◦ 통합 DB의 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 통합 DB 기반 경계획정 대상수역 평가
◦ 해역별 경계획정 최적화 전략 제시

Ⅳ. 연구개발결과

□ 경계획정 관련 과학조사자료 통합 DB시스템 구축
◦ 과학조사자료 현황 분석, 자료목록 작성 및 통합 DB 구축방안 수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보유

경계획정 관련 자료 수집
◦ 국외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자료 현황 조사 및 자료수집
◦ 수집자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오라클 기반 Archive DB 구축
◦ GIS 자료 가공 및 ArcGIS Server를 이용한 GIS DB 구축
◦ 최신 GIS 기술을 활용한 자료검색, 자료표출 및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핵심정보와 시나리오 분석기능을 수록한 노트북용 포터블 통합 DB시스템 개발
◦ 통합 DB시스템의 지속적 운영방안 제시

□ 경계획정 가상 시나리오 도출 및 비교분석기술 개발
◦ 가상시나리오 도출, 분석을 위한 기반 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수역별 경계획정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GIS 기술을 이용한 비교분석 기능 개발
◦ 광물자원, 어업자원 가격정보를 이용한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기능 개발

□ 통합 DB 기반 최적의 관할권 확보 및 관리정책 방향 제시
◦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DB 구축 대상해역 도출
◦ 중국 해양정보센터의 통합 DB 활용사례 분석
◦ 통합 DB 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접근 및 최적화 전략 제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및 해양영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과학적 
기본정보 제공

□ 우리나라 EEZ 해역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최적의 
국가 해양정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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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정보 DB 및 기술력 축적은 관할권 외측(혹은 외국 EEZ)의 
광역해양영토에서의 자원확보, 국가원천기술 확보･응용에 활용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영해와 관련된 
인접국과의 국제적 영토분쟁 시, 과학조사자료와 시나리오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수집체계, 자료검증, DB구성 방법, GIS 활용방법 등
은 통합 DB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국가차원의 해양자료 
통합 DB 구축의 프로토타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대외적으로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영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
국민에게 알리는 도구로써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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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B System for Maritime Territory 

Management

Ⅱ. Objectives and Significance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B System of the Oceanographic Data relat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Though there were many oceanographic data obtained during ocean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several national/public oceanographic organizations, 
they were not utilized for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related to 
maritime territory management because they were managed separately by 
the researchers of each projects.

◦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DB system of 
the oceanographic data obtained by several national/public organizations.  

Ⅲ. Contents and Scope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B System of the Oceanographic Data relat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Drawing up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DB system
◦ Data acquisition from the national/public organizations
◦ Archiving of marine geological data and geophysical data from the data 

services of foreign organizations  
◦ Construction of the DB system to manage oceanographic data
◦ Establishment of the data retrieval system using GIS technology
◦ Construction of the portable DB system for the policy makers
◦ Working out a plan for the operation of the DB system

□ Production of Hypothetical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Scenarios and 
Development of Comparison Techniques

◦ DB construction for hypothetical scenario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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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on of scenarios and development of scenario comparison function
◦ Development of economical evaluation function using GIS technique

□ Formulation of the Optimal Acquirement Plan of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using the Integrated DB System

◦ Drawing up a method of information production for policy making
◦ Case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DB system fo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Research on strategy for the optimal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sing 

the integrated DB system in each waters

Ⅳ. Result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B System of the Oceanographic Data relat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oceanographic data management and 
drawing up a establishment plan of the integrated DB system

◦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logical data and geophysical data for data 
management

◦ Data acquisition from KIOST, KIGAM KHOA, and NFRDI
◦ Collection of marine geological data and geophysical data served by the data 

systems of NGDC, MGDS, JAMSTEC and JODC
◦ Designing of the DB system for effective management of oceanographic data 

using Oracle database software
◦ Construction of the archive DB system and the GIS DB system
◦ Development of the GIS software for data search, data retrieval and 

visualization of the oceanographic data stored into the integrated DB system
◦ Construction of the portable DB system for the policy makers which 

contains the core information and scenario comparison function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Working out a plan for the operation of the DB system

□ Production of Hypothetical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Scenarios and 
Development of Comparis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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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acquisition and construction of the DB to support production of  
hypothetical scenarios.

◦ Creation of scenarios for each waters and development of GIS comparison 
function between scenarios

◦ Development of economical evaluation function using GIS analysis technique 
based on the price information of minerals and fishes

□ Formulation of the Optimal Acquirement Plan of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using the Integrated DB System

◦ Drawing up a method of information production for policy making
◦ Cas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B system fo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China
◦ Study on strategy for the optimal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sing the 

integrated DB system in each waters

Ⅴ. Application and Recommendation

□ The oceanographic data obtained during ocean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several national/public oceanographic organizations will be utilized for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related to maritime territory management.

□ The GIS-base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ecision system can support 
decision-making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by using the system in 
international territorial disputes

□ The technology and know-how obtained during this project will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wide integrated DB system which can manage  
all oceanographic data.  

□ The utilization of research about GIS-based optimal decision-making method 
and support by linking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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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해양영토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대․최적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
에 근거한 해양경계획정 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관할해역에 대
한 과학조사가 강화되어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해양경계획정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과제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국․공립 기관에서 수행
하는 연구들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획득한 자료와 정보들을 종합하여 
국가정책 수립이나 당사국과의 협상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해양경계
획정 관련 연구과제의 경우 비공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수행자만 관련 데이
터를 보유하여 각 연구사업의 결과에 대한 상호검증 시스템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
해 조사지역, 기간, 항목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며, 중복․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해양조사 및 자료수집 방향 설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관
할해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해양경계획정 전략수립에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사업은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영토관련 과학조사자료를 통합하여 해양경
계획정 협상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산되어 있는 자료의 통합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대상 자료의 특
성분석과 표준화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용자 요구사용을 반영한 DB/GIS 설
계를 실시한 후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토관련 과학조사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의 담당자, 각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DB/GIS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의 점검회의 및 시연회를 통해 통합 DB 및 의사결
정지원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할 정부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대상 자료가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분야 자료이므로 자료 특성분석, 표준화, DB/GIS 설계 과정에
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DB 수록 자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DB/GIS 
관련 최신기술과 목표 시스템의 기능 분석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해양분야의 보편적인 자료관리절차를 도입하여 해양영토 관
련자료를 메타데이터와 실제데이터로 분리하여 수집하는 통합자료관리절차를 수립하
여 과학조사자료 관리에 활용하였다. 더불어 국외 해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
자료서비스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반도 해역의 해양지질자료와 지구물리자료 현황
을 파악하였으며,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여 본 통합 DB에 수록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양자료의 관리에 DB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해양관
측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DB 설계를 바탕으로 수치 형태의 자료를 보관하는 DB
를 구축, 운영하여 왔다. 또한, 최근 자연과학 전 분야에서 통합된 정보의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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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위해 GIS 기술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사업에서 구축한 통합 DB에서는 
해양분야의 전통적인 DB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자료의 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였
으며, 정책결정자나 관련 공무원이 해양과학조사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GIS 기술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
를 전통적인 해양자료 DB의 형태를 유지한 Archive DB와 GIS 가공을 거친 자료를 
다루는 GIS DB에 수록하였다. 수치, 그림,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DB에 수록된 자료
의 효과적인 검색과 다양한 표출 기능을 갖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GIS 인
터페이스를 도입하였으며, 본 DB 시스템에서 다루는 지질자료 및 지구물리자료의 특
성을 반영한 가시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더불어, 정책담당자가 개인 컴퓨터
나 노트북을 통해 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핵심정보만을 수록한 포터블 독립실행형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하였다.

그림 1.1. 해양영토관리 통합 DB 구축 절차

해양영토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관련해역의 과학적인 탐사자료들과 각국이 
채택하여 주장하는 해양관련 정책 그리고 국제해양법령 등 해양영토 경계획정에 관
련된 다양한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획정 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결정자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IS 기반의 해
양영토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기능을 개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양영토 관리를 위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GIS DB로 구축하였고,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DB를 추가 구축
하였으며, 황해, 동중국해, 동해를 대상으로 해양경계선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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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발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
이고 시스템 내에 정의된 항목의 타당성 및 분석 결과의 적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경계획정 가상 시나리오 비교분석 및 경제성평가 기능은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에 수록함으로써, 경계획정 현장에서 과학조사자료 현황과 함께 시나리오 
관련 정보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분야 연구에서는 해양경제영토 관련 기존 연구내용 분석을 통한 경계획정 대
상수역 및 해양영토 관리해역을 도출하고 정책정보 생산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정책 및 전략, 해양정보의 주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
양과학조사자료 통합 DB를 구축하고 경계획정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사례에 대해 분
석하였다. 통합 DB에 수록된 과학조사자료 분석정보를 활용하여 경계획정 대상수역
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수요를 제시하였으며, 통합 DB 체계에 대한 정책
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영토확보 관련 정
보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체계화로 주변해역의 단계별 확보,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의 해양영토 관리 및 확보 연구자료, 정책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체계의 방향성과 핵심문제 접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1.2. 통합 DB와 해양경계획정 정책 연계 방안

2009년에 시작한 본 연구사업의 연차별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은 표 1.1에 정리하
였으며, 연차별 연구결과는 표 1.2∼표 1.5에 정리하였다. 4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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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통합 DB 시스템의 장기적인 운영에 대비하여 운영기관별 장단점을 비교하였
으며, 자료수집, 처리 및 관리방법의 문서화 등 시스템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타 
기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였다.

연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2009)

∙ 통합 DB체계 기획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자료 및 DB 현황 

분석
∙ 해양영토 통합 DB체계 구축방안 수립

∙ 해양영토관리 DB  
프로토타입시스템 개발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 시스템 개발환경 정의
∙ 해양영토관리 DB 시스템을 위한 DB 설계
∙ 해양영토관리 DB를 위한 DB 구축
∙ 해양영토 관리시스템 설계
∙ 시스템 구현 
∙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 관할해역 정책정보 생산 
방향 제시

∙ 경계획정대상수역 및 관리 수역 도출을 
통한 정책 정보 생산 방향제시

2차년도
(2010)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통합 DB 
설계 및 구축  

∙ 자료특성,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통합 DB 
시스템 설계

∙ 기관별 1차 대상자료 수집, 자료정리 및 
Archive DB 구축

∙ DB 설계에 따른 통합 DB 1차 구축
∙ GIS 정보제공 및 자료표출 프로그램 개발 
∙ 자료관리절차 시범적용을 통한 연구사업 

생산자료 수집

∙ 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설계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Ⅰ)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DB 설계 및 구축

∙ 통합 DB의 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 해양과학조사 통합 DB 구축과 
해양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 해양경계획정기술방법에 대한 정책적 연구

표 1.1. 연차별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 7－

연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3차년도
(2011)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통합 DB 
구축  

∙ 2차 대상자료 수집 및 통합 DB 구축 완료
∙ GIS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완료
∙ 독립실행형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 구축
∙ 통합 DB 시스템의 운영방안 수립  

∙ 해양영토 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고도화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DB 고도화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고도화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Ⅱ)

∙ 통합 DB 기반 경계획정 
대상수역 평가

∙ 통합 DB에 근거한 해양경계 접근방법 도출
∙ 통합DB 결과에 근거한 향후 정책수요 도출
∙ 해양경계획정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 

DB의 추진방향 연구

4차년도
(2012)

∙ 과학조사자료 통합 DB 
확대 및 기능고도화 

∙ 사업별 2011년 생산자료 수집 및 통합 DB 
업데이트

∙ 국외 과학조사자료 수집 및 통합 DB 확대
∙ 영토관리 통합 DB 기능 고도화

∙ 해양경계획선시스템 통합 ∙ 경계획선시스템 분석 및 기능 통합
∙ 정밀경계획선 기반 시나리오 분석기능 개발

∙ GIS 기반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 광물자원, 어업자원의 가격정보 DB 구축
∙ 가격 변동 분석 및 시나리오 적용방법 연구
∙ GIS 기술을 이용한 광물자원, 어업자원 

경제성 분석방법 연구
∙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기능 설계 및 구현

∙ 통합 DB 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접근 및 최적화 
전략 제시

∙ 통합 DB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전략 연구
∙ 경계획정 최적화를 위한 DB 고도화 방향 

제시

표 1.1. 연차별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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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연구 목표 연구 결과

1차년도
(2009)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자료 
및 DB 현황 분석

∙ 해양영토 통합 DB체계 
구축방안 수립

∙ 기관별, 사업별 자료현황 파악 및 자료생산 
목록 작성

∙ 자료특성 및 자료포맷 분석을 통한 자료관리 
기본방향 설정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통합관리절차 
및 자료유통을 위한 표준포맷 설정

∙ 통합 DB의 자료관리 및 시스템 구성안 도출
∙ GIS 기반 DB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방안 수립
∙ 시스템 수록 자료의 보안관리방안 수립
∙ 해양영토관리 통합 DB체계 기획보고서 작성

∙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DB 구축
∙ 해양영토 관리 DB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프로토타입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 시스템 개발환경 정의
∙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DB 구축
∙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프로토타입 시스템 검증, 완성

∙ 경계획정대상수역 및 관리 
수역 도출을 통한 정책 정보 
생산 방향제시

 -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자료 
DB구축 대상 해역(EEZ) 도출

 - 해양영토 DB 구축을 통한 
해양관할권 확대, 해역관리의 
단계별 활용 가능성 제시

∙ 해양영토 DB 구축 대상 해역의 구체화로 
관할권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에 
활용

∙ 해양관할권 갈등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DB 축적, 활용 영역을 
도출하여 장기적 DB 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 해양영토 DB는 관할권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수행과 함께 향후 주변해역의 과학적 관리 
기반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수행과정에서 
연구성과로의 공개, 확대가 필요함

∙ 해양영토 DB화와 해역관리의 단계별 수행 
방향을 제시

표 1.2. 1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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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연구 목표 연구 결과

2차년도
(2010)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통합 DB 
설계 및 구축

∙ 기관별, 사업별, 자료별 특성을 고려하고 확장성이 
용이한 통합 DB 시스템 설계

∙ 기관별, 사업별 기존 과학조사자료 수집 및 수집자료 
검증

∙ DB 설계에 따른 자료처리 및 통합 Archive DB 구축
∙ 수치자료 GIS 가공을 통한 Oracle 기반 GIS DB 

구축
∙ 도면자료 디지타이징, GIS 가공을 통한 GIS DB화
∙ GIS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자료표출 프로그램 개발
∙ 자료관리절차 적용을 통한 2009년도 사업의 

과학자료 수집 

∙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DB 구축
 - 해양자원, 해안선, 기점 및 각국주장 경계선 구축
 - 협정사례별 관련 국제판례 구축
∙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기능 개발
 - 가상의 해양경계선 적용 시 자원, 면적의 손익 계산
∙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 의사결정기능을 사용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결정하도록 지원
 - 우리나라 해역 중 서해 및 동중국해 대상으로 시범 

구축

∙ 통합 DB의 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 해양과학조사 통합 DB 구축과 해양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 중국 해양정보센터는 중첩해역에 대한 DB 구축과 
해역별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해역별 구체화, 접근 
전략 수립에 활용

∙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협정에서, 중국정부는 해당 
지방의 산업구조와 어민들에 대한 영향까지를 
총괄하여 분석함

∙ 해양경계획정기술방법에 대한 정책적 연구 
 -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시스템은 사업추진이 

(1)해양경계획선 기술, (2)기초정보 축적, (3) 
해석에 기반한 경계선 조정평가기준, (4) 평가 
기준 외의 요소 등을 포괄하여 각각, 그리고 의사 
총합 형태로 진행

 - 중국의 경계선 조정평가기준은 향후 우리와의 경계
획정시 주요 갈등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 
특히 석유가스자원 및 어업자원, 정치지리적요소 등 
영역이 확대된 형태의 다양한 DB 축적이 요구됨

표 1.3. 2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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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연구 목표 연구 결과

3차년도
(2011)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통합 DB 
구축  

∙ 기관별 생산자료 및 2010년 연구사업 생산자료 
추가 수집

∙ 수집자료 검증 및 Archive DB 업데이트
∙ 수집자료 입력, 수정 등 자료관리 기능 강화
∙ GIS 데이터 가공 및 GIS DB 구축
∙ 자료검색 기능 재구축 등 GIS 자료표출기능 

고도화
∙ 핵심정보를 이용한 포터블 시스템용 DB 설계 

및 구축
∙ 독립실행형 포터블 GIS 프로그램 개발
∙ 시스템 모듈화를 통한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기능 통합
∙ 운영기관별 장단점 비교 등 통합 DB 운영방안 

도출
∙ 자료수집 및 수집자료 처리, 관리, 백업 등 통합 

DB의 자료관리방안 수립
∙ 자료관리절차 시범적용 및 관리절차 정립

∙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Ⅱ)

∙ 의사결정지원 DB를 고도화함
 - 추가된 공간데이터에 대한 DB의 갱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DB를 재구축함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함
 - 해양법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추가 시나리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
 - 추가된 공간데이터 분석 및 이에 대한 조회기능 

모듈을 설계하고 개발함
∙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Ⅱ) 개발함
 - 우리나라 수역 중 동해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추가 구축함
 -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한 모든 가상시나리오가 

표출되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 통합 DB 기반 경계획정 
대상수역 평가

∙ 통합 DB에 수록된 자료와 중국의 예를 통해  
해역별 정책 활용성을 평가하고 경계획정 
접근방법을 도출함

∙ 현재까지의 통합 DB 구축 성과를 분석하고 
통합 DB의 향후 정책수요를 도출함

∙ 현 통합 DB의 제한성을 바탕으로 해양경계획정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 DB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표 1.4. 3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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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연구 목표 연구 결과

4차년도
(2012)

∙ 과학조사자료 통합 DB 
확대 및 기능고도화 

∙ 사업별 2011년 연구사업 생산자료 추가 수집
∙ 수집자료 검증 및 Archive DB 업데이트
∙ GIS 데이터 가공 및 GIS DB 구축
∙ 한반도 해역의 국외 해양지질, 지구물리 자료 탐색,  

수집
∙ 국외자료 Archive DB 및 GIS DB 구축 
∙ 국외자료 검색, 표출을 위한 GIS 활용기능 개발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
∙ Archive DB 정보관리 기능 개발
∙ GIS 자료검색 및 자료표출 기능 다양화
∙ 자료분석 및 출력기능 추가 개발

∙ 해양경계획선시스템 
통합 

∙ 경계획선시스템 분석 및 통합방안 수립
∙ 포터블 시스템에 경계획선시스템 통합
∙ 정밀경계획선 기반 시나리오 분석기능 개발
∙ 구면좌표계 기반 거리, 면적계산 기능 개발
∙ 구면좌표계 기반 시나리오별 비교 분석기능 개발

∙ GIS 기반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 광물자원, 어업자원의 가격정보 DB 구축
 - 가격정보 DB 설계 후 자료 수집 및 구축
∙ 가격 변동 분석 및 시나리오 적용방법 연구
 - 시나리오에 따른 해양자원 가격정보 적용 및 

표현방법 연구
∙ GIS 기술을 이용한 광물자원, 어업자원 경제성 

분석방법 연구
 - GIS 기반의 공간데이터 상 가격정보 DB의 적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방법 연구
∙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기능 설계 및 구현
 - 시나리오별 분리되는 해양자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기능 모듈 설계 및 개발

∙ 통합 DB 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접근 및 
최적화 전략 제시

∙ 통합 DB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전략 연구
 - 통합 DB의 해역별 가치를 근거로 주변해역별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제한적 통합 DB 자료에 
근거한 전략제시)

∙ 경계획정 최적화를 위한 DB 고도화 방향 제시
 - 주변국 주장 경계획정 요소, 통합 DB의 수요적 

측면의 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관기관 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표 1.5. 4차년도 연구개발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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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기술 동향
해양 연구에서 자료공유는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이므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유통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료획득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자료 독점욕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y committee, IOC)는 국제해
양자료정보교환체계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 Information Exchange, 
IODE)를 통해 국제간 해양자료의 자유로운 교환,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해양물리자료의 국제적 유통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들어 해
양생물 분야와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자료의 공유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체계(IODE)에서는 각 국가 해양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전에는 각 국가별로 국가해양자료
센터를 설립하고 각 국가별 해양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유통시키는 자료센터 네트워
크 구축에 힘써왔다. 그러나 해양관측방법의 발전, 네트워크속도의 향상, 운용해양시
스템의 구축 등으로 인해 자료생산자가 직접 자료를 배포하는 시스템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한 기관에서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Trieste, 
2007).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된 시스템의 DB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자료유통방법
이 정리되고 있다. 2008년에 UNESCO에서 발간한 자료센터 구축 매뉴얼에서는, 최
근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해양자료센터모델로 통합형, 분산형, 혼합형 자료센터모
델을 제시하고 있으며(그림 2.1), 최근에 구축되는 통합시스템들은 DB를 연계하는 
분산형과 혼합형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2.1. 해양자료센터 모델 : (좌)중앙집중형 (중)분산형 (우)혼합형 (UNESC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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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자료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배포, 각 프로그램별 자료 배포 등이 
혼재하면서, 전 세계 해양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자료의 
종류와 양도 급증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11).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NESDIC 
(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산하에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 (NGDC)를 설치하고 해양지질, 지구물리자료의 통합 작업
을 수행하여 왔다(NGDC 웹사이트). 유럽에서는 프랑스 주도하에 환유럽 데이터유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SeaDataNet을 통해 해양지질자료의 공유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SeaDataNet 웹사이트).

그림 2.2. 미국 NGDC 웹사이트

그림 2.3. 유럽 SeaDataNet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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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기반(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간정보를 유통,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개발해 오고 
있으며, GIS S/W는 복잡한 공간분석 중심의 과중한 기능에서 사용자 서비스 중심의 
다양한 응용 및 활용분야로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각종 에너지
들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실비들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라 해양자원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양개발의 촉
진과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실질적으로는 2004년) 육상과 해역을 망라한 전체 분지에 대
한 자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 현재까지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황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자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2000년 베트남과 통킹만 경계획정을 체결한 바, 이는 한중일 유일한 해양
경계획정 사례이며, 천진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는 중-베트남 경계
획정시 중요한 과학기술분석 자료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관할해역과 관할권 외측의 경제성 있는 해양자원 탐사 및 확보를 위한 기
술개발에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저지질조사를 바탕으로 대륙붕연장 
가능성이 있는 주변해역에 집중적인 조사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유엔대륙
붕한계위원회’ 신청을 위해 대륙붕 연장 가능성이 있는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수행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CLCS에 제출, CLCS 회의를 통해 대륙붕 연장에 
대한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국내적으로 조직적․체계적인 
자원지질조사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를 목표로 주변 해역의 석유․광물자원 
2D/3D 탐사를 병행하고 있는 바, 자원에 대한 주변국의 대규모 작업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관할해역의 안정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법집행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자원 뿐 아니라 관할권 확장,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
한 아국 이해 침탈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의 주변수역 자원조사 및 지질조사 사업이 
확대 국면에 있는 바, 현안으로서의 관할권 침탈사항에 대한 정책대응과 향후 추진
될 해양경계획정 사업의 과학화와 이론적 근거 확보를 위한 정밀 탐사작업이 요구되
며, 이는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지원을 위한 효과적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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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연구개발 사례

□ 미국 Coastal and Marine Geology Program Internet Map Server
미국의 USGS(US Geological Survey)에서는 대서양, 태평양, 미동부, 미중부, 미서

부, 멕시코만의 EEZ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 자료들을 DB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
으며,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CMGP(Coastal and Marine Geology Program) Internet 
Map Server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EEZ 경계 자료를 비롯하여 지질조사자료, 표층
퇴적물 관측정보, 수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용 웹서버로 ArcIMS를 사
용하고 있으며, 기존 자료를 이용해 가공된 shape 파일을 제공하면서 GIS 특성을 살
려 다양한 layer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4. 미국 CMGP Internet Ma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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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eospatial Data and Service
미국 NGDC(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에서는 Geospatial Data and 

Service를 통해 다수의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자료로는 수심, 중력, 자력, 탄성파, 지질탐사 자료가 있으며, GIS 표출
화면에서 자료를 선택하면, 관련 관측 데이터와 metadata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그림 2.5. NGDC의 지구물리자료 서비스

그림 2.6. NGDC 자료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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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관측시기 자료형태 사이트주소
Bathymetry

1939 ~ 
2013

Image, 
MGD77,

PDF
http://maps.ngdc.noa
a.gov/viewers/geoph

ysics

Magnetics
Gravity

Single Channel Seismic 
Reflection

CDP Seismic Reflection
Side Scan Sonar

Seismic Refraction
Digital Shot Pt Navigation 

표 2.1. 미국 NGDC 자료제공 현황  

□ 미국 Marine Geoscience Data Service
미국에서는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생

산된 지구과학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MGDS(Marine Geoscience Data Service)
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78,063개의 파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
음. MGDS를 검색하면 한반도 해역 자료를 추출할 수 있으며,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관측한 동해의 천부탄성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 미국 MGD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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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Texas Austin 대학의 동해 탄성파 자료

자료명 관측시기 자료형태 사이트주소
stacks+migrations

1973 ~ 
2013

Image,
CSV,

ASCII,
SEG-Y

http://www.ig.utexas.
edu/sdc/msi

OBS 
(Ocean Bottom

 hydrophone and/or 
Seismometor record)

Chirp & 3.5kHz
scs 

(single channel seismic)
strips

sonobuoys
shots-field

표 2.2. 미국 MGDS 자료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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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AMSTEC Data Portal
일본 JAMSTEC에서는 기관차원의 관측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JAMSTEC Data 

Portal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학 전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의 경우에는 동해에서 관측한 탄성파자료, 중력자료, 자력자료, 시추코
아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9. 일본 JAMSTEC Data Portal의 중력 관측정보

그림 2.10. 일본 JAMSTEC Data Portal의 시추퇴적물 관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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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관측시기 자료형태 사이트주소
Bottle Sampling

1982 ~ 
2012

csv,
ascii,

이미지,
pdf

http://www.ig.utex
as.edu/sdc/msi

Bathymetry
Cruise Track

CTD
Dive Point

Deep-Sea Images
Gravity Line

Holes Drilled by CHIKYU
LADCP

Land Atmospheric
Composition

Land Solid Earth
Land Vegetation
Land Weather

Land Station (other)
Magnetics Line

Marine Biological Sample
Ocean Meteorology Line

Ocean Time Series
Primary Production

Rock Sample
Sea-Bottom Mooring

Sediment Core
Sub Bottom Profiler

(Sub)Surface Mooring
Underway ADCP
Underway pCO2
Underway TCO2

Underway Thermo Salinograph
XBT

XCTD

표 2.3. 일본 JAMSTEC 자료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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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ODC의 J-DOSS
일본 JODC(Japan Oceanographic Data Center)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JODC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J-DOSS(JODC Data On-line Service System)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J-DOS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해양물리, 생물, 지질 
및 지구물리 등으로 다양하며 metadata와 관측데이터를 모두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다. 

 

그림 2.11. 일본 JODC의 J-DOSS 메인화면(좌) 및 검색화면(우)  

자료명 관측시기 자료형태 사이트주소
Serial Station Data

(Water samplers, STD, CTD, BT)

1961 ~ 
2012

Image,
CSV,

ASCII,
SEG-Y

http://www.ig.ut
exas.edu/sdc/msi

Ocean Current Data
(Ship Drift, GEK, Shipboard ADCP)

Tide Data (hourly height data)
Taxonomic Code

Marine Organisms Observation Data
500m Mesh Depth-sounding Data

Mooring Observation Data
MGD77 Data 

(Bathymetry, Geomagnetism, 
Gravity)

표 2.4. 일본 JODC 자료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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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천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해양정보센터는 국가해양국 직속의 공익성 사업기관으

로써 국가해양에 관한 정보자료를 관리하며, 해양경제･해양권익 유지와 국방군사 건
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해양정보센터는 국내외 해양정보 연구, 해양법 연구 
참여와 초안 작성 및 정보제공, 해양관리와 해역 경계획정에 관한 전략･정책 및 기
준 연구, 국가 해양법 집행 감찰에 관한 정보체계화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중국 해양권익 유지 정책에 따라 
주변국가와의 해양경계획정 정책결정에 조력, 해양입법과 지방정부 해상경계획정 방
법연구, 중국의 대륙붕과 인근해역 경계획정 정보관리 시스템 및 해양법과 법규에 
관한 정보 연구이다. 

그림 2.12. 경계획정시 과학조사자료 활용 사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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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The U.S. Marine Cadastre
미국의 BOEMRE(The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Regulation and 

Enforcement) 와 NOAA에서는 해양에너지 관련 해역의 관리와 이용을 목적으로 
U.S. Marine Cadastre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에 대한 공간계획을 위한 GIS로 해양
경계와 다양한 자료를 함께 묘사하여 해양영역의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
한다.

그림 2.13. U.S. Marine Cadastre 웹사이트

□ 미국 Shoreline Data Explorer
NOAA의 Coastal Services Center에서 관련되는 몇 개 주와 공동으로 개발한 시

스템으로 연안관리 집단으로 하여금 적기에 통합적인 의사결정과 분석을 하는데 중
요한 지역의 지리와 관련된 규정과 환경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4. Shoreline Data Explore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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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GeoConnections
GeoConnections는 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CGDI)를 구축하기 위

한 국가적 협력 주체로써 캐나다의 지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도구 및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정보가 편리하게 검색될 수 있도록 시스
템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5. GeoConnections 웹사이트

□ 호주 AMSIS
Australian Marine Spatial Information System (AMSIS)는 호주의 해양경계를 정

의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National Mapping에서 개발하였으며, 데이터 산출물
로서 호주의 Territorial Sea Baseline과 해양영역에 대한 자료를 엑세스할 수 있도
록 제공한다.

그림 2.16. AMSIS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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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RETScreen
청정 에너지 의사 결정 지원 센터(Renewable Energy Decision Support Center)

에서는 RETScreen라는 의사 결정 도구를 개발하여 초기 타당성 분석의 비용을 줄
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고객들이 보다 나은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급
하고,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7. RETScreen 진행단계
 

□ 미국 HOMER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개발된 HOMER는 도서지역

의 신재생 에너지 전원을 위한 복합 최적화 모델로 하이브리드 전력공급시스템의 최
적설계 및 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전력시스템의 경
제성 평가에 의해 기술의 선택 및 가격변동, 에너지원의 사용가능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18. HOM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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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ipor
Vipor는 주어진 지형에서 power Source와 그 특성을 입력하고, 또 관련 수요지점

과 그 특성을 입력하여 비용최소화로 최적화된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면 어떤 망의 
연계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반복적 계산(iteration)을 통해 찾아내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19. Vi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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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가. 해양자료정보유통 현황
국내에서 해양자료를 생산,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

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이 있으며, 해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 대학
에서도 연구목적에 따른 해양관측을 수행하면서 일부 자료를 대외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에서는 해양안전운항, 어업활동 지원, 기상예
보 활용을 목적으로 해양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료는 목적에 따라 다양
한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해양연구 프로그램의 목
적에 따라 해양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보유자료의 원내외 
서비스를 위한 KIOST 해양자료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규모
의 해양생물정보시스템인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 (KOBIS, Korea 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KOMBIS, 
Korea Marine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KOBIS는 국제 
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OBIS)의 regional node로 한반도 해역의 해양생물 출현정보
를 수집하여 국제 공동 네트워크에 연계하고 있다.

그림 2.20. KIOST 해양자료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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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그림 2.22.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국해역에 대한 해양측량, 해양관측 등의 해양조사를 시행하여, 
그 성과로 수집한 자료를 자체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해양과학 데이터 대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수면에 대한 연속 관측을 통해 수
심측량의 기준면을 결정하고, 연안개발 및 항만건설에 필요한 설계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각종 활동 및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자료인 조석예보정보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연안역의 검소소와 해양부이에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위, 수온, 염분,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는
데, 수집자료는 DB에 수록하여 관리하며, 자료에 대한 질검증을 거친 후, 실시간 연
안정보서비스를 통해 텍스트,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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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6년부터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대한 국가해양기본도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해양조사선을 이용하여 중자력 탐사, 탄성파 탐사 등을 실시하고 자료를 축척
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는 14개 해역별 해저지형도, 중력이상도, 지자기전자력도, 천
부지층분포도의 도면형태로 발간하며, 해양개발, 안전항로 확보, 해양환경보전의 필
수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23.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연안정보서비스

그림 2.24.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기본도 도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및 수산기술 지도, 보급을 수행하
는 국가기관으로 해양에 대한 조사활동 및 자료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
학원에서는 1961년부터 매년 6회씩 정선해양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5개 정선
의 207개 정점에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등 17개 항목에 대한 정기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수집한 해양자료를 활용하여 해황속보, 주보, 정보지, 연보를 발간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수치 데이터는 1년 단위로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안정지관측은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황변동을 조사하기 위한 해양관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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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전국 연안의 34개 지점에서 매일 10시의 수온 및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하는 해양과학 데이터는 수온, 기온, 비중, 운량, 천기이며, 일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5.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해양관측자료 

그림 2.26.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정지관측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해양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해양지질 및 지구
물리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양지질도 사업을 통해 입수한 자료는 해역별로 도면
을 발행하였으며, GIS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다수의 해양관련 기관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춘 자료정보시스템을 다수 운영하
고 있지만, 종합적인 해양영토 이용․관리라는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정보의 지역적 편중과 중첩 문제도 존재한다. 더불어 자료간 관련성 부족 및 조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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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방법에 따른 조사와 정보 모니터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나. 해양GIS 개발현황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에 발표한 국가GIS 시행계획에 의하면 기본지리정보는 5개 

분야(행정구역, 교통, 시설물, 지적, 수자원)가 구축이 완료되어 유지관리 중에 있다. 
나머지 5개 분야(해양, 지형, 기준점, 공간영상, 통계) 기본지리정보는 구축 진행 중
에 있다. 토지이용, 지하, 수자원, 농업, 환경 및 산림, 해양,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GIS 응용시스템이 구축되어 행정 업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 완료 계속
구축

유지관리중
(갱신)분  야 항 목

행정구역 행정・법정동경계 ● ●
교 통 도로경계, 도로중심선 ● ●

철도경계, 철도중심선 ● ●
시설물 건  물 ● ●

문화재 ● ●
지 적 지적 ● ●
수자원 하천중심, 하천경계, 호수/저수지, 

유역경계 ● ●
해  양 해안선, 해양경계, 해저지형, 

해양기준점 ●
지  형 수치표고모델 ●
기준점 측량기준점 ●

공간영상 정사영상, 정사사진 ●
통계(신설) 통계단위구 ●

 출처 : 2009년도 국가GIS 시행계획

표 2.1. 기본지리정보 구축 현황

현재 해양부문의 GIS응용시스템 사업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자해도 
제작사업,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구축사업, 연안해역해저정보 조사사업, 연안해
양정보실시간제공시스템 구축사업, 해양안전심판 관리시스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본 사업은 1999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연안 공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연안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연안정보도, 위성
영상 및 각종 연안관련 자료를 GIS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지식
기반 연안관리 행정업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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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다차원 공간정보 기반 연안GIS 구현을 위해 위성영상 기반 연안
GIS시스템, 3차원 연안GIS시스템을 개발하고 연안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연
안관리정보 게이트웨이 허브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축사업
◦ 본 사업은 2001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이용․개

발, 연안관리, 해양재해예방, 안전항로개발 등 국가해양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매년 생산되는 대량의 해양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
고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 해양 분야에 있어 기본이 되는 국가기본지리정보 및 수치해도, 측량원도 등 해
양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 및 공동 활용을 강화하며 고객 서
비스를 위한 시스템으로의 고도화를 이루고자 한다.

□ 연안해역해저정보 조사사업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 주관으로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연안해역의 해저지형 및 해저시설물을 조사하여 국가GIS 및 
해양GIS 구축 시 연안해역의 기본지리정보 기반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 연안 모래, 자갈 및 규사토 채취 등의 인․허가에 필요한 정보 및 연안해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정밀연안정보도 제작에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전자해도 제작사업
◦ 기 구축된 전자해도를 최신의 측량자료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갱신 및 유지관

리 할 수 있도록 신․개정판 해도 및 보정도를 전자해도로 제작하는 작업과 격
자형 전자해도 공급에 따라 최신의 정보에 의한 격자형전자해도의 유지 및 관리
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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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개발 사례

가. 해양자료정보 유통시스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주제도 웹서비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각종 지질정보 주제도 제공을 위해 지질자원주제도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분야에서는 해양지질도 사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퇴적
물특성분포도, 해저퇴적물등층후도, 자료특성분포도, 중력특성분포도, 탄성파탐사 단
면해석도 등의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GIS DB화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27. 지질자원주제도 웹서비스 화면

□ 국립해양조사원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국립해양조사원(KHOA)의 TOIS(Total Ocean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원

시자료 수집에서 최종 서비스까지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가지며, 실시간 DB구축, 
대용량데이터 처리 및 해도 관리 등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체 업무효율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TOIS의 기능들은 해양지리정보
를 생산·처리하는 관련 업무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해양지리정보의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37－

그림 2.28. TOIS 시스템 구성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한반도 해역에서 출현하는 해양생물종의 출현정보를 

GIS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을 2008년부터 개발하기 시
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아이폰에서 국내 해양생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에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반도 
해역에서 출현하는 10,0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의 출현 위치를 Google API를 활용하
여 지도상에 표출하는 지리정보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그림 2.29.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의 아이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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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정보 및 해안사진 모바일 정보서비스
(주)비엔티솔루션과 국립해양조사원은 연안역의 조석정보와 해안에 설치된 CCTV

에서 촬영한 해안사진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위치 선택에서 Google API를 활용한 GIS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2.30. 아이폰을 이용한 조석정보, 해안사진 제공화면

나. GIS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제주도 중산간보전지역관리시스템
◦ 방대한 수치자료와 도면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통해 보전 및 이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분석응용
시스템이다.

□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 토지의 환경․생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간 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토지가 갖는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의사결
정지원시스템이다.

□ 국유림영림계획 지원시스템 구축
◦ 웹기반 국유림 경영관리 평가기능 체계도입 및 기 개발된 ‘네오 영림’ 시스템에 

산림지리정보체계(FGIS)를 도입한 입체적인 국유림경영 지원 시스템이다.
◦ 수작업에 의해 각 대장에 기입되어 있는 과거 영림계획 자료를 DB화하기 위해 

DB구축용 입력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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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책수립지원 시스템
◦ 한국토지공사에서 구축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내 하나의 세부 시스템으

로서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분석, 추이분석, 예측, 공간분석 
등 통계 처리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 마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지자체에서 생산된 토지자료는 실시간으로 취합되며, 이때 토지정보의 검색 및 
관리기능은 ODBC를 이용한 2-Tier구조로 Visual Basic으로 구현하였고, 공간
적 분포도 분석기능은 MapObjects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 대기환경예측평가 시스템
◦ 2004년 환경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량 산정방법을 적

용하고, 시·공간 분석기능 및 배출량 저감 예측·평가 기능 등을 보완 발전시킴으
로써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 환경부는 환경정보화촉진사업으로 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오염원자

료 정확도관리를 기반으로 수계별 DB 자료공유시스템, 보고서 지원시스템, 수질
예측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오염원자료, 수질측정 자료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며, 타 부처의 수리·수문관측자
료, GIS자료 등도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다.

□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 국토해양부는 수자원정보화를 위해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

으며, 수자원 관련분야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
표로 기초자료관리시스템, 분석시스템, 정책지원시스템의 3개 분야별로 세부시스
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다. 경제성 분석 시스템
□ 열병합발전시스템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 시스템의 결제성 평가를 위한 기준 데이터를 설정한 후 이 기준 데이터의 활용

을 통해 경제성평가 Tool을 개발하여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입주자들에게 열 및 전기사용에 대한 에너지사용요금을 줄임으로써 공사의 이미
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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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 과거 데이터 및 비용을 결합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평가를 기반으로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집계를 수행하고자 개념적 단계에서 건설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콘크리트 전과정  배출량 및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건설 산업의 주요자재인 콘크리트는 시맨트, 골재, 혼화재료 등의 자재 생산과정

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향후 레미콘 출
하시에도 가 생성된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에 대한 정량적 평
가를 위하여 최적설계기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전과정  배출량 및 경제성 
평가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축열시스템 도입시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냉동기를 사용하는 산업체는 축냉시스템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설치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성측면에서 분석,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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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해양영토관련 과학조사자료 수집

경계획정과 관련된 과학조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사업
들에서 생산된 자료들의 통합 DB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사업목적
EEZ 

해양광물자원
조사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1997~2011 ∙ EEZ 경계획정 전략수립에 필요한 해양

광물자원조사 및 자원배태 퇴적구조 조사

황해퇴적물 
이동관측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1998~2011

∙ 한중간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기원에 
따른 해양영토 경계획정을 위한 분쟁에 
대비하여 퇴적물 기원의 경계범위에 대
한 자료구축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2007~2011 ∙ 대륙붕 권원확보 및 중국과 대륙붕 경
계협상을 대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대륙붕한계조사 
연구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2000~2005 ∙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을 위한 유엔대륙

붕한계위원회 문건 제출

어업자원도 국립수산
과학원 2002~2008 ∙ 어종의 발생단계와 생활주기를 연구하여 

어업활동과 시책 수행에 활용함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국립해양
조사원 1995~2011

∙ 최신 해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영해․대륙붕 및 경계수역 
획정, 해양개발과 해양산업 증진, 국가 
해양정책 수립 등에 필수적인 해양자료 
확보․제공 및 해양정보 인프라 구축

해저지질도 
작성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1979~2010

∙ 체계적 해저개발, 영토권 보존 및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예상 관할해역 약 30만 
km2에 대한 해저지질도 작성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2005~계속 ∙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자원
부존지역 탐사 및 시추기술 개발

표 3.1. 경계획정 관련 과학조사 사업목록

  

각 사업에서 생산하는 경계획정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
업별 책임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
를 입수하여 자료현황을 분석하였다. 



－ 44－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기본도 작성”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있으
며, 디지털화하여 DB로 관리하고 있었다. 생산되는 자료항목은 해저지형, 중력, 자
력, 천부탄성파로 총 14개 영역에 대한 도면작업을 완료하였다. “어업자원도”는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2002년부터 2008년간 어업통계자료를 도서로 출간하였으며 42개 
어종의 어획량 정보와 연도별, 월별 자원량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에서는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와 “황해-동중
국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부탄성파, 천부
탄성파, 중력, 자력, 시추퇴적물, 표층퇴적물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연구책임자가 직
접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치, 이미지, 바이너리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
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대륙붕한계조사 연구”와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
조 연구”는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연구책임자가 자료를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디지털 
파일로 잘 관리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저지질도 작성”과 “동해 가스하
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으로 천부탄성파, 중력, 자력, 시추퇴적물, 표층퇴적물 자료가 생산되고 있고 생산 자
료의 구체적인 목록이나 관측자료는 지식경제부의 협조를 통해서만 입수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천부탄성파자료와 심부탄
성파 자료중 최근 자료들은 SEG-Y포맷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료의 
양이 방대한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거에 생산한 탄성파 자료중에는 디지털화하지 
못하고 이미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상당수 있다. 해저표층퇴적물 자료는 
분석을 통해 생산한 자료로 수치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이미지 파일
로 실려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시추퇴적물의 경우에는 시료에 대한 사진, X-ray 이미
지, 주상도는 이미지로 관리되고 분석자료는 수치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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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조사자료 현황
가.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1)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목적
◦ EEZ 경계획정 전략수립에 필요한 해양광물자원조사 및 자원배태 퇴적구조 

조사
◦ 해양광물자원 분포도 작성 및 정보시스템 구축
◦ 해양정책연구 및 자원탐사 기반기술 개발

□ 사업기간
◦ 1997년-2011년 

(2) 현장조사 현황
□ 1997년 동해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따라 개괄

적인 탐사를 수행
□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년차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8년

까지의 관측내용은 2008년 종합보고서로 제출
□ 2012년도 사업부터는 “한국관할 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사업으로 통

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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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기기 관측시기
심부탄성파 이미지 다중탄성파장비 1997~2011

중력 수치, 
그래프

선상중력계 + 
인공위성자료 1997~2011

자력 수치, 
그래프 선상자력계 1997~2011

천부탄성파 이미지 chirp 1997~2011

시추
퇴적물

∙ 일반사진 이미지

Piston core 1997~2011

∙ 주상도 이미지
∙ X-ray radiograph 이미지
∙ 입도분석, 함수율 수치, 

그래프
∙ 유기탄소, 탄산염
 (TOC, C/N, CaCO3)

수치, 
그래프

∙ 중사함량, 
성분분석

수치, 
그래프

∙ 중금속 수치, 
그래프

표 3.2. EEZ 해양광물자원 조사 자료현황

그림 3.1. EEZ 광물자원조사 연구 관측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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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정      점 측선거리
(㎞)시작 종료 구분 시작점(°) 종료점(°)

19990412 19990417

위도 38.3738350 38.5658517 25.7경도 133.1946831 133.3601667 
위도 38.5945330 39.0254997 57.1경도 133.3997664 133.7588833 
위도 39.0256978 39.1955149 31.6경도 133.7588829 133.4654997 
위도 39.1955167 38.1597155 138.7경도 133.4652170 132.5722170 
위도 38.1596841 38.1604506 54.7경도 132.5719166 131.9473834 

20000418 20000420

위도 37.8811113 38.8472215 107.4경도 132.6618002 132.7251667 
위도 38.8472215 39.0508330 82.4경도 132.7251667 133.6394003 
위도 39.0508330 39.6777790 69.6경도 133.6394003 133.6498331 
위도 39.6777790 39.3897224 34.7경도 133.6498331 133.4918748 
위도 39.3897224 39.2202756 23.6경도 133.4918748 133.6582524 

표 3.3. EEZ 광물자원조사 연구의 탄성파탐사 자료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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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1)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목적
◦ 해양영토 경계획정을 위한 분쟁에 대비하여 한 ‧ 중간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기원에 따른 경계범위의 자료구축
□ 사업기간

◦ 1998년-2011년

(2) 현장조사 현황
□ 1998년 ‘황해 퇴적역학 및 퇴적환경에 대한 한 ‧ 중 국제공동연구’는 황해퇴적

물의 기원 및 경계를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
□ 2003년에 이르러 연구의 주된 목표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자료구축으로 변

환 
□ 2012년도 사업부터는 “한국관할 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사업으로 통

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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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기기 관측시기
표층퇴적물
입도분석

∙입도별 % (Folk)
∙수평분포도 grab 1998~2011

표층퇴적물 
광물분석

∙광물함량 (illite, 
chlorite, kaolinite, 
aragonite 등)

∙수평분포도
grab

x-선 회절분석 2007

표층퇴적물
유기물분석

∙Total Organic 
Carbon(%)

∙Total Nitrogen(%)
∙δ13C
∙δ15N

2007

표층퇴적물
원소(중금속)

∙원소(중금속)별 함량 
(%,mg/kg) grab 1998~2011

천부지층탐사 ∙이미지 or Data file Chirp
Sparker 1998~2011

시추퇴적물
입도분석

∙주상도
∙X-ray radiograph
∙입도별 % (Folk, Yi)

core 1998~2004

시추퇴적물
원소(중금속)

∙원소(중금속)별 함량 
(%,mg/kg) core 1998~2004

표 3.4.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연구 자료현황 

그림 3.2.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연구 조사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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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정점번호 지  점
위도(°) 경도(°)

1998

B01 36.3535000 125.7947000 
B02 36.3366700 125.4943000 
B03 36.3315000 125.1662000 
B04 36.3355000 124.8295000 
B05 36.3388300 124.5042000 
B06 36.3400000 124.1705000 

1999

C01 35.2525500 125.5830000 
C02 35.2501300 125.1660000 
C03 35.2502200 124.8335000 
C04 35.2486000 124.4845000 
C05 35.2482300 124.1328000 
C06 35.2500500 123.7834000 
C07 35.2498500 123.4340000 
C08 35.2488500 123.0835000 
C09 35.2508000 122.7343000 
C10 35.2491000 122.3675000 

표 3.5.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연구의 표층퇴적물 입도분석 자료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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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
(1)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목적
◦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을 위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문건 제출

□ 사업기간
◦ 2000년-2005년

□ 사업추진 근거
◦ 유엔해양법협약 제 76조에 근거, 연안국의 200해리 이원의 확장된 대륙붕

(extended continental shelf)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륙주변부, 대륙사면의 
끝, 퇴적층의 정확한 두께, 정확한 영해기선, 2,500m 등심선을 확정하기 위한 
명확한 수심자료가 필요

◦ 남해의 남부지역인 동중국해는 우리나라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측한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2009년 5월 13일까지 관
련된 문서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

(2) 현장조사 현황
□ 남해해역(중부 및 북부 오키나와 트러프) 및 황해해역(한국‐중국 중간 수역)에 

대한 심부탄성파, 천부탄성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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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기기 관측시기
천부탄성파 SEG-Y File chirp 2000~2004
심부탄성파 SEG-Y File 다중탄성파장비 2000~2004

중력 이미지 or
Data File 선상중력계 2000~2004

자력 이미지 or
Data File 선상자력계 2000~2004

표 3.6.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 자료현황

그림 3.3.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 현장조사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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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정      점 측선거리
(㎞)시작 종료 구분 시작점(°) 종료점(°)

2000 2000

 위도 31.7959000 30.6751083 124.2 경도 127.7499611 127.7499361 
 위도 30.4756556 28.9940778 164.2 경도 127.7500028 127.7500083 
 위도 28.9763278 27.9933861 108.9 경도 127.7499361 127.7499944 

2001 2001

 위도 28.9743389 29.7301083 134 경도 127.2567333 126.1790361 
 위도 29.9207917 29.1665250 168.1 경도 125.8857417 127.3911556 
 위도 29.3643556 30.1130806 166.6 경도 127.5153000 126.0219139 
 위도 30.4578250 29.5562611 200.6 경도 125.8469139 127.6506361 
 위도 29.7537083 30.6567972 200.6 경도 127.7757944 125.9695056 
 위도 30.8505556 29.9453056 200.6 경도 126.1036917 127.9120750 
 위도 30.1424333 31.0493500 200.6 경도 128.0382528 126.2273417 

표 3.7.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의 탄성파탐사 자료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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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1)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목적
◦ 대륙붕 권원 확보 및 중국과 대륙붕 경계협상을 대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 사업추진 근거
◦ 관계부처대책회의(2005.11.11)에서 동중국해 롱징 가스전 부근해역과 우리나

라 7광구 사이에 지하광맥이 연결되어 있는 지에 대한 자료수집의 시급성 지
적.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해양수산부에 동중국해 롱징 가스전부근 해양과
학조사를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요청(2006.3.6)

(2) 현장조사 현황
□ 기존 탄성파자료 및 신규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을 통한 퇴적분지 해석
□ 한 ‧ 중 공동 동중국해 북부분지 해양탐사
□ 2012년도 사업부터는 “한국관할 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사업으로 통

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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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기기 관측시기
천부탄성파 SEG-Y File chirp 2007~2011
심부탄성파 SEG-Y File 다중탄성파장비 2007~2011

중력 이미지 or
Data File 선상중력계 2007~2011

자력 이미지 or
Data File 선상자력계 2007~2011

표 3.8.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자료현황

그림 3.4.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관측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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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정      점 측선거리
(㎞)시작 종료 구분 시작점(°) 종료점(°)

2007 2007

 위도 32.8229000 31.5835944 183.7 경도 125.1603972 126.4548806 
 위도 31.7471361 32.9503917 178.4 경도 126.5717750 125.3126556 
 위도 33.0693194 31.9235028 169.5 경도 125.4864361 126.6808472 
 위도 32.0768639 33.1907667 164.6 경도 126.7920972 125.6321806 
 위도 33.2573861 32.1982861 156.3 경도 125.7772250 126.8786528 
 위도 31.3259417 32.7098917 175.1 경도 126.2690583 127.1620056 
 위도 32.6944333 31.9554750 115 경도 127.1677472 126.3105667 
 위도 31.9439333 31.9545417 13.4 경도 126.2704611 126.1283861 

표 3.9.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의 탄성파탐사 자료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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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1)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 목적
◦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영해ㆍ대륙붕 및 경계수역 획정, 해양개발과 해양산업 

증진, 국가 해양 정책 수립 등에 필수적인 해양 자료 확보ㆍ제공 및 해양 정
보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1995-2011년

(2) 현장조사 현황
□ 우리나라 관할해역(375,000㎢)에 대한 기본도 작성을 위해, 1996년 동해를 시

작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
◦ 1996-1997; 동해해역
◦ 1998-1999; 황해해역
◦ 2000-2004; 남해해역
◦ 2005; 여수남부해역

□ 조사방법
◦ 해저지형, 천부지층, 지자력, 중력탐사는 경도 1´간격(주측심), 위도 10´간격

(검측심)으로 관측 수행
◦ 천부지층 탐사단면 중 특징적인 30개 정점에서 퇴적물 시료 체취

□ 산출자료
◦ 해저지형도
◦ 중력이상도
◦ 지자기 전자력도
◦ 천부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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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시기 관측위치
해저지형 DXF

1996~계속 한반도 전해역
중력 DXF
자력 DXF

천부탄성파 DXF

표 3.10. 국가해양기본도 자료현황 

그림 3.5. 국가해양기본도 작성의 조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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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엽 명 도엽번호 계획년도
(원판제작) 간행년도 비 고

황해중부B 4716 '99 '99
동해중부C 4746 '99 '99
황해중부A 4715 '00 '00
황해남부B 4714 '00 '00
동해중부A 4735 '01 -
황해남부A 4713 '01 -
제주남부C 4721 '02 -
동해중부B 4736 '02 -
동해중부D 4745 '03 '03
제주남부A 4712 '03 '03
제주남부B 4722 '03 '03
제주부근 4723 '04 -

대한해협부근 4734 '06 '06
남해서부 4724 '08 '08

표 3.11. 국가해양기본도의 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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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업자원통계
(1) 개요

□ 수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목적
◦ 어종의 발생단계와 생활주기를 연구하여 어업활동과 시책 수행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함.

(2) 자료 현황
□ 42개종(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어획량 정보
□ 2002~2008년까지의 월별 어업통계
□ 1/2° 격자의 연도별, 월별 자원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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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연도 어종수 관측위치

어업자원도 도서 2002~2008 42 한반도
전해역

표 3.12. 어업자원 자료현황

그림 3.6. 어업자원자료의 예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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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해저지질도 작성
(1)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목적
◦ 체계적 해저개발, 영토권 보존 및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예상 관할해역에 대

한 해저지질도 작성
□ 사업기간

◦ 1979-2010년

(2) 현장조사 현황
□ 우리나라 예상 관할해역에 천부탄성파, 중력, 자력, 시추퇴적물 조사 수행
□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해저지질도 도면 작성 및 인터넷 GIS를 통한 주제도 서비

스 실시
□ 산출자료

◦ 퇴적물특성 분포도
◦ 해저퇴적물 등층후도
◦ 자력특성분포도
◦ 중력특성분포도
◦ 탄성파 탐사 단면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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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기기 관측시기 자료관리
천부탄성파 chirp

1979~ 도면 및 
GIS 서비스

중력 선상중력계
자력 선상자력계

표층퇴적물 지화학분석 grab

시추퇴적물 지화학분석 core

표 3.13. 해저지질도작성 사업 자료 현황 

그림 3.7. 해저지질도작성 사업의 GI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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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1)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목적
◦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자원부존지역 탐사 및 시추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05~계속

(2) 현장조사 현황
□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이 예상되는 동해 해역에 대한 천부탄성파 및 시추퇴적

물 탐사

자료항목 자료형태 관측기기 관측시기 관측량
천부탄성파 chirp

2005~계속
중력 선상중력계
자력 선상자력계

표층퇴적물 지화학분석 grab
시추퇴적물 지화학분석 core

표 3.14.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 자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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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영토관련 과학조사자료 수집
가. 자료유통 표준 설정

해양자료 관리에서는 과학조사자료와 함께 해양관측 관련 정보(Metadata)를 같이 
관리하여야 향후 자료의 원활한 공유와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양과학자료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서는 Metadata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Metadata 표준이 필요하며, Metadata 표준은 자료의 검색, 수정, 재사용을 가
능하게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양과학자료의 접근, 평가, 사용을 가능케 할 수 있
다.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 협력 프로그램, 주요 국가들의 자료센터에서 각각 해양정
보에 대한 표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표준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명칭 비고

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IGOS (Integrated Global Observing Strategy)
GOOS (The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NEAR-GOOS (North-East Asian Regional GOOS)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ttee)
IOD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JCOMM (Joint WMO/IOC Commission for Oceanography 
& Marine Meteorology)
IOOS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IOC/ABE-LOS (The Advisory Body of Experts on the 
Law of the Sea)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NODC (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
JODC (Japan Oceanographic Data Center)
TTA
KS

earthobservation.org
www.igospartners.org
ioc.unesco.org/goos 
near-goos1.jodc.go.jp
www.ioc-unesco.org
www.iode.org

www.jcomm.info

ioos.gov
ioc3.unesco.org/abelos

www.wmo.int
www.iso.org 
www.opengeospatial.org
www.ncdc.noaa.gov
www.jodc.go.jp
www.tta.or.kr
www.standard.go.kr

표 3.15. 표준화 기구 및 프로그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내의 GEO 구
조설계 및 자료공유 위원회 (ADC, Architecture and Data Committee) 에서는 「표
준과 상호운용성 포럼 (SIF, 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 Forum)」을 설립하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IGOS (Integrated Global Obse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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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GCOS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개발, 사용하고 있는 지구관측과 관련된 
표준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현재 사용하는 표준의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표준이 요구되는 분야를 찾아 최선의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로 세계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
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이다. ISO의 표준은 자발적 
(Voluntary) 표준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지만 개별 국가의 표준이 ISO 
표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표준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국제 무역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ISO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ISO의 표준을 그대로 따르거
나 ISO 국제 표준에 기반한 국가 표준을 따르는 추세이다. 해양관련 지리정보 
Metadata는 ISO 19100 시리즈 프로파일 (Profile)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기
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도 WMO의 기본체계위원회 
(CBS, Commission for Basic System)가 개발한 WMO 자료정보체계(WIS, 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내에서  ISO 19115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하는 Metadata
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도 ISO 19100 기반 프로세스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ISO 
19100 기반의 Metadata를 수로정보 및 해양정보 표준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환유
럽 해양자료 네트워크인 SeaDataNet에서는 Metadata 공유를 위해 ISO 19115를 활
용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의 자료 공유에는 적합하나, 개별 자료의 관리용 Metadata 
로 활용하기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한편 해양과학조사자료는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산하의 국제 해양자료교환프로그램 (IOD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에서 각 국가의 자료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Metadata 표준
으로 MEDI (Marine Environmental Data Inventory)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컴
퓨터 용량이 제한되었던 과거에는 일정한 문서양식에 맞추어 Metadata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식보다는 Metadata 및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
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MEDI는 AODC (Australia Oceanographic Data Center) Metadata를 기반으로 개
발되었기 때문에 ISO 기반의 Metadata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
해 IODE에서는 MEDI/IODE (해양환경자료정보시스템) 운영단 회의를 개최하여, 
ISO 및 주요 국가표준과 변환할 수 있는 표준포맷을 제공하고 있다. AODC에서도 
현재 해양정보 표준 Metadata로써 ISO 핵심 Metadata를 모두 포함하는 MCP 
(Marine Community Profile)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해양자료 관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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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기 위한 Ocean Data Standard Project가 IODE와 JCOMM의 협력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전체 해양자료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
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과학조사자료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조사자에 의해 각각 독자적으로 자료
가 생산,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종류, 자료형태 등의 표준화와 상호 연계성이 결
여된 상태이다. 이러한 정보를 DB화하는 과정에서도 DB화 주제별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제작지침에 따라 제각각 구축되고, 구축된 정보를 유지, 갱신해 왔기 때문에 
일정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다양한 분야의 관측 자료를 상호 활용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자료의 목록을 확
보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주요 자료의 수록내용, 보유상태, 구
축상태 등을 분석하여 자료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자료의 품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자료만 교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영토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의 연구사업에서 수집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생산자료의 유통에 통일된 포맷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
양영토관련 연구사업에서 생산되는 각 자료별 Metadata 표준과 자료유통포맷을 설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립한 표준과 자료포맷은 통합자료관리절차에 따른 자료수
집과정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통합 DB로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 자료는 여러 연구사업에서 수집하
고 있는 해양관측자료로 종류별로 분류하면, 심부탄성파 자료, 천부탄성파자료, 중력/
자력 자료, 표층퇴적물 자료, 시추퇴적물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탄성파 자료의 경
우에는 현장관측에서 수집한 원시자료에 대한 처리과정을 거쳐 SEG-Y 파일, 분석 
이미지 등의 형태로 가공되고 있다. 원시자료의 경우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에서 수집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대신, 분
석 결과를 수록한 SEG-Y 포맷의 자료를 기본 자료포맷으로 결정하였으며, 분석 이
미지가 있는 경우는 같이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중력/자력의 경우에는 각 관
측지점의 중력/자력 값과 함께 분석결과를 수치 값으로 관리하도록 유통포맷을 설정
하였으며, Text 파일, Excel 파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구물리
자료의 관리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관련된 조사일시, 측선위치, Trace별 위치, 조사장
비에 대한 항목을 필수 Metadata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사업명, 연구책임자, 
자료입수일시 등의 Metadata 항목을 부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시추퇴적물 자료의 경우에는 채취한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자료와 지구화학적 분석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료유통 포맷으로는 수치 형태로 설정하였으며, 자료는 
ASCII, Excel, HWP 등의 파일로 입수하였다. 더불어, 시추코아에 대한 사진, X-ray 
사진, 주상도가 있는 경우는 이미지 형태로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필수 
Metadata 항목으로는 조사일시, 조사위치, 수심, 코아길이, 분석자료 깊이, 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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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으로 설정하였다. 표층퇴적물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유통포맷으로 수치형태
를 채택하였고, Metadata 항목으로는 조사일시, 조사위치, 수심, 조사장비, 분석방법
으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에서 사용한 자료유통 포맷과 Metadata 항목을 정리하면 표 3.16과 같다.  

   

자료항목 자료포맷 필수 Metadata 항목
심부탄성파 SEG-Y

조사일시
측선위치

(Trace별 위치 포함)
조사장비

천부탄성파 SEG-Y
중력 수치
자력 수치

시추퇴적물

주상도 이미지 조사일시
조사위치

수심
코아길이
조사장비X-ray Radiograph 이미지

입도분석, 함수율 수치
조사일시
조사위치

수심
코아길이

분석자료 깊이
조사장비
분석방법

유기탄소, 탄산염 수치
유공충, 군집분포 수치

중사 함량, 성분분석 수치
중금속 수치

표층퇴적물

입도분석 수치
조사일시
조사위치

수심
조사장비
분석방법

광물분석 수치
유기물분석 수치

중금속 수치

국가해양기본도 DXF 해역범위

어업자원 통계 수치 격자위치

표 3.16. 해양영토 통합 DB체계의 자료유통 포맷 및 Metadata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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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사업의 자료수집
본 사업을 통해 EEZ 해양광물조사 사업에서 1997년부터 생산한 과거자료와 2009

년, 2010년, 2011년 사업에서 생산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합 DB 구축 사업의 진
행과 함께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과거자료 발굴, 재처리 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이전에 수집하지 못했던 과거자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었다. 심부탄성파와 천부탄성파 자료 중에서 SEG-Y 파일이 없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으며, 트랙별 이미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수집하였다.

대상자료 포맷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1997~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심부탄성파 SEG-Y
JPG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중력 수치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자력 수치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천부탄성파 SEG-Y
JPG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시추퇴적물

일반사진 이미지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

주상도 이미지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 -

X-ray 이미지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 -

입도분석 수치 97~11 80% 수집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유기탄소 수치 9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 -

중사함량 수치 97~11 수집완료 - 수집
완료 -

중금속 수치 97~11 수집완료 - - -

표 3.17.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사업의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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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료 파일포맷 관측시기 파일수

심부탄성파 SEG-Y&JPG 97~11 1,310
천부탄성파 SEG-Y&JPG 97~11 2,829

중력 ASCII 97~11 35
자력 ASCII 97~11 17

시추
퇴적물

일반사진 JPG 97~11 194
주상도 JPG 97~11 65
X-ray JPG 97~11 165

입도분석 EXCEL 97~11 5
유기탄소 EXCEL 97~11 2
중사함량 EXCEL 97~11 2
중금속 EXCEL 97~11 1

표 3.18.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사업의 원시자료파일 수집 현황

그림 3.8.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사업의 심부탄성파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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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심부탄성파 이미지 자료 예시

  

  

그림 3.10. 천부탄성파 이미지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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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사업의 시추퇴적물 사진자료 예시

그림 3.12.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사업의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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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사업의 자료수집
통합 DB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생산한 과거자료(1998년-2008년)와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에서 생산한 자료의 수집을 추진하였다. 표층퇴적물과 시추퇴
적물 분석을 통해 생산한 자료와 천부탄성파 SEG-Y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시추퇴
적물의 경우 주상도와 X-Ray 이미지는 수집할 수 없었다. 또한, 2011년 사업에서 
관측한 자료는 자료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관측정보만 수집할 수 있었다.

대상자료 포맷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1997~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표층퇴적물

입도분석 수치 98~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Metadata 
수집

광물분석 수치 98~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유기물분석 수치 98~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중금속 수치 98~11 수집완료 - -

천부탄성파 SEG-Y 98~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Metadata 
수집

시추퇴적물

주상도 이미지 98~04, 11 - - -

Metadata 
수집

X-ray 이미지 98~04, 11 - - -

입도분석 수치 98~04, 11 수집완료 - -

중금속 수치 98~04, 11 수집완료 - -

표 3.19.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사업의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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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료 파일포맷 관측시기 파일수

천부탄성파 SEG-Y 98~11 440

표층
퇴적물

입도분석 EXCEL,한글 98~11 10
광물분석 EXCEL,한글 98~11 2
유기물 EXCEL,한글 98~11 2
중금속 EXCEL,한글 98~11 2

시추
퇴적물

주상도 JPG 98~04, 11 -
X-ray JPG 98~04, 11 -

입도분석 EXCEL,한글 98~04, 11 5
중금속 EXCEL,한글 98~04, 11 1

표 3.20.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사업의 원시자료파일 수집 현황

그림 3.13.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사업의 표층퇴적물 입도분석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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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사업의 표층퇴적물 중금속자료 예시 

그림 3.15. 황해-동중국해 퇴적물 사업의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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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 사업의 자료수집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사업의 경우 심부탄성파, 중력, 자력자료는 SEG-Y, 이미지, 

종이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종이형태로 수집한 자료는 스캐닝하여 이미지자료로 
가공하였다. 천부탄성파 중 2000, 2001년도 자료는 테이프 형태로 자료가 존재하여 
자료의 재처리가 필요한 상태로 수집할 수 없었다.

대상자료 포맷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2000~2004년

심부탄성파 SEG-Y,
JPG 00~04 수집완료

천부탄성파 SEG-Y,
JPG 00~04 60% 수집

중력 수치 00~04 수집완료
자력 수치 00~04 수집완료

표 3.21.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의 자료수집 현황

대상자료 파일포맷 관측시기 파일수

심부탄성파 SEG-Y&JPG 00~04 115
천부탄성파 SEG-Y&JPG 00~04 87

중력 ASCII 00~04 5
자력 ASCII 00~04 5

표 3.22.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의 원시자료파일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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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의 심부탄성파자료 예시

그림 3.17.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의 천부탄성파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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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의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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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사업의 자료수집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사업으로 자체적인 자료관리를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

로, 모든 자료에 대하여 SEG-Y와 수치형태의 자료수집이 가능하였다.

대상자료 포맷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2007~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심부탄성파 SEG-Y 0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천부탄성파 SEG-Y 0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중력 수치 0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

자력 수치 07~11 수집완료 수집
완료

수집
완료 -

표 3.23.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의 자료수집 현황

대상자료 파일포맷 관측시기 파일수

심부탄성파 SEG-Y 07~11 70
천부탄성파 SEG-Y 07~11 226

중력 ASCII 07~11 3
자력 ASCII 07~11 3

표 3.24.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의 원시자료파일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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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의 심부탄성파자료 예시 

그림 3.20.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의 중력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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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의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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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사업의 자료관리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수집자료를 처리, 가공하여 지도형태로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본 사업에서는 발간된 지도의 DXF 파일을 수집할 수 있었다.

대상자료 포맷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1996~2008

해저지형 DXF 96~계속 수집완료

중력 DXF 96~계속 수집완료

자력 DXF 96~계속 수집완료

천부탄성파 DXF 96~계속 수집완료

표 3.25.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사업의 자료수집 현황

사업명 대상자료 파일포맷 파일수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해저지형 DXF 14
중력 DXF 14
자력 DXF 14

천부탄성파 DXF 14

표 3.26.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사업의 원시자료파일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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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국가해양기본도 사업의 천부탄성파자료 예시

그림 3.23. 국가해양기본도 사업의 수집자료 현황(천부탄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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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업자원통계 자료수집
어업자원 통계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출간한 책자인 “연근해 주요 어업자원의 

생태와 어장”에 수록된 어종별 지역별 분포도를 활용하였다. 책자에는 총 42개 어종
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경계획정 해역에 분포하는 어종을 중심
으로 총 29개 어종의 정보를 추출하였다.

번호 어종 연도 비고
1 갈치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2 갯장어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3 고등어  2002년~2008년  대형선망
4 꽁치  2002년~2008년  유자망
5 넙치  2002년~2008년  대형기저 쌍끌이
6 눈퉁멸  2002년~2008년  대형선망
7 대구  2002년~2008년  동해구 기저 / 대형기저 쌍끌이
8 말쥐치  2002년~2008년  기저 / 트롤 / 대형선망 / 안강망
9 몽치다래  2002년~2008년  대형선망
10 물가자미  2002년~2008년  대형 외끌이 / 서남구 중형
11 민어  2002년~2008년  대형기저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12 방어  2002년~2008년  대형선망
13 병어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14 보구치  2002년~2008년  대형기저 쌍끌이
15 부세  2002년~2008년  대형기저 쌍끌이
16 붕장어  2002년~2008년  대형기저 쌍끌이
17 삼치  2002년~2008년  대형선망
18 옥돔  2002년~2008년  대형기저 쌍끌이
19 전갱이  2002년~2008년  대형선망
20 전어  2002년~2008년  대형선망
21 정어리  2002년~2008년  대형선망
22 줄삼치  2002년~2008년  대형선망
23 참돔  2002년~2008년  대형기저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24 참서대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25 참조기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26 황아귀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27 꽃게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28 갑오징어  2002년~2008년  안강망 / 대형기저 쌍끌이
29 살오징어  2002년~2008년  채낚기 / 안강망 / 대형선망

표 3.27. 어업자원통계 자료수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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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년도별, 월별 어업자원 통계의 예시 

 

  

그림 3.25. 어업자원통계의 격자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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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저지질도 작성” 사업의 자료수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해저지질도”의 자료중 일부 자료는 이미 GIS로 구축하

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관측자료나 GIS 자료의 수집은 불가하였다. 따라서, 지도형태
로 발간한 지질도 도면을 구입하여 활용하였다.  

분류 발행년도 지역 도면수 수집현황
제 1집 1975년 대천서부해역 8 수집완료
제 2집 1981년 군산서부해역 6 수집완료
제 3집 1982년 목포서부해역 6 수집완료
제 4집 1985년 여수남부해역 6 수집완료
제 5집 1986년 제주도해협 5 수집완료
제 6집 1990년 거제도해협 7 수집완료
제 7집 1990년 한국해협 6 수집완료
제 8집 1993년 제주서부해협 6 수집완료
제 9집 1994년 태안반도 서부해협 7 수집완료
제 10집 1996년 법성포해협 7 수집완료
제 11집 1998년 흑산해역 7 수집완료
제 12집 1999년 제주남부해역 7 수집완료
제 13집 2000년 제주서남부해역 7 수집완료
제 14집 2001년 흑산서부해역 7 수집완료
제 15집 2002년 황해중부해역 7 수집완료
제 16집 2003년 경기만서부해역 7 수집완료
제 17집 2004년 제주남동해역 6 수집완료
제 18집 2005년 독도북부해역 5 수집완료
제 19집 2006년 포항, 평해해역 4 수집완료

표 3.28. 해저지질도 수집도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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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해저지질도 제 1집 

그림 3.27. 해저지질도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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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해저지질도 수집자료 현황(퇴적물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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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과학조사자료 현황 및 자료 수집
한반도 해역에 대한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양관련 국외 정보

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미국 NGDC와 MGDS, 일본 JAMSTEC과 JODC에서 제공하
는 과학조사자료를 수집하였다.

  

기관명 자료명 자료형태 사이트주소

NGDC
(미국)

Magnetics, 
Gravity, 
Seismic Reflection

Image, 
MGD77,

PDF,
http://maps.ngdc.no
aa.gov/viewers/geo

physics

MGDS
(미국) Single Channel Seismic

Image,
CSV,

ASCII,
SEG-Y

http://www.ig.utex
as.edu/sdc/msi

JAMSTEC
(일본)

Gravity, 
Holes Drilled by CHIKYU, 
Magnetics,
Sediment Core

ASCII,
Image,
PDF

http://www.godac.j
amstec.go.jp/datap
ortal/viewer.htm

JODC
(일본)

Bathymetry, 
Geomagnetism, 
Gravity

MGD77 http://www.jodc.go
.jp/service.htm

표 3.29. 경계획정 관련 국외 과학조사자료 제공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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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GDC
미국 NGDC(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에서는 Geospatial Data and 

Service를 통해 다수의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계획정과 관
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GIS 검색기능을 활용하였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
측데이터와 metadata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관측데이터는 중력, 자력, 천부탄성파이
며 이미지, MGD77 포맷의 ASCII, PDF 파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었다. 

그림 3.29. NGDC의 자료제공 사이트 
 
그림 3.30. NGDC 자료서비스의 다운로드 예시

  
수집자료는 1963년부터 2001년까지 다년간의 관측데이터이며 자료의 출처는 미

국, 일본, 중국, 구소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국가였다. 

자료명 자료형식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Lines 파일수 용량

중력
이미지, 
mgd77,

pdf, 63~01 309 4,762 30.1 GB자력

천부탄성파

표 3.30. 미국 NGDC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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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NGDC 천부탄성파자료 예시

그림 3.32. 미국 NGDC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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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GDS
미국 MGDS(Marine Geoscience Data System)은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지구과학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및 운
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278,063개의 파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통합DB 시
스템에 경계획정 관련 자료를 수록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검색하였고 
Texas Austin 대학의 동해 탄성파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로는 탐사위치정
보를 포함하고 있는 metadata와 탄성파 탐사자료 표준포맷인 SEG-Y 관측자료가 있
었다. 일부 지역의 탄성파자료는 SEG-Y 자료가 없어 이미지로 수집하였다.

그림 3.33. 미국 MGDS 사이트 그림 3.34. 동해 탄성파 자료 검색화면

자료명 자료형식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Lines 파일수 용량

천부탄성파
이미지, 
 CSV,
ASCII,
SEG-Y

1989 2 130 1.0 GB

표 3.31. 미국 MGDS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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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미국 MGDS 천부탄성파자료 예시

그림 3.36. 미국 MGDS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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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AMSTEC
일본 JAMSTEC(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는 기관차원의 관측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JAMSTEC Data Portal을 운영하고 있으
며, 해양학 전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DB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를 수집대상으로 정하였고 자료항목은 중력, 자력, 탄성파, 시
추코아로 구분하였다. JAMSTEC Data Portal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 시스템이며 자료별, 위치별 검색이 가능하고 metadata 정보를 GIS 시스템 상
에서 볼 수 있어 원하는 수집 할 수 있었다.

그림 3.37. JAMSTEC 자료검색 화면
 
그림 3.38. JAMSTEC metadata 표출화면

자료명 자료형식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Lines/
Points 파일수 용량

중력 ascii 94~12 26 Lines 53 19.7MB

해저시추(Drill)
 csv,
ascii,
이미지

94~12 24 Points 1,192 18.7GB

자력 ascii 94~12 24 Lines 530 1.1GB

시추(Core) 이미지,
pdf 94~12 102 Points 147 203.0MB

표 3.32. 일본 JAMSTEC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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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일본 JAMSTEC 시추퇴적물자료 예시

그림 3.40. 일본 JAMSTEC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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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JODC
일본 JODC(Japan Oceanographic Data Center)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JODC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J-DOSS(JODC Data On-line Service System)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J-DOS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해양물리, 생물, 지질 
및 지구물리 등으로 다양하며 metadata와 관측데이터를 모두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다. 통합DB에 활용된 자료는 중력, 자력 자료이며 자료포맷은 자료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CSV 형태로 다운로드 받았다.

그림 3.41. 일본 JODC의 J-DOSS 메인화면(좌) 및 검색화면(우)  

 

 

자료명 자료형식 관측시기
자료수집 현황

Lines 파일수 용량

중력
CSV 63~00 142 143 60.7MB

자력

표 3.33. 일본 JODC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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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일본 JODC 중력자료 예시

그림 3.43. 일본 JODC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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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합 DB 시스템 구축

1. 해양영토관리 DB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
가. DB 설계 고려사항

해양경계획정 관련 과학조사연구는 1997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수행
되고 있으므로, 기존 자료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추가되는 자료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영토관리 통합DB 프로
토타입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적절하게 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각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과학자료는 DXF 등의 캐드 자료나 SegY와 같은 대
용량 파일, 엑셀이나 한글 파일과 같은 문서 파일 또는 종이문서와 같이 서로 다른 
포맷으로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 그대로 표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포맷을 하나의 포맷으로 표준화 하는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다. 또한 해양과학자료는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과제의 결과물
로써 새로운 자료가 생성된다. 따라서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자료를 입
력하거나 갱신하기 쉽도록 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DB 구성도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속성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하나의 공간 데이터베이
스를 구성하였다. 도형 데이터베이스는 인근 해역의 국가해양기본도, EEZ 해저광물
자원,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EEZ 어업자원, 동중국해 북부 지질구조, 대
륙붕 한계조사 등의 자료를 위치정보와 함께 GIS에서 표출 가능한 형태인 ESRI사에
서 제공하는 Shape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속성 데이터베이스는 탐사 결과물
의 분석 이미지 및 해석 텍스트, 해양법령 및 해외 해양영토경계 획정 판례 등의 자
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미지는 JPG 파일, 텍스트는 TXT 파일로 가공하여 구축하
였다.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도형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어 있는 Shape 파일의 속성 테이블을 이용하였으며 이것은 각 위치별로 
저장된 자료별로 속성파일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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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또한, 시스템의 환경설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3개의 XML 파일을 생성하였다. 시
스템 상에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Shape 파일이 레이어 형태로 추가될 
때 필요한 레이어의 분류, 경로, 크기 등의 상세 속성이 저장되어 있는 레이어 XML 
파일은 시스템 구동 시 사용된다. 아울러 시스템 상에 Shape 파일이 레이어 형태로 
추가될 때 레이어 내 도형의 색을 RGB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레이어 설정 XML 파
일과 해양법령 및 해외 해양영토경계 획정 판례 자료를 접근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 XML 파일이 있다.

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인 해양영토경계 획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

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4개의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년도 연구는 해양영토관리 통합DB 시범구축이며, 각 기관이 
구축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므로 각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지 않
고 취득 가능한 샘플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가해양기본도
의 자료의 경우 인근 해역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수집할 데이터 목록을 정리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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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데이터 구분 보유데이터 포맷 자료처리방법 비고
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도 54도엽 DXF ArcGIS를 이용 SHP 형식으로 변환

B4746,B4724 도면 누락

해양과학기술원

EEZ해저광물자원
1단계 사업자료

이미지, text, shp - -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표층퇴적물98~02 04~07입도분석
엑셀 ArcGIS를 이용하여 SHP 파일 생성 -

표층퇴적물07유기물분석 한글문서 ArcGIS를 이용하여 SHP 파일 생성 -

표층퇴적물06~07광물분석 한글문서 ArcGIS를 이용하여 SHP 파일 생성 -

시추퇴적물98~02입도분석
엑셀,한글문서

ArcGIS를 이용하여 SHP 파일 생성 -

수협

한국 EEZ일본어선 어획량
11월

종이문서

수작업을 통한 TEXT DB구축 및ArcGIS를 이용한 SHP파일 생성
-

24~25일
한국 EEZ중국어선 어획량

11월
24~25일

일본 EEZ한국어선 어획량

11월
22~23일23~24일24~25일 

중국 EEZ한국어선 어획량
11월

24~25일

지질자원연구원
동중국해 북부지질구조 연구 OKI01-10OKI04-12 SegY, 이미지

SegY 표현 불가이미지로 표현 -대륙붕 한계조사 07ECS-10107ECS-107

표 3.34. 해양영토 DB 프로토타입 구축을 위한 수집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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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포맷을 하나의 
동일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한 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영토관리 통합DB 프로토타입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45.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자료 수집 과정

라.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DB 구축
기 구축된 여러 가지 공간 자료 형태의 해양 자료를 다루기 용이한 Shape 파일로 

변환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자문서, 종이 문서 등의 문자로 구축된 자료를 
DB로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 자료로 변환하였다. 공간 자료를 DB로 구축하기 위해서
는 동일한 좌표체계가 정의 되어 있어야 하므로 좌표체계 일치를 위하여 각각 다른 
좌표체계로 정의된 도형자료를 동일한 좌표체계(UTM)로 변환하였다.

그림 3.46. 여러 가지 형태로 수집된 자료의 변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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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속성의 연계를 위한 Shape 파일 속성테이블 표준안을 확정하고, 데이터 관
리와 시스템 상에서의 속성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각 도형자료
와 연계된 속성자료를 최대 8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하나의 도형자료와 
연계된 여러 가지 속성자료를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필드명 입력 형식 내용 비고
FID* Integer 개체의 고유 ID
Shape String Shape 파일의 형태
TEXT String 개체의 Label명

1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①
(확장자 제외)

1번부터 차례대로 
작성

(최대 이미지 8개, 
텍스트 8개의 

속성정보를 연계할 
수 있음)

2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②
(확장자 제외)

3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③
(확장자 제외)

4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④
(확장자 제외)

5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⑤
(확장자 제외)

6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⑥
(확장자 제외)

7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⑦
(확장자 제외)

8 String 연계 이미지, 텍스트 파일명⑧
(확장자 제외)

표 3.35.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Shape 파일 속성테이블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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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해양영토관리 통합DB 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수집한 샘플데이터를 분석하고 변환, 

가공하여 구축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도형조회 기능, 속성조회 기능 및 
검색 기능 등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표출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그림 3.47. 해양영토 DB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성도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해 확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메인화면 디자인, 데이터 
흐름도(DFD)를 설계하였다. 메인화면에 기본적으로 표출할 정보로 해양도와 등수심
선도를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각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데이터 표출방안을 수립하고,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연계된 속성데
이터를 표출할 수 있는 모듈을 설계하였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윈도우즈 
시리즈 중 가장 안정적이며 널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XP를 선택하였다. 특히, 
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프로그래밍 툴은 전 세계 GIS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장기적 사용과 기술 지원이 가능한 ESRI사의 ArcObjects를 사용하여 호환성 및 활
용도가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성을 중시한 GUI 인터페이스
를 구현할 수 있으며 ArcObjects와 호환성이 높고 기술지원이 용이한 마이크로소프
트사의 Visual Basic .NET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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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해양영토 DB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도형 DB는 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시스템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XML파일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와 시스템 사이의 종속
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바. 프로토타입시스템 구축
통합DB 연계 모듈을 개발하여 본 시스템에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를 표출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조회 및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해양영토관리 통합DB 프로토타입시스템은 메인 화면, 상세정보 조회 화면으로 구

성되었으며, 시스템 기능으로 도형, 속성정보 조회 기능과 해양법령 및 해외 해양영
토경계 획정 판례 조회 기능 및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메인 화면은 시스템 최초 구동 시 나타나는 화면으로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
어 있는 자료를 조회하기 쉽도록 개발하였다. 최초 구동 시 주 화면에는 한국을 중
심으로 동해, 황해, 남해 3면의 해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의 메뉴와 좌측의 트
리뷰를 이용하여 각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과학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본
적인 맵 조작은 맵 조작 도구를 클릭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전체화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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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이동, 거리측정 등의 기능이 있으며 맵 조작도구를 접근하기 쉬운 우측 상단에 
배치하였다.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으로 메인화면에서 도형정보를 조회하여 상세정보 보기를 실행하거나 상세정보 검색
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다. 도형정보와 연계된 이미지 속성정보나 텍스트 
정보를 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속성정보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표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3.49. 해양영토 DB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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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정보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좌측 상단에는 조회중인 도형정보를 표출하였으며 
검색한 속성정보는 좌측 하단의 검색 내역에 저장되어 한 번 검색했던 속성정보를 
쉽게 다시 조회할 수 있다.

그림 3.50.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텍스트와 이미지 속성정보 조회

그림 3.51.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엑셀 속성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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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검색 내역의 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
려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의 구간 내에 있는 정보나 특정지점의 반경 내에 있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임의 검색 및 반경 검색 모듈을 추가하였다. 구축된 
도형 DB는 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시스템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XML테이블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와 시스템 사이의 종
속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계층 테이블명 필드명 입력형식 내용
1 FolderClass name String 시스템 내 메뉴의 이름

2 FolderList

Folder String 시스템 내 폴더의 이름

FolderType Number 
(Integer) 폴더가 속해있는 메뉴번호

class1 String 폴더의 물리적 위치

3 Layer

Folder String 폴더 내 레이어의 순서
LayerName String 시스템 내 레이어의 이름

Type String 레이어의 형태 (점, 선, 면)
Path String 레이어의 물리적 위치

LayerIndex Number 
(Integer) 레이어의 일련번호

ImageIndex Number 
(Integer) 레이어의 이미지

Size Number 
(Integer) 레이어 Symbol의 크기

Style String 레이어 Symbol의 스타일 지정

OutLineColor Number 
(Integer) 레이어 외곽선의 컬러 지정

Visible Boolean 시스템 시작 시 Visible 상태
Label Boolean 레이어의 레이블 유무 구분
class1 String 레이어가 속한 폴더

표 3.36.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XML테이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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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영토관리 통합 DB 시스템 설계
가. 시스템 구성

해양영토관리 통합 DB 시스템은 크게 해양자료 Archive DB와 해양영토 GIS DB
로 구성하였다. 해양자료 Archive DB는 자료관리절차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DB 시스템으로, 수집한 자료를 파일형태로 관리하는 수집자료 DB
와 자료특성에 따라 자료별 수치값을 DB로 관리하는 해양자료 DB로 구성하였다. 해
양영토 GIS DB는 수집한 해양자료를 GIS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GIS 자료로 가
공하여 DB화한 것으로 GIS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출하는데 사용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GIS DB자료와 Archive DB자료를 연계하여 GIS에서 가시화하는 정보제공 프
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52. 통합 DB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은 영토 통합DB가 저장되어지는 DB Server, 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GIS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Application Server(APP Server) 와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관리하는 보안 Server, 
영토 통합DB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독립실행 PC로 구성하였다. 네트워크는 
외부사용자가 접근 할 수 없도록 기존 네트워크에서 분리되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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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통합 DB 시스템의 H/W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은 사용자가 쉽게 조회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Client/Ser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는 고용량에 대한 고성능 
기능이 보장되는 Oracle 11G Standard 제품을 사용하며, 지리정보 및 속성정보의 효
율적인 관리 및 GIS와의 안정적인 연동을 위해 Arc*SDE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다. 
Application의 운영체제는 Window 2008 서버를 채택하였다. 보안소프트웨어로는 
Application 자료를 보안하기 위한 폴더보안 솔루션과 DB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Secure DB 솔루션, 독립실행 S/W를 위한 PC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였다. 

그림 3.54. 통합 DB 시스템의 S/W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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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erver는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UNIX 
운영체제의 HP-UX 기종을 사용하며, 향후 통합 관리되는 자료의 증가에 따른 대처
가 가능하도록 대용량 스토리지를 탑재하여 확장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항목 모델명 사양

DB서버 HP기종

Ÿ O/S: Unix(HP-UX 11i) 
Ÿ CPU: 2x1.66GHz/18MB 9140M Solution 
Ÿ 메모리: 4GB(2×2GB) PC2-4200 × 3
Ÿ 디스크: 146GB 10K 6G 2.5 SAS DP HDD x 2,      

       HP 1T 3G SATA 7.2K 3.5in × 6
Ÿ 스토리지 : HP StorageWorks MSA60 Array 
Ÿ ODD : HP integrity DVD-ROM Drive
Ÿ HP rx2660 Rackmount Kit
Ÿ HP Internal FIO HDD Controller
Ÿ HP RAID1 Controller

표 3.37. DB 서버의 H/W 사양서

해양영토관리 통합DB시스템의 APP 서버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개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Windows 2008 Server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DB 서버
와의 최적의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항목 모델명 사양

APP
서버 HP기종

Ÿ O/S: WinSvrEnt 2008R2 OLP NL Gov(32Bit) 
Ÿ CPU: HP DL380G7 X5650 2.66Hz × 2
Ÿ 메모리: DIMM PC2-5300 ECC REG 2G × 6
Ÿ 디스크: 146GB 10K 6G 2.5 SAS DP HDD x 2,

          1TB 7.2k HP MDL SATA II  HDD x 6 
Ÿ 스토리지 : HP StorageWorks MSA60 Array
Ÿ 네트워크어뎁터 : 10/100/1000Base-Gigabit 

Ethernet이상 
Ÿ KVM Adaptor 
Ÿ APC 3000RMI 2U(UPS)

표 3.38.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H/W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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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소프트웨어는 UNI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가 가능
한 Oracle Standard를 DBMS로 사용하며, DB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
기 위해서 (주)지란지교소프트의 보안솔루션(K-Sign SecureDB)을 채택하였다.

종류 제품명 버전 제조사 설명 비고
운영체제 UNIX HP-UX 11i HP 시스템 운영 체제

DBMS Oracle
Standard 11g Oracle Co. 데이터베이스관리

프로그램

보안 K-Sign
SecureDB

(주)지란지교
소프트 보안솔루션 DB

보안

표 3.39. DB 서버의 S/W 사양

APP 서버는 Windows 2008 Server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파일단위 데이터의 보안
관리를 위해서 (주)지란지교소프트의 보안솔루션(폴더세이프)을 탑재하고 해양자료
의 수치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 Chart FX를 채택하였다. 또한, 해양영토 관
련자료를 GIS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ArcGIS Engine을 채택하였다.

종류 제품명 버전 제조사 설명 비고
운영체제 Windows 2008 

Server MicroSoft Co. 시스템 운영 체제

보안 폴더세이프 (주)지란지교
소프트 보안솔루션 폴더

보안
응용

프로그램 Chart FX 7.0 SoftwareFx 
Co.

통계그래프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ArcGIS
Engine 9.3 ESRI Co. GIS 처리용

소프트웨어

표 3.40.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S/W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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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자료 Archive DB 구성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사업 자료는 사업별, 자료별, 포맷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종합적인 자료분석과 전문가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자료검증을 
거친 원시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변경으로 인한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업별 자료의 수집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이력
과 수집파일도 별도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Archive DB를 설계하였다.

그림 3.55. Archive DB의 국내자료 물리 테이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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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테이블 설명
ORGAN 연구사업의 수행 및 발주기관 테이블

PROGRAM 전체 연구사업 테이블
PROJECT 연차별 연구사업 테이블

COLLECTION 자료수집 테이블
DATA_ITEM 자료수집 데이터 테이블

DATA_FORMAT 자료수집 데이터포맷 테이블
MAGNETIC_OBS 자력자료 관측 테이블
GRAVITY_OBS 중력자료 관측 테이블

SURF_SEISMIC_OBS 천부탄성파자료 관측 테이블
DEEP_SEISMIC_OBS 심부탄성파자료 관측 테이블

METHOD_INSTRUMENT 관측방법 및 장비 테이블
SEDIMENT_OBS 표층퇴적물자료 관측 테이블
SEDI_MINERAL 표층퇴적물 광물분석자료 테이블
SEDI_ORGANIC 표층퇴적물 유기물분석자료 테이블

SEDI_SIZEANALYSIS 표층퇴적물 입도분석자료 테이블
SEDI_HEAVY_METAL_TOTAL 표층퇴적물 원소(중금속)_TOTAL 자료 테이블
SEDI_HEAVY_METAL_LABILE 표층퇴적물 원소(중금속)_LABILE 자료 테이블

SEDI_HEAVY_METAL_RESIDUAL 표층퇴적물 원소(중금속)_RESIDUAL 자료 테이블
CORE_OBS 시추퇴적물자료 관측 테이블

CORE_MEDIUM_SAND 시추퇴적물 중사함량자료 테이블
CORE_SIZEANALYSIS 시추퇴적물 입도분석자료 테이블

CORE_ORGANIC_CARBON 시추퇴적물 유기탄소량분석자료 테이블
CORE_HEAVY_METAL_TOTAL 시추퇴적물 원소(중금속)_TOTAL 자료 테이블
CORE_HEAVY_METAL_LABILE 시추퇴적물 원소(중금속)_LABILE 자료 테이블

CORE_HEAVY_METAL_RESIDUAL 시추퇴적물 원소(중금속)_RESIDUAL 자료 테이블
VALUES_UNIT 분석자료 단위 테이블

표 3.41. Archive DB의 국내자료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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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과학조사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DB로 구성하였다. 수
집된 국외자료의 metadata와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테이블을 설계하였고 국내 과학조
사자료 DB 같이 원시자료의 보관과 분석자료의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56. Archive DB의 국외자료 물리 테이블 구성도  

테이블명 테이블 설명
COUNTRY 국외자료를 생산한 국가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FOREIGN_CORE_OBS 국외 시추퇴적물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FOREIGN_DRILL_OBS 국외 드릴코어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FOREIGN_GRAVITY_OBS 국외 중력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FOREIGN_MAGNETIC_OBS 국외 자력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FOREIGN_META 국외자료의 메타정보 테이블
FOREIGN_ORGAN 국외자료제공기관 테이블

FOREIGN_SURF_SEIS_OBS 국외자료 천부탄성파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F_CORE_PYSICAL_PROPERTY 국외 코어자료의 표색계 수치정보 테이블　

F_DRILL_CNS_ANALYSIS 드릴코어자료의 유기탄소 분석자료 테이블
F_DRILL_PORE_WATER_CHEM 국외 드릴자료의 공극수의 분석자료 테이블

F_DRILL_SIZE_ANALYSIS 국외 드릴자료의 입도분석자료 테이블

표 3.42. Archive DB의 국내자료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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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영토 GIS DB 구성
GIS DB는 수집된 자료를 공간정보로 표출하기 쉽고 Archive DB와 연동이 가능하

도록 설계하였으며 자료항목별로 테이블을 생성하여 자료의 특성별로 위치정보, 자
료파일의 경로, 자료의 값 등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자료와 국외자료는 별
개의 DB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57. GIS DB의 국내자료 물리 테이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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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테이블설명
N_OMAP  국가해양기본도_해저지형도
N_GMAP  국가해양기본도_중력이상도
N_MMAP  국가해양기본도_지자기분포도
N_SMAP  국가해양기본도_천부지층분포도

EEZ_TRACK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탐사자료항적
EEZ_GRA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중력

EEZ_GRA_D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중력분포도
EEZ_MAG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자력

EEZ_MAG_D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자력분포도
EEZ_CORE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CORE

EEZ_CORE_D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CORE_입도분석분포도
WSE_SEDI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

WSE_GRAIN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_입도분석분포도
WSE_MIN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_광물분석분포도
WSE_ORG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_유기물분석분포도
WSE_BORING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시추퇴적물
WSE_BOR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시추퇴적물_입도분석분포도

EEZ_AGG  EEZ/영해기선 당사국간 합의구역
EEZ_TSEA  EEZ/영해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
EEZ_BLINE  EEZ/영해기선 직선기선

EEZ_BPOINT  EEZ/영해기선 직선기점
EEZ_TSEA(A)  EEZ/영해기선 특정구역_AREA
EEZ_TSEA(L)  EEZ/영해기선 특정구역_LINE

EEZ_KINS  EEZ/영해기선 EEZ 관련주장_한국
EEZ_JINS  EEZ/영해기선 EEZ 관련주장_일본
EEZ_CINS  EEZ/영해기선 EEZ 관련주장_중국
EEZ_MED  EEZ/영해기선 EEZ 조정요소
SBED_BM  해저지질도_해저지형도
SBED_BSD  해저지질도_퇴적물분포도
SEA_HAUL  어업자원

ECS_NB_EWAVE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항적
ECS_NB_GRA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중력

ECS_NB_GRA_D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중력분포도
ECS_NB_MAG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자력

ECS_NB_MAG_D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자력분포도
LCS_EWAVE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항적

LCS_GRA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중력
LCS_GRA_D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중력분포도
LCS_MAG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자력

LCS_MAG_D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자력분포도

표 3.43. GIS DB의 국내자료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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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테이블설명
JAMSTEC_DRILL  JAMSTEC 드릴
JAMSTEC_CORE  JAMSTEC 시추퇴적물
JAMSTEC_GRA  JAMSTEC 중력
JAMSTEC_MAG  JAMSTEC 자력

JODC_GRA  JODC 중력
JODC_MAG  JODC 자력

MGDS_SUSEI  MGDS 천부탄성파
NGDC_GRA  NGDC 중력

표 3.44. GIS DB의 국외자료 테이블 목록

그림 3.58. GIS DB의 국외자료 물리 테이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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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IS 정보제공 및 자료표출 설계
GIS 구성은 사용자들이 GIS Service를 사용하는 프리젠테이션 영역, GIS 

Application의 운영관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 지리정보 컨텐츠 영역인 데이터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GIS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59. 통합 DB 시스템의 GIS 구성도 

프리젠테이션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GIS Server가 이를 처
리하여 사용자 화면에 보내주는 사용자 요청 처리 및 결과에 대한 응답을 주고, 어
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GIS Server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청에 대해 
SOM(Server Object Manager)이 이를 감지하여 SOC(Server Object Container)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SOC는 SOM의 지시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해당하는 
Shape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SOM에 보내며, GIS 
Server에 대한 요청은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요청뿐만 아니라 Arc*Catalog, 
Manager 등 관련 툴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Shape File, GeoDatabase, File 
GDB 등 다양하게 존재하도록 하였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요청을 받아 해당하는 공
간 정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Arc*SDE를 통해 GIS Server와 직접적인 통신
이 가능하며 통합DB 시스템 역시 이러한 직접적인 통신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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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설계를 바탕으로 GIS 정보제공 및 자료표출을 위한 협의를 매월 진행하였으
며, 효율적인 자료검색 및 정보표출을 위한 화면구성 및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3.60. 통합 DB 시스템의 메인화면 구성 및 정보검색 흐름 

그림 3.61. 통합 DB 시스템의 상세조회화면 구성 및 정보검색 흐름 



－ 120－

GIS 정보표출 화면은 지점에 대한 상세조회기능과 지도컨트롤(확대/축소/이동/전체
/거리/면적/반경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수집된 사업별 정보를 한눈에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였다. GIS 화면을 통해 표출되는 정보를 계층화하여 구성
하였고 이를 실제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였다.

그림 3.62. 통합 DB 시스템의 GIS 화면 계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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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세부 메뉴 메뉴 기능 설명 비고

로그인 로그인
클릭 시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미리 등록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 메인화면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

취소 클릭 시 로그인 화면이 닫히는 기능을 제공

메인화면
(메뉴버튼)

지도화면 
제어컨트롤

확대/축소/이동/전체/거리/면적/반경/지우기의 지도를 
컨트롤 하는 기능을 제공

상세조회
지도에 표시된 각 사업과 관련된 지점(point, 
polyline, polygon)의 상세정보를 표시하는 상세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

메타정보 사업에 관련된 메타데이터정보를 관리하는 메타데
이터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

ArchiveDB ArchiveDB를 관리하는 ArchiveDB 화면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

위치표시 현재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의 경위도형식의 
좌표정보를 표시

메인화면
(레이어) 레이어 제어 전체 레이어들을 tree형태로 표시하고, 지도화면에 

표시할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

메인화면
(통합검색)

항목선택
검색

항목리스트(사업별/항목별/연도별)를 선택하거나, 검
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레이
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

반경검색
지도에서 원하는 반경을 선택하거나, 수치를 입력하
여 해당 반경에 포함되는 레이어를 검색하는 기능
을 제공

지점선택
검색

지도에서 원하는 범위(polygon)를 선택하여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레이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

검색결과
조건에 맞추어 검색된 검색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고, 
표시된 레이어를 지도에 표시하거나 해제하는 기능
을 제공

메인화면
(지도 및 

인덱스 맵)

지도표시 지도데이터 및 관련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

확대/축소 
막대

화면에 표시된 지도를 확대/축소하는 기능의 막대형
태의 컨트롤을 제공
(최대 및 최소한으로 확대/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인덱스맵
지도화면에 표시된 지도의 범위를 표시하고 클릭 
시 메인 지도를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기능
을 제공

축적비율 
표시

지도화면에 표시된 공간정보의 축척비율을 화면에 
표시(예: 1:2,000,000)

표 3.45. 통합 DB 시스템의 메뉴별 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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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영토관리 통합 DB 구축
가. 해양자료 Archive DB 구축

각 기관 및 연구책임자로 부터 수집한 자료는 DB화 이전에 총 7단계의 자료처리 
및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각 자료별 특성이 달라 검증 작업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자료별 전문가와 사업별 담당자와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분석
과 검증이 가능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료의 포맷확인 및 DB화 대상 자료를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료
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검증을 실시하거나 스캔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원
시자료의 보관을 위해 폴더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4단계에서는 자료의 
Metadata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5단계에서는 추출된 Metadata와 자료를 매칭시키
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테이블을 구성하고 자료를 테이블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7단계에서 최종적으로 DB를 생성하였다.  

그림 3.63. 수집자료 검증 및 DB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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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천부탄성파 자료는 SEG-Y 프로그램(SeisView2)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하
였으며 “EEZ 해양광물자원 조사”사업의 천부탄성파자료는 변형된 SEG-Y 포맷이므
로 Bathy 2000W라는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SEG-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etadata를 추출하고 ArcGIS 분석툴을 이용하여 트랙
정보와 매칭하여 DB를 구축하였다.

그림 3.64. SEG-Y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탄성파자료 검증 및 metadata 추출
 

그림 3.65. ArcGIS 툴을 이용한 metdata 검증 및 자료정리

2, 3차년도 사업에서는 수집한  SEG-Y 파일을 처리하면서 품질검증에 많은 시간
을 소비하였다. 통합 DB 시스템 구축 이후의 운영에 대비하여 SEG-Y 자료를 손쉽
게 검증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검증프로그램을 이용
하면, SEG-Y 자료의 품질 검증뿐 아니라 metadata 추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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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SEG-Y 검증프로그램 초기화면  

번호 명칭 기능 특이사항
1 파일/검증 검증할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하고, 검증하는   

메뉴로 구성  

2 파일리스트 선택한 검증파일 리스트가 표시 및 검증대상 
선택 및 해제  

3 검증/삭제 선택된 파일을 검증하거나 삭제  
4 Endian선택 Endian타입을 선택
5 컨텐츠선택 Text Header,   Binary Header, Trace 

Header, Viewer컨텐츠 구성
6 결과표시 검증 결과 표시

표 3.46. SEG-Y 검증프로그램 메인화면 기능설명

그림 3.67. SEG-Y 검증프로그램 헤더정보보기 와 위치정보 검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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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자력 자료는 Surf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 데이터 자료검증을 수행하였고 
Metadata를 추출하여 트랙정보와 매칭하였다.

그림 3.68. Surfer를 이용한 중/자력 metadata 검증 및 자료정리
 

시추퇴적물의 일반사진, 주상도, X-ray 이미지는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자료를 검
증하였고 깊이와 위치를 기준으로 수정하여 파일별로 정리하였다. 시추퇴적물과 표
층퇴적물 분석자료는 수치값 분석결과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있었으며 수집
된 자료에 단위 값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단위를 정리하
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의 단위를 항목별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
며 별도로 단위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구성하였다. 

  

그림 3.69. 시추퇴적물 자료의 수치값 분석 및 단위 정리
 

국외 과학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내자료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DB를 구축하였
다. 일부 지구물리자료는 MGD77 포맷으로 되어 있었다. MGD77 포맷은 NGDC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에서 개발한 포맷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센터들
이 지구물리자료를 교환할 목적으로 정의한 자료 유통포맷이다. MGD77 포맷의 자
료를 처리하기 위해 metadata 및 관측자료 추출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자
동으로 DB 테이블에 맞춰 자료를 정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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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국외자료 metadata 및 관측자료 추출프로그램

해양자료 Archive DB는 설계서에 맞추어 Oracle 11g DBMS에 구축하였으며 자료
를 DB에 맞게 가공 및 정리하여“SQLGate for Oracle”프로그램을 통해 업로드 하였
다. 

그림 3.71. Oracle DB 툴을 이용한 Archive DB 생성 및 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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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국내 과학조사자료를 정리하여 Archive DB에 입력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테이블명 레코드수
ORGAN 7

PROGRAM 8
PROJECT 53

COLLECTION 8,575
DATA_ITEM 18

DATA_FORMAT 22
MAGNETIC_OBS 404,181
GRAVITY_OBS 820,089

SURF_SEISMIC_OBS 3,833
DEEP_SEISMIC_OBS 720

METHOD_INSTRUMENT 9
SEDIMENT_OBS 1,066
SEDI_MINERAL 314
SEDI_ORGANIC 314

SEDI_SIZEANALYSIS 851
SEDI_HEAVY_METAL_TOTAL 39
SEDI_HEAVY_METAL_LABILE 60

SEDI_HEAVY_METAL_RESIDUAL 60
CORE_OBS 325

CORE_MEDIUM_SAND 257
CORE_SIZEANALYSIS 3,848

CORE_ORGANIC_CARBON 757
CORE_HEAVY_METAL_TOTAL 350
CORE_HEAVY_METAL_LABILE 51

CORE_HEAVY_METAL_RESIDUAL 51
VALUES_UNIT 94

표 3.47. 테이블별 국내 과학조사자료 Archive DB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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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과학조사자료 또한 국내자료와 같은 과정을 통해 Archive DB에 수집한 자료
를 정리하여 입력하였다. 

테이블명 레코드수
COUNTRY 5

FOREIGN_CORE_OBS 102
FOREIGN_DRILL_OBS 24

FOREIGN_GRAVITY_OBS 2,695,742
FOREIGN_MAGNETIC_OBS 13,784,824

FOREIGN_META 298
FOREIGN_ORGAN 4

FOREIGN_SURF_SEIS_OBS 116
F_CORE_PYSICAL_PROPERTY 2,809

F_DRILL_CNS_ANALYSIS 612
F_DRILL_PORE_WATER_CHEM 246

F_DRILL_SIZE_ANALYSIS 42

표 3.48. 테이블별 국외 과학조사자료 Archive DB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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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영토 GIS DB 구축
수집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GIS DB 설계를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를 Shape 파일로 

변환하였고 데이터의 필드는 DB 설계서에 맞게 구축하였다. 또한,  좌표계는 UTM
으로 통일하여 GIS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GIS DB 구축 절차는 크게 7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2단
계에서는 포맷변환 및 내삽을 수행하였다. 3단계, 4단계에서는 레이어 추출 및 오류 
수정을 하였고 5단계에서는 Point, Line, Polygon 등의 공간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마
지막으로 6단계, 7단계에서 필드구성 및 속성입력을 통해 DB를 생성하였다.

그림 3.72. 각 사업의 데이터별 GIS DB 구축 절차

국가해양기본도 자료는 DXF 자료이므로, ArcGIS 편집툴을 이용하여 GIS 데이터
로 변환하였다. EEZ 해양광물자원 조사와 황해퇴적물 이동관측의 자료들은 원본데
이터를 확인 후 각 자료별 특성을 고려하여 포맷 변환 및 내삽을 하고 point, line, 
polygon을 생성하였다. 또한, 생성된 데이터들의 필드를 DB 설계서에 맞게 수정하고 
속성을 입력하였다.



－ 130－

그림 3.73. 표층퇴적물 자료의 GIS DB화

해저지질도는 스캔한 이미지를 확인하고, 스캔한 이미지에 맞게 도곽 파일을 생성
하였으며 생성된 도곽파일에 맞게 이미지를 와핑 및 보정을 하고 와핑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line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line 데이터의 필드는 DB설계서에 맞게 
수정하고 속성을 입력하였다. 

그림 3.74. 해저지질도 도면의 GIS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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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및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의 자료들은 원본데이
터를 확인 후 각 자료별 특성을 고려하여 포맷 변환 및 내삽을 하고 point, line, 
polygon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데이터들의 필드를 DB 설계서에 맞게 수정하고 속성
을 입력하였다.

그림 3.75.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의 중력자료 GIS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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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S 정보제공 및 자료표출 프로그램 개발
경계획정관련 국내외 과학조사자료를 수집하여 Archive DB와 GIS DB를 구축하였

으며, DB에 수록된 자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GIS 기술을 이용한 정보제공 및 자
료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최신 ArcGIS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원하는 자료는 참조할 수 있도
록 정보제공, 자료표출 기능을 구현하였다. 기본적인 화면구성은 일반적인 GIS 구성
을 따르고 있으며, 왼쪽 프레임에 사업별로 자료를 검색하는 기능과 통합 검색을 위
한 탭으로 구성하였다. 왼쪽 프레임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 DB에서 해당 자료를 추출하여 지도화면에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ESRI사에서 ArcGIS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위성자료를 별도로 편집하여, 오프라인 프
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사용자외에 전문가들이나 자료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Archive 
DB 관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과학조사자료 수집
이력과 함께 수치형태의 자료를 검색하고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수집파일을 그대
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더불어, 통합 DB 구축 이후의 운영에 대비하여 자료관리자
들이 Archive DB에 자료를 손쉽게 수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76. 해양영토관리 통합DB 시스템 메인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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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기능 특이사항

1 메뉴
지도화면 및 화면에 표시된 항목을 제어하거나 
지점의 대한 상세정보, Archive DB가 표시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

2 레이어선택
제공하는 레이어들을 Tree형태로 표현하고, 
지도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해제하는 기능

레이어 탭을 선택 
시 화면에 표시

3 통합검색
원하는 레이어를 지도를 통하여 
직접/반경/다각형으로 검색하거나, 항목리스트를 
통하여 검색하고 검색된 레이어항목을 On/Off할 
수 있는 기능

통합검색 탭을 선택 
시 화면에 표시

4 레이어편집 화면에 표시된 레이어의 투명도 및 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

5 범례 범례가 필요한 레이어에 대한 해당 범례를 표시
(예 : 어업자원도 등)

감추기/보이기 
기능을 제공

6 인덱스맵 메인맵에 맞추어 인덱스맵을 표시 감추기/보이기 
기능을 제공

7 지도화면 베이스맵과 선택된 레이어가 표시

표 3.49.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메인화면 프로그램별 기능설명

통합검색 탭에서는 여러 사업의 자료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검색결과로 지도에 표출된 레이어의 표출여부와 배치순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덱스창을 추가하였다.

그림 3.77.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통합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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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기능 특이사항
1 검색조건 사업별, 항목별, 연도별 검색조건을 선택
2 지점검색 시점과 종점의 좌표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
3 반경검색 원하는 지점의 위경도와 반경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반경을 선택
4 다각형검색 사용자가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다각형을 

이루게 선택
5 초기화 검색창 및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처음상태로 

초기화하는 기능
6 검색 검색조건과 지점검색/반경검색의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검색하는 기능
7 검색결과 표시

검색조건과 지점검색/반경검색의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의 결과를 리스트형태로 
표시하고, On/Off할 수 있는 기능

감추기/보이기 
기능을 제공

8 지도화면 표시 검색조건과 지점검색/반경검색의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의 결과를 지도화면에 표시

표 3.50.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통합검색 프로그램별 기능설명 

한편, 지도 창에 표시된 자료별 관측지점, 관측트랙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을 위하
여 각 자료별 특성을 반영한 자료표출 기능을 구현하였다. 자료종류에 따라 그림, 그
래프, 수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며, 탄성파자료의 경우는 SEG-Y 자료
를 표출하는 전용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3.78. 자료별 상세정보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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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별 정보제공 GIS 화면 구현
심부탄성파 자료의 GIS 표출화면은 전체 지도에서 상세정보조회 기능을 통해서 트

랙을 클릭하고 원하는 심부탄성파를 선택하면 심부탄성파 상세화면이 팝업으로 띄워
지며 이 팝업창에서 SEG-Y 자료를 SEG-Y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SEG-Y 뷰어에 경우 수집된 탄성파자료의 형식을 고려하여 SEG-Y 뿐만 아니
라 SEG-D와 ODEC-SEG-Y 형식의 자료포맷도 지원되도록 SEG-Y 뷰어 컴포넌트
를 개발하였다.

그림 3.79.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심부탄성파 검색화면 

그림 3.80.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심부탄성파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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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탄성파 자료는 심부탄성파 자료와 동일하게 구현하였으며 상세정보 조회시 
SEG-Y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림파일을 이미지뷰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81.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천부탄성파 검색화면

그림 3.82.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천부탄성파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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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자력 자료는 관측위치를 연도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포인트로 지도위에 표시
하도록 하였다.

그림 3.83.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중자력 검색화면 

시추퇴적물 자료는 각 정점정보를 지도 위에 표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정보조회 기능을 통해 정점을 선택할 경우 상세화면이 팝업된다. 팝업된 상세화
면에서는 시추퇴적물의 이미지정보를 이미지뷰어를 통해 볼 수 있고 분석자료는 그
래프를 통해서 깊이별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84.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시추퇴적물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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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시추퇴적물 상세화면

표층퇴적물 자료는 시추퇴적물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정점정보를 지도 위에 표
출하도록 하였으며, 상세정보조회 기능에서는 정점별 분석자료를 보여주는 팝업창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3.86.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표층퇴적물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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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표층퇴적물 상세화면

해저지질도 자료는 지도형태의 자료를 스캔하여 벡터데이터로 가공한 것으로, 자료
를 Polygon 형태로 지도상에 표출하며, Polygon 내의 속성값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
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3.88.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해저지질도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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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기본도 자료도 지도 형태의 자료를 벡터데이터로 가공하여 GIS DB에 수
록한 것으로 Polygon 형태로 지도에 표출하도록 하였다. 천부탄성파의 경우에서는 
저질 유형별 단면을 팝업으로 보여주는 상세정보 제공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3.89.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국가해양기본도 검색화면

그림 3.90.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국가해양기본도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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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통계자료는 어종별로 분포도를 격자 형태로 지도위에 표현되도록 구현하였으
며 분포도를 클릭 할 경우 어종에 대한 상세정보를 팝업창에 보여주도록 구현하였
다.

그림 3.91.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어업통계자료 검색화면

국외 과학조사자료의 드릴코어, 시추퇴적물, 중력, 지자기 자료는 아스키 데이터를 
Point 자료로 구축하였고 천부탄성파자료는 Polyline으로 표현하였다.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면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표출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림 3.92.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JAMSTEC 중력자료 상세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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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해양영토관리 통합DB의 NGDC 중력자료 상세정보화면

나. Archive DB 자료관리 프로그램
Archive DB 관리 프로그램은 수집자료DB, 해양자료DB, 국외자료DB, 자료입력 메

뉴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자료DB 메뉴는 자료수집시 제출 받은 파일을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기능으로 사업명, 연도, 자료항목을 차례로 선택하면 수집된 자료의 파일명
을 표 형태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파일을 클릭하면 수집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화면에 출력된 파일목록을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현
하였다.

그림 3.94. Archive DB 관리 중 수집자료 DB 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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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기능 특이사항

1 사업종류 수집자료 DB 조회를 위한 
사업별/연도별 선택

2 사업 메타데이터 선택한 사업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시

3 조회결과 리스트 선택한 사업에 대한 Archive DB 
리스트 표출

선택한 사업에 대한 
자료종류별 표출

4 엑셀저장 조회 리스트 엑셀 저장

표 3.51. Archive DB 관리 중 수집자료 DB 정보화면 프로그램별 기능설명 

해양자료DB 메뉴는 수집자료를 수치형태로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왼쪽 프레임에서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검색결과를 오른쪽 프레임
에 수치형태로 표출하도록 하였다. 화면에 표출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도 구현하였다.

그림 3.95. Archive DB 관리 중 해양자료 DB 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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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기능 특이사항
1 검색조건 검색할 사업/자료항목/기간/좌표 

선택
2 검색영역 선택한 사업에 대해 지도상에 

범위표시
3 검색결과 선택한 사업에 대한 Archive DB 

리스트 표출
4 엑셀저장 조회 리스트 엑셀 저장

표 3.52. Archive DB 관리 중 해양자료 DB 정보화면 프로그램별 기능설명 

국외자료DB 메뉴는 국외자료를 별도로 검색하기 위한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해양
자료DB 메뉴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3.96. Archive DB 관리 중 국외자료 DB 정보화면

번호 프로그램명 기능 특이사항
1 검색조건 검색할 사업/자료항목/기간/좌표 

선택
2 검색영역 선택한 사업에 대해 지도상에 

범위표시
3 검색결과 선택한 사업에 대한 Archive DB 

리스트 표출
4 엑셀저장 조회 리스트 엑셀 저장

표 3.53. Archive DB 관리 중 국외자료 DB 정보화면 프로그램별 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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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력 메뉴는 통합 DB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 수집한 자료를 수월
하게 Archive DB에 입력하도록 도와주는 메뉴로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
식이 아니라,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자료를 정리한 후 일괄적으로 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자료관리자가 입력할 자료항목을 선택하면, 자료입력에 
필요한 테이블 이름이 왼쪽 프레임에 순서대로 표출되며, 이 순서에 따라 자료를 준
비하여, 업로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자료무결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잘못 
자료가 있는 경우 다시 업로드 하도록 경고메세지를 표출한다.

그림 3.97. Archive DB 관리 중 자료입력 화면

번호 프로그램명 기능 특이사항

1 입력 테이블 해양자료 DB가 저장될 테이블 
선택

2 기 입력 리스트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해양자료 
Archive DB 정보

3 파일 열기
- 해양자료 DB로 저장할 엑셀 

파일 선택 및 시작열 선택
- 데이터가 저장되면 기입력 

리스트(2번 항목)가 갱신됨

엑셀파일의 제일 
첫줄에 필드명이 
있으면 시작열을 
2열로 선택

표 3.54. Archive DB 관리 중 자료입력화면 프로그램별 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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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데이터 셋 명칭 설   명
1  Baselines  한반도 및 주변국 기선
2  BaseMaps  한반도 및 주변국 지형도
3  BasePoints  한반도 및 주변국 기점
4  CatchData  어업자료
5 ContiguousZones 접속수역
6  ExplorerData  탐사 데이터
7  MarineResources  광물 자원
8  MBClaimedByCHN  중국주장 해양경계선
9  MBClaimedByJPN  일본주장 해양경계선
10  MBClaimedByKOR  한국주장 해양경계선
11  Scenario_EasternChinaSea  동중국해 시나리오
12  Scenario_EastSea  동해 시나리오
13  Scenario_Yellowsea  황해 시나리오
14  SpecificZones  잠정수역, 어업중간수역 등
15  TerritorialSeas  영해

표 3.55.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피처데이터셋 명칭 정의

제3절 경계획정 가상시나리오 도출 및 비교분석기술 개발

1.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DB 수집 및 구축
본 연구에서는 파일기반의 공간DB를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데이터 관리가 용

이한 GeoDatabase로 재구축하기 위한 공간DB를 설계하였다. 해양법 전문가의 자문
을 통해 레이어명을 정의하였으며 수집 및 생성한 자료들에 대하여 주제와 항목별로 
그룹화한 후 피처데이터셋(Feature dataset)과 피처클래스(Feature class) 명칭을 
정의한 DB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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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계획정 지원을 위한 수역별 시나리오 구축
가. 해양경계

1958년 제1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국제해양법협약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나, 급격
히 변천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해양법 분야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양
국제법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개
최되었으며, 그 결과 9년 만에 1982년 새로운 320개 조문과 9개의 부속서 및 4개의 
결의로 구성된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이후 1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현재 
명실상부한 바다의 헌법으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3년 UN해양
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1994년 1월 29일부로 
본격적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UN, 1982).

(1) 영해
영해(Territorial Sea)란 국가의 영토에 접속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수역으로써 연

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가영역의 일부를 말한다. 이 때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주권
이 미치는 범위이므로 연안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UN해양법에 따르면 영해는 
UN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한계까지 영해
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 1해리(Nautical Miles)는 자오선의 위도 1`의 평균거리를 
의미하는데,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잠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단위이며 1929년에 
협정된 1국제해리는 1,852m이다.

기선(Baseline)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실제로는 모든 해양수역의 경
계선이 출발하는 기준선이다. 따라서 기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의 해양 이
해관계 특히 해양수역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해기선에는 해안의 형
태나 섬의 존재유무, 만의 포함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인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두 종류가 있다. 통상기선은 해양법협약 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안
국의 영해기선은 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 해도(1:50,000)상에 표시된 
해안선이다. 여기서 해안선은 가장 낮은 수위의 조류가 형성되는 저조선을 말하며, 
영토와 영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저조선이 기선인 까닭에 간석지는 영해가 아
닌 영토에 포함된다. 직선기선은 우리나라의 황해나 남해와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톱니모양으로 복잡하거나 깊이 잘려 들어간 곳, 또는 해안에 인접한 근처에 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통상기선에 의한 영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외측점들
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선 기준선을 사용하여 영해기준선을 그을 수 있다.

이 때 설정하는 적당한 외측점을 기점이라고 하며, 기점을 설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여 만을 형성하거나 인근해안을 따라 일련의 섬이 산재
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날 수 없으
며 기선 내의 수역은 본토와 가깝게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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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선과 기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 23은 우리나라의 기점 및 영해를 나타내고 
있다(김현수, 2011).

그림 3.98. 심히 굴곡한 해안선
 
그림 3.99. 도서가 산재한 해안선

그림 3.100. 한국의 기점, 직선기선 및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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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은 영해에 접속되어 있는 일정범위의 수역으로 연안국

이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및 위생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접속수역은 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 없
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영
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개발․탐
사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수역에서 인공도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
호․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말한다. 그
림 24는 각 수역에 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01.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나. 한국 주변국의 해양경계 현황
한국은 일본,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친다. 

황해는 전체가 대륙붕이며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해양경계획정에 난
항을 겪고 있다. 가까운 곳의 거리가 130해리이고 가장 먼 거리가 280해리이기 때
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가 모든 수역에서 겹치고 있다. 동해의 경우도 황해
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거리가 400해리가 넘지 않는 반 폐쇄해이며 배타적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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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허용거리인 200해리가 중첩되는 수역이 존재한다. 동중국해의 경우는 3국의 배
타적 경제수역이 모두 겹치고 있어 해양경계획정이 가장 복잡한 해역이다. 표 9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국토해양부, 2008; 권문상, 1989).

황해 동중국해 동해

면적 417,000㎢ 752,000㎢ 1,013,000㎢

평균깊이 44m 272m 1,667m

부피 18,000㎦ 209,000㎦ 1,690,000㎦

대륙붕 비율 100% 81.3% 23.5%

대륙붕 경사도 0 11.4% 15.2%

표 3.56. 한반도 주변 해역

(1) 중국의 해양경계 
중국의 경우 황해수역에 대하여 대륙붕 연장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황해 대륙붕의 

대부분은 대부분 중국에서 흘러나온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영토 역시 
중국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용환, 2008). 이어도 역시 중국의 대륙붕 
내에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건설도 반대하고 있다. 또
한 중국의 직선 기선 설정에도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는데, 12번 기점과 지도에도 표
시되지 않는 암초를 섬으로 인정하고 영해기점을 설정하고 있다. 9번과 10번 기점 
역시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암초를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기
점간의 거리도 해양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6번, 7번 기점과 8번, 9번 기점이 
이에 해당된다(강효백, 2008; 김백수, 2008; 김현수 2010; 이석용, 2007).

(2) 일본의 해양경계
일본은 해양영토 확보를 위하여 독도를 비롯하여 쿠릴열도, 센카쿠 열도 등 주변국

과 해상영유권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독도에 대하여 1905년에 일본영토로 편입한 
이후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최근에도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동중국해의 조도 및 남녀군도에 대하여 섬의 
지위를 인정하고 영해기점을 설정하고 있다(이석용, 2006). 

한편 일본은 중국과는 다르게 대륙붕 연장 원칙이 아닌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대륙붕 연장 원칙을 적용한다면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모두 한국과 중국의 영
토가 되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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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해양경계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등거리 원칙을, 일본에 대하여 대륙붕 연장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대표적인 가상 시나리오는 중국의 9번, 10번 및 12번 기
점을 인정하지 않는 해양경계와 조도 및 남녀군도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는 해양경계이다.

다. 해양경계획정 시나리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수집된 각국이 주장하는 가상해양경계선으로부터 한

국-중국, 한국-일본, 일본-중국과의 분쟁 해양경계선에 대하여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해, 동중국해, 황해 수역 내에서의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황해 수역의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총 3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동중국해의 경우 중국 및 일
본을 대상으로 하여 7개와 2개로 총 14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해의 경우 일본 및 북한을 대상으로 하여 6개와 2개로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구
축하였다.

기관명 수집 자료 내 용 관련 국가 포 멧 개 수

해양

연구원

각국 

가상해양경계선

한국 주장 

해양경계선

중국 Shape 3개

중국, 일본 Shape 1개

일본 Shape 2개

중국 주장 

해양경계선

한국 Shape 1개

한국, 중국 Shape 1개

일본 주장

해양경계선

한국 Shape 1개

한국, 중국 Shape 1개

표 3.57. 각국 주장 가상해양경계선 자료 수집 현황

수 역 대상국가 시나리오 개수 총 시나리오 개수

황 해 중 국 3 3

동중국해
중 국 7

14
일 본 2

동 해
일 본 6

12
북 한 2

표 3.58. 수역 내 대상 국가별 구축된 시나리오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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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해 수역 시나리오
황해 수역의 해양경계획정 대상 국가는 중국이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해양경계

는 중국의 9번, 10번 기점의 인정 여부이다. 중국은 이미 두 개의 기점에 대하여 영
해 기점으로 선포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부적절한 기점 선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황해 수역에서는 중국의 9번, 10번 기점을 인정한 직선기선과 한국의 
직선기선의 중간선 해양경계와 중국의 9번, 10번 기점을 인정하지 않은 직선기선과 
한국의 직선기선의 중간선 해양경계 2가지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김현수, 
2010; 정갑용, 2007).

한편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의 어업자원 획득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2000년 8월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2001년 6월부터 발효
되었다(박용현, 2006; 외교통상부, 1999; 해양수산부, 2002). 한중어업협정으로 인
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이 설정되었는데 2005년 한․중 양국의 과도수
역이 각각 양측의 EEZ에 포함되었고 현재 한중 잠정조치수역만 남아 있는 상황이
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우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이지만 해
양경계가 획정될 경우 잠정조치수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중간선은 새로운 해양경계 시나리오로 제시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황해 수역의 가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
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간선은 중간선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출하도록 하였
다(박용길, 2010). 황해 수역의 가상 시나리오의 목록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역 대상국가 시나리오 내용

황해 중국

시나리오1
∙ 한․중 가상중간선 + 중국 영해기점 9번, 

10번 불인정 중간선

시나리오2
∙ 한․중 가상중간선 + 중국 영해기점 9번, 

10번 인정 중간선

시나리오3
∙ 한․중 가상중간선 +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표 3.59. 황해 수역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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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황해 수역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 현황

(2) 동중국해 수역 시나리오
동중국해 수역의 해양경계획정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며 황해 수역보다 복잡

한 해양경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해
양경계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해양경계획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동중국해 수역에서 중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12번 기점의 
인정 여부이다. 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암초에 대하여 중국은 기점으로 선포하
였으나 한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조도, 남녀군도를 기점으
로 선포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하여 12번 기점을 인정하는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와 중국의 12번 기점을 인정
하지 않는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조도, 남녀군도를 
인정하는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와 조도, 남녀군도를 인정하지 않는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한편 동중국해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해양경계가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수
역이다. 한국-중국의 해양경계, 한국-일본의 해양경계 및 중국-일본의 해양경계가 
모두 만나는 점을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현재 3개의 가상 삼중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의 끝점을 삼
중점에서 만나도록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또한 황해수역에서 적용
되었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중간선이 동중국해 수역까지 연장되며, 한중 잠정조치
수역 중간선 해양경계도 동중국해의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에 포함하였다. 동중국
해 수역의 가상 시나리오 목록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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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대상국가 시나리오 내용

동중

국해

중국

시나리오1

∙ 중국 영해기점 9번 10번 불인정 중간선 + 

중국 영해기점 12번 불인정 중간선 + 한중일 

삼중점A

시나리오2

∙ 중국 영해기점 9번 10번 불인정 중간선 + 

중국 영해기점 12번 인정 중간선 + 한중일 

삼중점B

시나리오3

∙ 중국 영해기점 9번 10번 인정 중간선 + 중국 

영해기점 12번 불인정 중간선 + 한중일 삼

중점A

시나리오4

∙ 중국 영해기점 9번 10번 인정 중간선 + 중국 

영해기점 12번 인정 중간선 + 한중일 삼중

점B

시나리오5
∙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 한중일 삼중

점A

시나리오6
∙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 한중일 삼중

점B

시나리오7
∙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 한중일 삼중

점B

일본

시나리오1
∙ 일본 영해기점 조도, 남녀군도 효과 인정 

중간선 + 한중일 삼중점B

시나리오2
∙ 일본 영해기점 조도, 남녀군도 효과 인정 

중간선 + 한중일 삼중점A

표 3.60. 동중국해 수역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 목록

그림 3.103. 동중국해 수역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 현황



－ 155－

(3) 동해 수역 시나리오
동해 수역의 해양경계획정 대상 국가는 일본과 북한이다. 동해의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400해리보다 좁아 한일 양국의 EEZ가 겹치는 지역이다. 특히 일본이 독
도에 대하여 1905년에 일본영토로 편입한 이후 자국의 영토라 주장함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따른 해양경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49해리(약 
90km), 일본의 오끼도에서 96해리(약 180km) 거리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EEZ협상을 시작하면서 독도와 오끼도 사이에 EEZ를 그었으
나, 일본의 경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EEZ를 설정했다. 계속해서 협상되지 않자 
2000년이 되어서 협상이 중단되었고, 2006년에 다시 재개되었지만 양국은 매년 서
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시스템에서는 각 국이 
주장하는 독도와 오끼도, 울릉도와 오끼도 등의 일본 관련 6가지의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한국과 북한의 가상중간선과 북한 EEZ경계, 
그리고 북방한계선에 따른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에 포함하였다. 동해 수역의 가상
시나리오 목록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역 대상국가 시나리오 내용

동해

일본

시나리오1 ∙ 한국 독도 ․ 오끼도 중간선

시나리오2 ∙ 한국 독도 영향 75% ․ 일본 오끼도 중간선

시나리오3 ∙ 한국 독도 영향 50% ․ 일본 오끼도 중간선

시나리오4 ∙ 한국 독도 영향 25% ․ 일본 오끼도 중간선

시나리오5 ∙ 한국 울릉도 ․ 오끼도 중간선

시나리오6 ∙ 한국 울릉도 ․ 일본 독도 중간선

북한
시나리오1 ∙ 한국 ․ 북한 가상중간선 + 북한 EEZ 경계

시나리오2 ∙ 북방한계선

표 3.61. 동해 수역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 목록

그림 3.104. 동해 수역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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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 및 구축
가.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해 확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의사결정지원기능, DB의 
표출 방법론을 구상 및 설계하였다. 각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데이터 표출방안
을 수립하고, 도형DB와 속성DB간의 연계를 위한 모듈을 설계하였다. 해양조사원,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수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구축된 도형DB와 속성DB로 
구성된 해양자료 DB 관리모듈과 모델베이스 관리모듈 그리고 지식베이스 관리모듈
의 DB 연계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105.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성도

구축된 도형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데이터 표출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해양영
토관리 DB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XML테이블을 기반으로 도형데이터 내 속성정보도 
시스템 상 표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국내에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윈도우즈 
시리즈 중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지원하는 윈도우즈7을 선택하였다. 또한 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프로그래밍 툴은 전 세계 GIS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장기적 
사용과 기술 지원이 가능한 ESRI사의 ArcObjects 10.0을 사용하여 호환성 및 활용
도가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성을 중시한 GUI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ArcObjects와 호환성이 높고 기술지원이 용이한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Visual Basic.NET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에 사진 및 텍스트로 구성
된 속성자료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DB로 구축하였으며 공간데이터의 관리
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DB를 재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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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시스템 개발환경

나.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본 시스템은 기존의 공간DB를 재구축한 것과 사진 및 텍스트로 구성된 속성자료

를 속성DB로 만든 것을 이용하여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GIS 
컴포넌트를 이용한 도형 및 속성 조회기능, 지도조작기능 등을 제공한다.

그림 3.107.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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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화면 상 위도와 경도를 선 형태로 Base Map에 표출하여 기점, 기선, 해양
경계선 등의 공간데이터 위치정보에 대하여 보다 용이하게 파악 가능하도록 구현하
였다. 

그림 3.108. 시스템 상 위경도 표출

시스템 주요 기능인 의사결정지원 기능은 해양경계 협상 시 수역별 경계선 협상이 
가능하도록 메뉴에서 대상 수역을 선택한 후 선택적 시나리오 조회 기능을 구현하였
다. 아울러 사용자가 검색하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검색 및 비교를 가능하도록 개발
하였다. 

그림 3.109. 동해 수역 내 시나리오에 대한 선택적 조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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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속성정보 조회 기능을 통하여 속성자료를 도형자료와 연계하여 표출할 수 있는 
모듈을 구현하였고, 필요한 경우 텍스트와 이미지 자료를 동시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나리오를 선택하였을 때 시나리오별 해양경계획정 시 고려될 수 있
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창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10. 시나리오 비교 기능

시나리오 분석 시 각 격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어획량을 종류별, 어획량별, 어업방
법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고, 도형데이터를 시각적 차별을 주어 표현함으로 어획
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111. 어업자료 조회 기능



－ 160－

4. GIS기반의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가. 경제성분석을 위한 DB 수집 및 구축
(1) 자료 수집

해양경계 시나리오별 경제성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제성분석 수행에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로는 한반도 및 주변국들의 해양경계 시나리오, 
광물자원 분포도, 어업자원 분포도, 어종별 연평균 가격정보, 광물별 연평균 가격정
보 등이 있다. 광물자원 분포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Shape 포맷으로, 어
업자원 분포도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는 인
하대학교로부터 Shape 포맷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어업자원에 대한 가격정보는 수산
정보포털로부터 수집하였으며, 광물자원에 대한 가격정보는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
스템,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수집하였다.

기관 수집자료 자료포맷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어업자원 분포도 종이문서

 ∙어종별 분포도

 ∙어종별 연평균 어획량

 ∙2010년도에 출간한 ‘생태와 

어장’ 책자

  - 2005 ~ 2008년도 어업자원 

분포도

인하대학교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
Shape

 ∙황해, 동중국해, 동해 

수역에서의 해양경계 시나리오

수산정보포털
∙어종별 연평균

 가격정보
Text

 ∙20개 어종별 연평균 가격정보

 ∙1990년 ~ 2011년 가격 정보

  - 단위 : M/T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

∙광물별 국외 시장 

가격정보
Text

 ∙5개 자원별 연평균 가격정보

 ∙2005년 ~ 2011년 가격 정보

  - 단위 : $/Bbl

에너지경제

연구원

대한석탄공사

표 3.62. 수집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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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을 위한 DB 구축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DB를 기반으로 수집한 

DB를 재 구축하였다. 이 중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업자원 분포
도와 인하대학교의 가상 해양경계 시나리오가 있으며, 각 자료들은 디지타이징 및 
좌표변환과 경제성 분석 시스템 내에서 시나리오 관리 기능을 통하여 지오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하였다.

속성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산정보포털의 어종별 연평균 가격정보와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탄공사의 광물별 국외 시장 가격정보가 있으며, 
MS Access를 이용하여 자료 입력 및 구축을 하였다. 또한 경제성 분석 시스템과 해
양가격정보의 연동이 쉽도록 하기 위해 해양가격정보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나. GIS기반의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시스템 설계
(1)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해양경계 시나리오별 경제성분석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요구분석에 따라 
시나리오 조회, 관리, 경제성분석 기능으로 분리하여 설계하였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로 설계하였으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
관적인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시나리오 관리 모듈과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모듈 
그리고 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구축된 해양자료 DB의 
연계를 통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112.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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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관리 기능 설계
기존 구축된 해양경계 시나리오 및 사용자가 작성한 임의 시나리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나리오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시나리오 관리 모듈은 경제성 분석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시나리오 보기, 시나리오 삭제, 시나리오 추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시나리오 및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미니
맵을 통해 시나리오가 표출되고, 삭제를 누르면 DB 내 시나리오가 삭제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추가를 누르면 생성할 시나리오 이름과 대상 수역을 선택하고, 3가지 
시나리오 추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시나리오 추가 방법에는 직
접 생성, 좌표 입력, Shp 파일 불러오기 방법이 있다. 직접 생성 방법을 선택하게 되
면 Line Draw 기능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좌표 입력 방법을 선택하면 위
경도 좌표 입력으로 시나리오를 생성하며, Shp 파일 불러오기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
에 생성된 시나리오 Shape File을 로드한 후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후 다시 반복해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시나리오 관리가 종료되도
록 설계하였다.

그림 3.113. 시나리오 관리 기능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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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기능 설계
해양경계 시나리오별 해양자원에 대한 경제성분석이 가능하도록 경제성분석 기능

을 설계하였다. 경제성 분석 기능을 시작하게 되면, 수역을 선택한 후에 기준 시나리
오와 대상 시나리오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들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시나리오들
이 위치한 대상 수역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추출된 대상 수역을 다른 이름으로 2개
의 수역으로 만들어 첫 번째 수역은 기준 시나리오로 분할하고, 나머지 수역은 대상 
시나리오로 분할하였다. 여기서 만약 추출된 대상 수역이 황해 또는 동중국해 수역
인 경우 기준 시나리오로 분할된 수역을 오른쪽 면을 기준면으로 저장하였으며, 대
상 시나리오로 분할된 수역의 오른쪽 면은 대상면으로 저장하였다. 또한 추출된 대
상 수역이 황해 또는 동중국해 수역이 아닌 동해 수역인 경우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
로 분할된 왼쪽 면을 기준면과 대상면으로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기준면
을 대상면으로 잘라내어 이익면을 생성하고, 대상면을 기준면으로 잘라내어 손해면
을 생성한 후 이익면과 손해면과 중첩되는 해양자원을 추출하여 각각 따로 저장되도
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첩된 자원의 피쳐클래스 명을 속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
하여 가격정보를 가져와 이익면과 손해면으로부터 추출된 해양자원의 면적과 곱하여 
경제적 이익 금액과 경제적 손해 금액을 산출하였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산출이 완
료 된 후 이익면과 손해면에서 중첩되는 자원이 없을 때 까지 반복하여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 후 경제성분석 기능이 종료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114. 경제성분석 기능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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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분석 기능 설계도를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과 같
이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파란색 실선을 기준 시나리
오로, 초록색 실선을 비교대상 시나리오로 하면 위와 아래의 면적이 이득면적이 되
고, 가운데가 손해면적이 된다. 이처럼 이득면적과 손해면적 안에 들어오는 해양자원
을 추출하고 가격정보를 적용하여 손익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경제성분
석 기능 설계이다.

그림 3.115. 시나리오 손익 비교

다. GIS기반의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시스템 개발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분석시스템의 초기 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상단에는 

시나리오 조회 기능, 경제성 분석 기능 메뉴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 조작도구는 우
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초기화면에서 수행 가능하며, 각 기
능 이외에도 레이어 목록, 지도, 미니맵 조작이 가능하고, 좌측 하단에 좌표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6.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시스템의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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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관리 기능
시나리오 관리 기능은 경제성 분석 모듈에서 수행할 수 있다. 수역별 기존 시나리

오 및 사용자 시나리오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시나리오의 체크박스를 통해 좌측 
미니맵에서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고, 맵 조작도 가능하다. 또한 추가 기능을 사용
하여 직접 생성, 좌표 입력, Shape 파일 불러오기 중 한 가지 시나리오 생성 방법을 
선택한 후 사용자가 임의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후 삭제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 시나리오 중에서만 시나리오 삭제가 가능하다.

그림 3.117. 시나리오 관리 기능

(2) 가격정보 관리 기능
 가격정보가 저장된 DB는 경제성 분석 기능의 메뉴에서 가격정보 DB관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가격정보 관리는 관리 탭과 사용자 정의 탭으로 구분되는데 관리 
탭은 기존에 구축되었던 연도별 데이터를 관리한다. 기 구축된 연도별 가격정보를 
신규 버튼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도의 가격정보를 추가할 수 있고, 수정 및 삭제 버
튼을 이용하여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사용자 정의 탭은 사용자가 
직접 가격정보이름과 해양자원의 가격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 탭과 
마찬가지로 신규버튼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격정보이름으로 가격정보를 추가할 수 있
고, 수정버튼을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
여 구축된 사용자 정의 가격정보들을 불러오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사
용자 정의 탭에서는 관리 탭과 달리 환율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어업자원은 원단위
의 가격정보를 가지며, 광물자원은 달러 단위의 가격정보로 구축이 되어 있다. 두 가
격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사용자가 정의한 환율정보를 이용하여 비교가 가능하다. 
관리 탭은 사용자가 각 연도별 가격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자정의 탭은 경제
성 분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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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해양가격정보 관리

(3) 경제성 분석 기능
시나리오 관리 기능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메뉴에서 경제성 분석을 선택하게 되면 

경제성 분석 모듈이 실행된다. 먼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대상 수역을 선택한 후 
대표 시나리오와 사용자 정의 시나리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 경제성 분석
을 실행할 기준 시나리오와 대상 시나리오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 및 대
상 시나리오가 선정된 후에는 가격정보 보기를 이용하여 DB에 저장된 가격정보를 
불러온다.

그림 3.119. 경제성 분석 기능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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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교 버튼을 선택하면 시나리오별 경제성분석 창이 표출된다. 이로써 두 
시나리오에 대한 수역면적의 차이 및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의 이익, 손해, 손익에 대
한 정량적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은 텝으로 구성하
여 경제적 가치 비교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해양자원을 선택하면 해당 자원에 대
한 획득량 및 경제적 가치를 비교․분석 가능하다. 이득 면적과 손해 면적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해양자원에 대하여 나열하고 이들의 총 획득량 및 경제적 가치도 표
출하여 종합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3.120. 경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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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 구축

1.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 설계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은 정부부처에서 경계획정이나 과학조사 선정시 노트북을 

통해 영토관리 통합 DB 정보를 간편히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
으로, 서버용 시스템에서 핵심정보만을 추출하여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서버용 시
스템에는 관측관련 metadata와 함께 관측 자료를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포터블 시
스템에서는 metadata를 주로 수록하면서 광물분포도 등의 연구결과를 함께 수록하였
다. 이를 위해 서버의 Oracle DB에 수록된 GIS 데이터를 파일단위 geoDB로 재구축
하였으며, 수록정보의 표출을 위한 GIS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였다.

또한, 인하대학교에서 개발한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비교기능과 경제성 분석기능을 
통합하여, 포터블 통합 DB를 통하여 과학정보와 시나리오 분석정보를 같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경계획선시스템”의 중간
선 추출기능을 포터블 통합 DB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면좌표계에서 생성한 
정밀경계획선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분석기능을 재구현하였다.

한편, 해양영토관리 통합 DB 시스템이 수록 자료의 보안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으므로, 독립실행형 포터블 시스템의 경우에도 다수의 
보안 모듈을 설치하여 노브북 분실에 대비하였다.

그림 3.121. 서버용 DB 와 포터블 DB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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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프트웨어 구성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은 ArcObjects 10 과 .Net Framework를 기반으로 시스템

을 개발하였으며 보안 소프트웨어는 USBSAFE+와 FOLDERSAFE 솔루션을 적용하
였다.

그림 3.122. 포터블 통합 DB의 소프트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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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자료 GIS DB 구성
과학자료 GIS DB는 수집된 자료를 공간정보로 표출하기 쉽게 설계하였으며 자료

항목별로 테이블을 생성하여 자료의 특성별로 위치정보, 자료파일의 경로, 자료의 값 
등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서버의 Oracle DB에 수록된 GIS 데이터는 파일단위 
geoDB로 재구축하였다.

그림 3.123. 포터블 통합 DB의 GIS DB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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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테이블설명
N_OMAP  국가해양기본도_해저지형도
N_GMAP  국가해양기본도_중력이상도
N_MMAP  국가해양기본도_지자기분포도
N_SMAP  국가해양기본도_천부지층분포도

EEZ_TRACK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탐사자료항적
EEZ_GRA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중력

EEZ_GRA_D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중력분포도
EEZ_MAG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자력

EEZ_MAG_D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자력분포도
EEZ_CORE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CORE

EEZ_CORE_D  EEZ 해양광물자원조사_CORE_입도분석분포도
WSE_SEDI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

WSE_GRAIN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_입도분석분포도
WSE_MIN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_광물분석분포도
WSE_ORG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표층퇴적물_유기물분석분포도
WSE_BORING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시추퇴적물
WSE_BOR_D  황해퇴적물 이동관측_시추퇴적물_입도분석분포도

EEZ_AGG  EEZ/영해기선 당사국간 합의구역
EEZ_TSEA  EEZ/영해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
EEZ_BLINE  EEZ/영해기선 직선기선

EEZ_BPOINT  EEZ/영해기선 직선기점
EEZ_TSEA(A)  EEZ/영해기선 특정구역_AREA
EEZ_TSEA(L)  EEZ/영해기선 특정구역_LINE

EEZ_KINS  EEZ/영해기선 EEZ 관련주장_한국
EEZ_JINS  EEZ/영해기선 EEZ 관련주장_일본
EEZ_CINS  EEZ/영해기선 EEZ 관련주장_중국
EEZ_MED  EEZ/영해기선 EEZ 조정요소
SBED_BM  해저지질도_해저지형도
SBED_BSD  해저지질도_퇴적물분포도
SEA_HAUL  어업자원

ECS_NB_EWAVE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항적
ECS_NB_GRA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중력

ECS_NB_GRA_D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중력분포도
ECS_NB_MAG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자력

ECS_NB_MAG_D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_자력분포도
LCS_EWAVE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항적

LCS_GRA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중력
LCS_GRA_D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중력분포도
LCS_MAG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자력

LCS_MAG_D  대륙붕한계 조사 연구_자력분포도
JAMSTEC_DRILL  JAMSTEC 드릴
JAMSTEC_CORE  JAMSTEC 시추퇴적물
JAMSTEC_GRA  JAMSTEC 중력
JAMSTEC_MAG  JAMSTEC 자력

JODC_GRA  JODC 중력

표 3.63. 포터블 통합 DB의 GIS DB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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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계획정 시나리오 GIS DB 구성
인하대학교에서 개발한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분석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데이터 셋

을 생성하고 시나리오별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그림 3.124. 포터블 통합 DB의 경계획정 시나리오의 GIS DB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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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명 테이블설명
YellowSea_BasepointsKOR 황해 시나리오_한국직선기점
YellowSea_BasepointsCHN 황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점

YellowSea_Scenario1 황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1
YellowSea_Scenario2 황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2
YellowSea_Scenario3 황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3

YellowSea_BaselineKOR 황해 시나리오_한국직선기선
YellowSea_BaselineCHN 황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선

YellowSea_BaselineCHNnot910 황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점910불인정
YellowSea_YellowSeaZone_line 황해 시나리오_수역

ECSea_BasepointsCHN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점
ECSea_BasepointsJPN 동중국해 시나리오_일본직선기점

ECSea_S1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1
ECSea_S2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2
ECSea_S3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3
ECSea_S4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4
ECSea_S5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5
ECSea_S6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6
ECSea_S7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관련 시나리오7

ECSea_Notusing_TorishimaEffect 동중국해 시나리오_일본관련 시나리오1
ECSea_Using_TorishimaEffect 동중국해 시나리오_일본관련 시나리오2

ECSea_BaselineCHN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선
ECSea_BaselineJPN 동중국해 시나리오_일본직선기선

ECSea_BaselineCHNnot910not1213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선9101213불인정
ECSea_BaselineCHNnot910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선910불인정
ECSea_BaselineCHNnot1213 동중국해 시나리오_중국직선기선1213불인정

N_hypothetical_CHN_JPN_middleline 동중국해 시나리오_조도인정-중일중간선
EasternChinaSea_EasternChinaSeaZone_line 동중국해 시나리오_수역

EastSea_BasepointsKOR 동해 시나리오_한국직선기점
EastSea_BasepointsJPN 동해 시나리오_일본직선기점
EastSea_BasepointsRUS 동해 시나리오_러시아직선기점

CommonScenario 동해 시나리오_공통 시나리오
EastSea_S7 동해 시나리오_러일관련 시나리오1
EastSea_S6 동해 시나리오_러일관련 시나리오2
EastSea_S5 동해 시나리오_러일관련 시나리오3
EastSea_S4 동해 시나리오_러일관련 시나리오4
EastSea_S3 동해 시나리오_러일관련 시나리오5
EastSea_S2 동해 시나리오_러일관련 시나리오6
EastSea_S1 동해 시나리오_러일관련 시나리오7

EastSea_UsingTorishimaEffect 동해 시나리오_일본관련 시나리오1
EastSea_NotUsingTorishimaEffect 동해 시나리오_일본관련 시나리오2

EastSea_SS 동해 시나리오_북한관련 시나리오1
NLL 동해 시나리오_북한관련 시나리오2

EastSea_BaselineKOR 동해 시나리오_한국직선기선
EastSea_BaselineDPRK 동해 시나리오_북한직선기선
EastSea_BaselineJPN 동해 시나리오_일본직선기선
EastSea_BaselineRUS 동해 시나리오_러시아직선기선

EastSea_EastSeaZone_line 동해 시나리오_수역

표 3.64. 포터블 통합 DB의 경계획정 시나리오의 GIS DB 테이블 목록



－ 174－

2.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 구축
가. 기능구성

노트북용 포터블 통합 DB는 크게 과학자료 통합 DB 시스템과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으며, 양 시스템에서 같이 활용하는 공통 기본기능을 구현
하였다. 과학자료 통합 DB 시스템은 사업별 검색, 통합검색, 지점검색, 반경검색의 
검색기능과 검색결과를 목록형태로 표출해 주는 기능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계획정시
나리오분석 시스템은 시나리오 조회, 시나리오 분석, 분석결과를 표와 그래프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지도제어 기능, 측정, 레이어 편집, 출력 등의 기능은 
공통기능으로 분류하여, 과학자료 통합 DB 시스템과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
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25. 포터블 통합 DB의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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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메뉴명 기능명 기능 설명

과학자료
통합DB

사업별
검색

레이어 
목록

사업별로 분류된 과학자료 목록에서 체크박스 on/off를 
통해 과학자료를 검색 하는 기능을 제공

레이어 
적용

레이어 목록에서 체크된 과학자료 레이어를 지도화면에 
적용하는 기능을 제공

통합검색

검색조건 과학자료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지점/
반경/
다각형 
검색

사용자가 좌표로 입력 또는 지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검색, 반경검색, 다각형 검색 기능을 제공

검색결과
목록

통합검색에서 검색된 과학자료들을 목록형태로 조회하고, 
해당 레이어를 on/off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상세조회 지도상에서 과학자료를 마우스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상세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레이어
편집

지도상에 추가된 레이어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레이어들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가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조회

황해/동중국해/동해의 시나리오 및 관련 영해기점/기선을 
지도화면으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시나리오
분석

선택된 시나리오들에 대해 면적 및 광물자원 양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

분석결과
표 조회

해역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수치화된 표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분석결과 
그래프 
조회

해역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가시성 높은 그래프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사용자
시나리오

시나리오 
생성

황해/동중국해/동해의 각 국가별 중간점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중간선을 그리는 기능을 제공

표 3.65. 포터블 통합 DB의 기능설명



－ 176－

분류 메뉴명 기능명 기능 설명

시나리오 
분석

선택된 시나리오들에 대해 면적 및 광물자원 양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

편익분석 선택된 시나리오의 편익분석을 하는 기능을 제공

분석결과 
표 조회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수치화된 표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분석결과 
그래프 
조회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가시성 높은
그래프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경제성 
분석

시나리오 
비교분석

사용자가 기준 시나리오와 대상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어업자원, 광물자원의 경제가치를 대입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

분석결과 
표 조회 분석 결과를 수치화된 표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분석결과 
그래프 
조회

분석 결과를 가시성 높은 그래프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기본기능

지도기능 지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능으로 
확대/축소/이동/전체화면/다시그리기 기능을 제공

측정기능 지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거리/면적/반경/다각형 측정/지우기 기능을 제공

화면출력
GIS 화면을 그림(JPEG, BMP, GIF, PNG)파일로 저장하는 
기능과 화면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위성/
일반 
영상

지도의 배경맵을 위성영상 또는 일반영상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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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인화면 구성
포터블 통합 DB는 화면 좌측에 위치한 책갈피를 이용해 과학자료 통합DB 시스템

과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각 시
스템내에서는 세부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을 배치하였다.

그림 3.126. 포터블 통합 DB의 메인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시스템 선택 과학자료 통합DB 시스템 과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을 선택

2 메뉴선택 사업별 검색과 통합검색 메뉴를 선택

3 지도화면 위성영상과 중첩하여 선택된 레이어가 표시

4 인덱스맵 메인 맵의 현재 영역을 인덱스맵에 표시

표 3.66. 포터블 통합 DB의 메인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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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 공통기능
(1) 지도제어/측정 기능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과학자료 및 경계획정시나리오 레이어를 조회하는 GIS 화면
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능으로 확대/축소/이동/전체화면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
한, 지도의 로딩이 늦거나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새로 고침 할 수 있는 ‘다시 그
리기’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지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거리/면적/반경
측정/지우기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3.127. 포터블 통합 DB의 면적계산 기능

(2) 출력기능
자료검색을 통해 화면에 출력한 GIS 화면을 그림파일(JPEG, BMP, GIF, PNG)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그림 3.128. 포터블 통합 DB의 출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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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출력/저장 버튼 출력 또는 저장 기능을 호출하는 버튼
2 영역설정 출력 또는 저장 할 영역을 선택
3 미리보기 버튼 선택한 영역의 화면 미리보기를 호출하는 버튼
4 미리보기 

지도제어
분석한 화면에서 확대, 축소, 이동, 전체보기 
기능으로 출력할 화면을 조정하는 기능

5 인쇄설정 프린터, 용지크기, 용지방향을 선택하고 
미리보기를 실행하는 기능

6 미리보기 화면 출력 또는 저장할 화면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
7 이미지 저장 버튼 현재 분석한 화면을 그림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8 인쇄 버튼 현재 분석한 화면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지도로 

출력하는 기능

표 3.67. 포터블 통합 DB의 출력기능 설명

(3) 위성영상/일반지도 선택기능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은 과학자료와 경계획정 시나리오 자료를 위성영상 또는 

일반지도 위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위성영상/일반지도’ 버튼을 통해 원하는 바탕지
도를 선택할 수 있다.

(4) 상세정보 조회 기능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에서는 지도상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해당 데이터의 상

세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3.129. 포터블 통합 DB의 상세조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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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상세조회 버튼 지도에서 마우스 클릭 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

2 자료선택 마우스 클릭으로 지도화면에서 상세조회 
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3 상세조회창 선택된 자료에 대해 사업명, 기간, 목적, 
수행기관 등의 상세정보를 표출

표 3.68. 포터블 통합 DB의 상세조회 기능 설명 

(5) 레이어 표출 조정 기능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에서는 검색된 자료들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레이어

들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3.130. 포터블 통합 DB의 레이어편집 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레이어편집 버튼 레이어편집 창을 표출

2 레이어편집창 지도상에 추가된 레이어를 목록으로 표현하고 
심볼 및 투명도를 표출

3 투명도조절 슬라이드 바를 통해 해당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

표 3.69. 포터블 통합 DB의 레이어편집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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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례 및 상세정보 기능
어업통계자료가 조회되었을 경우에는 어업자원에 대한 상세범례가 표출되며 어업

통계자료 목록에서 어업자원명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어업자원에 대항 상세정보를 조
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3.131. 포터블 통합 DB의 범례 및 상세정보 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범례 범례가 필요한 레이어(어업정보도)에 대한 

해당 범례를 표시 어업정보도

2 과학자료목록 과학자료 목록 중 어업자원명에서 더블클릭

3 상세정보 어업자원의 학명, 영명, 분포, 산란 등의  
상세정보 표출

표 3.70. 포터블 통합 DB의 범례 및 상세정보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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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자료 통합 DB 검색기능 구현
(1) 사업별 검색

사업별로 분류된 과학자료 목록에서 체크박스 on/off를 통해 자료별 관측위치를 
GIS 화면에 출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132. 포터블 통합 DB의 사업별 검색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레이어선택 조회하고자 하는 레이어의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
2 적용버튼 선택된 레이어를 검색
3 지도창 검색된 레이어를 지도창에 표출

표 3.71. 포터블 통합 DB의 사업별 검색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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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검색
과학자료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 입력, 지점검색, 반경검

색, 다각형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고 각 기능을 조합하여 다양하게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133. 포터블 통합 DB의 조건 검색 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검색조건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사업, 항목, 연도를 
선택

2 검색 입력된 검색조건으로 과학자료를 검색

3 지도창 검색된 과학자료를 지도창에 표출

4 검색결과창 검색된 과학자료를 목록형태로 표출

표 3.72. 포터블 통합 DB의 조건 검색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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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포터블 통합 DB의 지점검색(좌표입력) 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좌표입력 지점검색 할 좌표를 직접 수치로 입력
2 적용 버튼 입력된 좌표를 가지고 지도상에 검색 영역을 

생성
3 검색 버튼 생성된 검색영역으로 과학자료를 공간검색
4 검색결과창 검색된 과학자료를 목록형태로 표출
5 지도창 검색된 과학자료를 지도창에 표출

표 3.73. 과학자료 통합 DB 시스템 지점검색(좌표입력)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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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포터블 통합 DB의 반경검색(좌표 및 반경 입력) 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좌표 및 반경 
입력

반경검색을 위한 중심좌표와 반경을 직접 
수치로 입력

2 영역생성 입력된 좌표 및 반경을 가지고 지도상에 
검색 영역을 생성

3 검색 생성된 검색영역으로 과학자료를 공간검색
4 검색결과창 검색된 과학자료를 목록형태로 표출
5 지도창 검색된 과학자료를 지도창에 표출

표 3.74. 포터블 통합 DB의 반경검색(좌표 및 반경 입력)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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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기능 구현
(1) 가상시나리오

인하대학교에서 개발한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기능을 포터블 시스템에 통합한 
것으로, 인하대에서 설정한 황해, 동중국해, 동해의 시나리오를 지도화면으로 표출하
고 시나리오별 자원분포를 비교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한편, 인하대에서는 평
면좌표계에서 계산한 반면, 본 포터블시스템에서 구면좌표계를 이용하여 분석결과로 
새로 도출하였다. 

그림 3.136. 포터블 통합 DB의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레이어선택
황해/동중국해/동해 시나리오 및 영해기선, 
자원분포 레이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자  
선택하거나 해제하는 기능

2 시나리오분석 레이어선택 창에서 선택한 시나리오들에 대해 
분석하는 기능

3 지도화면 위성영상과 중첩하여 선택된 레이어가 표시

4 분석결과 선택된 시나리오의 분석결과를 알려주는 기능

표 3.75. 포터블 통합 DB의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메인화면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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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시나리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해양경계획선시스템”의 중간선 생성모듈을 포터블 

시스템에 통합한 것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으로 중간선을 생성하는 기능, 생성한 
시나리오간의 비교 분석기능, 중간선 자표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황해, 동중국해, 동해에서 중간선 생성을 위한 기준점을 해안선과 직선 기점 중에
서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을 이용
해 생산한 중간선을 저장하고 다시 호출하는 기능도 구현하였다.

그림 3.137. 포터블 통합 DB의 사용자 시나리오 중간선 그리기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중간선 관리 중간선을 생성/열기/저장/삭제/좌표확인 하는 

기능
2 분석 버튼 생성된 중간선을 분석을 시작하는 기능
3 해역선택 황해/동중국해/동해 중 중간선을 생성할 해역을 

선택 
4 중단점 선택 각 국가의 중단점을 선택 
5 설명입력 중단점의 명칭과 설명을 입력
6 중간점 생성 선택한 중단점으로 삼각망을 그려 중간선을 

생성

표 3.76. 포터블 통합 DB의 사용자 시나리오 중간선 그리기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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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점을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선은 GIS 화면에 표출되며, 중간
선 생산을 위한 사용한 삼각망도 같이 출력된다. 화면에 표출된 중간선의 좌표를 확
인하거나 이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3.138. 포터블 통합 DB의 사용자 시나리오 좌표확인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좌표확인 생성된 중간선의 좌표를 확인

2 중간선 좌표 생성된 중간선의 좌표 목록

3 지도 버튼 해당 중간선의 좌표의 위치를 확인

4 좌표위치 선택한 좌표의 위치를 지도에 표출

표 3.77. 포터블 통합 DB의 사용자 시나리오 좌표확인 기능 설명

또한, 인하대에서 개발한 시나리오 비교분석 모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한 구면좌표계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시나리오간의 비교분석 기능
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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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인하대에서 개발한 경제성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포터블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기능을 개발하였다. 포터블 시스템의 가상시나리오 또는 사용자시나리오를 상호 비
교하여 광물자원 및 어업자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능으로, 인하대에서 구축한 가
격정보를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손익그래프로 표출하는 기능을 개발하였
다. 

우선, 대상 해경을 선택한 후에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 시나리오와 대상 시나리
오로 선택하고 가격정보를 대입할 년도를 선택하도록 기능을 개발하였다. 결과는 기
준 시나리오에 대한 대상시나리오의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숫자와 그래프로 표출하
도록 하였다.

그림 3.139. 포터블 통합 DB의 경제성 분석 화면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시나리오선택 분석할 기준 시나리오와 대상 시나리오를 선택
2 분석조건 선택된 시나리오확인과 가격정보 선택
3 분석 선택한 분석 조건으로 경제성 분석 시작
4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결과가 팝업창으로 표출
5 지도화면 선택한 레이어가 지도화면에 표출

표 3.78. 포터블 통합 DB의 경제성분석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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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가격정보 이외에 새로운 가격정보나 사용자가 임의로 가격
정보를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관리기능도 구현하였다. 

그림 3.140. 포터블 통합 DB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격정보 관리기능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시나리오선택 분석할 기준 시나리오와 대상 시나리오를 선택
2 자원 레이어 지도화면에 표출할 광물자원과 어업자원 

레이어를 선택
3 가격정보 가격정보를 대입할 년도를 선택
4 가격관리 분석에 대입할 가격정보를 관리
5 년도선택 가격정보를 관리할 년도를 선택
6 신규 새로운 년도의 가격정보를 입력
7 수정 기존 년도의 가격정보를 수정
8 삭제 기존 년도의 가격정보를 삭제
9 분석 선택한 시나리오와 가격정보를 기반으로 분석
10 지도화면 선택한 레이어가 지도화면에 표출

표 3.79. 포터블 통합 DB의 경제성분석 위한 가격정보 관리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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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 보안관리
가. 보안구성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은 노트북 분실로 인한 자료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3단계
의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3단계 보안절차로 시스템 로그인을 통과해야만 포터
블 통합 DB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141. 포터블 통합 DB의 보안 구성도

나. 1단계-폴더보안 솔루션
포터블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1단계 보안절차로 모든 데이터는 폴더보안 솔루션

을 통해 허가받은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그림 3.142. 포터블 통합 DB의 폴더보안 솔루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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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폴더숨김 컴퓨터가 구동되면 모든 데이터 및 실행 
파일은 폴더 자체가 보이지 않음

2 잠금암호입력 폴더보안 솔루션에서 잠금 암호를 입력

3 폴더보이기 숨겨졌던 폴더들이 보여짐

표 3.80. 포터블 통합 DB의 폴더보안 솔루션 설명

다. 2단계-USB보안 솔루션
포터블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2단계 보안절차로 특정 암호화된 USB장치가 있어

야 프로그램실행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그림 3.143. 포터블 통합 DB의 USB 보안 솔루션 활용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보안 USB 
없음

특정 암호화된 보안 USB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시 나타나는 경고 
메세지

2 보안 USB
암호입력

보안 USB을 장착하고 USBSAFE 보안 
솔루션에서 보안 암호를 입력

표 3.81. 포터블 통합 DB의 USB 보안 솔루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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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단계-시스템 로그인
포터블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3단계 보안절차로 시스템 실행시 로그인 암호를 

입력해야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그림 3.144.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의 로그인

번호 기능명 기능설명 특이사항

1 로그인창 시스템 로그인 암호를 입력

2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

3단계 보안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이 구동

표 3.82.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의 로그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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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스템 운영방안

해양영토관리 통합 DB 체계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다수의 사업에서 생산되는 
과학조사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1단계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위한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시스템을 운영할 기관에 따른 장단점 분석
에서부터 초기 자료수집 방법, 수집 자료의 처리 및 관리방법,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
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1. 통합 DB 시스템 운영기관
국내에는 해양과학조사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 IODE 체계에서의 한

국해양자료센터, 그리고 기관별 해양자료관리조직 등 다수의 자료관리조직이 있으나, 
각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역할 분담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통합 DB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
집, 관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특징을 고려한 정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 DB의 물리적인 시스템 개발은 전문 정보통신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기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운영기관 장단점
방안 1 국가기관 ∙ 안정적 운영

∙ 전문인력 부족

방안 2 연구기관 ∙ 전문인력 보유
∙ 장기적 예산확보의 어려움

방안 3 국가기관+연구기관 ∙ 기관간 역할분담 필요
∙ 협조체계 유지의 어려움

표 3.83. 통합 DB 운영기관에 따른 장단점 비교

그 동안 국내에서 구축을 추진한 통합 시스템들은 (방안 1)과 (방안 2)를 적용하
였으나, 운영 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한 통합 
DB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을 정확히 
규정한 상황에서 (방안 3)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역
할 분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95－

역할구분 담당조직 역할분담

주관 국가기관
(중앙부처, 소속기관)

∙ 시스템 총괄
∙ 장기적 운영정책 수립
∙ 국가예산 확보

운영 연구기관
(출연연, 대학연구소)

∙ 자료관리 세부정책 수립
∙ 표준화, 질검증 기술개발 
∙ 자료수집, 관리

개발 전문정보업체 ∙ 컴퓨터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표 3.84. 통합 DB 운영 (방안 3) 에 따른 기관별 역할

2. 통합자료관리절차와 자료수집 방안
국제적인 해양자료관리에서는 해양자료를 Metadata와 관측자료로 분리하여 순차적

인 자료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Metadata는 자료에 대한 정보로 관측일시, 관측시
간, 관측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적인 자료관리절차는 사업시작 시점에 해양관측계획, 현장관측 후에 해양관측
실적(Metadata), 사업종료시점에 생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에는 연구사업 수행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 실제 연구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
움이 있다. 

그림 3.145. 이상적인 해양자료 관리절차 

해양영토 통합 DB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에서 연구사업을 분산 수행하고 있으며, 
관측자료의 특성상 자료수집후에 자료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사업종료시에 Metadata를 제출하고 사용종료 3개월 후에 관측자료를 제출하는 
자료관리절차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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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영토관리 통합 DB체계의 자료관리절차 

4년간의 사업수행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자료관
리절차를 적용하였으며, 사업종료시점에 각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일부 자료를 자료관리절차에 맞춰 받을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자료는 원래 절차에 
비해 자료수집이 지연되었다. 또한, 대상 연구사업이 비공개자료를 다루는 만큼 각 
연구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 입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각 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자료가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운 상황이다.

통합 DB를 위해 설정한 자료관리절차를 사업에 적용한 결과 계획대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자료관리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
으며, 이 절차의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관리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이다. 해양조사실적(Metadata)과 해양조사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연구관리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통합 DB 사업책임자가 각 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입수하
여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해양영토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의 연구사업에서 수집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생산자료 유통을 위한 통일된 포맷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Metadata 표준과 데이터 파일 표준을 정하여 한다.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산하의 국제 해양자료교환프로그램 (IOD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와 국제 
공동프로그램에서 나름의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컴퓨터 성능이 제한되었던 과거에
는 일정한 문서양식에 맞추어 Metadata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식보다는 
Metadata 및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준 준
수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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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집자료 처리 및 관리 방안
영토관리 통합 DB를 위한 자료포맷이 수치, 이미지, SEG-Y, DXF로 다양하므로, 

각 자료별 특성에 따라 자료처리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4년간의 사업수행에서의 
자료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수집 후 Archive DB에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까지의 
자료처리 단계를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집자료의 포맷확인, 자료검증, 폴더별 파
일 정리, Metadata 추출, DB테이블에 따른 자료정리, DB 입력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수집자료의 검증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자료별 전문처리 
프로그램, 가시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림 3.147. 수집자료 처리,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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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과학조사자료의 검색 및 자료표출을 위해 GIS를 도입하였으며, 수집한 모
든 과학데이터로부터 공간정보를 추출하여 GIS 데이터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GIS 
DB 설계에 맞춰 모든 공간데이터를 Shape 파일로 변환하고 ArcSDE를 활용하여 
Oracle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GIS DB 구축과정에서는 자료확인, 포맷변환, 내삽, 레이어 추출, 오류 수정 등을 
통해 공간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련 속성정보를 추출하여 DB 입력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림 3.148. 수집자료 GIS DB 구축 절차

수집한 자료를 DB에 입력하는 방법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방법과 수집자
료를 일정 형태의 파일로 정리하여 일괄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영토관리 통합 DB는 
자료의 입력이 자주 발생하는 DB가 아니므로 일괄입력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수집자료를 DB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DB 테이블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Primary Key, 
Foreign Key를 부여하고, DB 테이블별로 자료파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Metadata 와 과학조사자료를 Excel 파일이나 ASCII 파일로 정리하
고, DB 입력 시에는 SQL Loader 기능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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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와 3차년도 사업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후에 DB 전문소프트웨어인 
SQLGate를 통해 일괄 자료입력을 수행하였으나, 4차년도 사업에서 자료입력 GUI를 
개발하였다. 향후 영토DB를 운용함에 있어 자료입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49. DB 테이블별 자료 정리
 

그림 3.150. Oracle DB 업로드 

그림 3.151. 통합DB 자료관리 GUI 화면 

DB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대상 자료의 단계별 백업을 수행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백업자료는 별도
의 저장장치나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 백업작업 수행기록을 관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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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업방법 백업 시기 비고
수집자료 수집파일 복사 자료수집 직후

중간정리자료 파일 복사 Oracle DB 입력 전
GIS 파일 DB 파일 복사 Oracle DB 입력 전

Archive DB DB Export 주기적(1주일) 자동작업 
GIS DB (ArcSDE) DB Export 주기적(1주일) 자동작업 

표 3.85. 영토관리 통합 DB 백업 방법

과학조사자료를 관리하는 DB 시스템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수
집된 자료의 질을 검증하여, 자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각 자료별 특성에 
따른 질검증 프로세스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완벽한 질검증 수행
이 어려우며,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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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 시스템(HW/SW) 운영 방안
영토관리 통합 DB 구축을 위하여 다수의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동원되었으

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기므로, 
철저한 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서버용 컴퓨터시스템의 관리를 위해서는 서버
장비 리스트를 만들고 서버사양, 구입시기, 유지보수 기간, 향후 교체시기 등을 명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통합 DB 구축과정에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서버 리스트
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서버사양 용도 구입
시기

유지보수 
기간

향후 
교체
시기

DB
서버

Ÿ O/S: Unix(HP-UX 11i) 
Ÿ CPU: 1.66GHz/18MB 9140M × 2 
Ÿ 메모리: 4GB(2×2GB) PC2-4200  

        × 3
Ÿ 디스크: 146GB SAS x 2,          

1TB SATA × 6

DB
서버 2011.02 3년 2016.02

APP
서버

Ÿ O/S: WinSvrEnt 2008R2 
Ÿ CPU: Intel X5650 2.66Hz × 2
Ÿ 메모리: PC2-5300 ECC 2G × 6
Ÿ 디스크: 146GB SAS HDD x 2,

        1TB SATA II x 6 
Ÿ 스토리지 : HP StorageWorks      

           MSA60 Array

APP
서버 2010.01 3년 2015.01

백업
서버

Ÿ O/S: WinSvrEnt 2008R2 
Ÿ CPU: Intel X5650 2.66Hz × 2
Ÿ 메모리: 1333MHz 듀얼링크 4G × 4
Ÿ 디스크: 300GB SAS HDD x 2,

        1TB SATA II x 10

백업
서버 2011.12 3년 2016.12

표 3.86. 영토관리 통합 DB용 서버장비 목록

각 서버의 일상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에 의한 시스템 운영중단을 방지 
위해서는 주기적인 서버 교체작업이 필요하며,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의 시스템 교
체가 필요하다.

통합 DB 구축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각 소프트웨어별 
버전, 수량, 용도, 구입시기 등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시스템 중단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통합 DB 구축과정에 도입,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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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버전 수량 용도 구입시기 License 
기간

K-Sign SecureDB unix 1 해양영토 DB의 DB 
보안 관리용 2011.02 -

Oracle DBMS 11g 1 통합 DB 구축을 위한 
DB 소프트웨어 2010.01 -

ChartFX 7 2
해양영토 DB와 
포터블 시스템의 
통계그래프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2012.04 -

폴더세이프 64bit 3
포터블 시스템의 
자료를 보안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2012.01 5년

ArcGIS Server
Basic 10.0 1

ArcGIS와 Oracle DB 
연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2011 -

ArcGIS Desktop 10.0 1 GIS 자료의 가공 및 
처리 2011 -

표 3.87. 영토관리 통합 DB용 소프트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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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관할해역 관리정책 수립

1.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획정 동향
가.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접근과 경계획정 현황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으로 대표되는 현대 국제해양법제도의 발효는 해양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200해리 배타적경
제수역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 이
후, 한중일 삼국은 국내입법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주변국의 해양정책
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와 해양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중일 
삼국의 해양 정책변화와 해양이 갖는 국가 전략적 위치는 많은 부분 삼국의 공통적 
한계인 자원과 에너지 수급 현실,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절실함 안정성 확보
라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처음〈미군정법령 제189호(Function of Korean 
Coast Guard)〉를 통해 3해리의 영해를 선포하였고, 1952년〈인접해양의 주권에 대
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여 이른바 ‘평화선’을 설정함으로써 인접 수역에 대한 해양
자원 보전 의지를 천명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1973년부
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고, 이는 원양어
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필요성 때문이었으나,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함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 
선포된 〈배타적경제수역법〉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
리행사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
를 규정하고, 주변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 외측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는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문제에 있어서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까
지 이르는 수역중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며”, “대한민국과 대향향하거
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와의 배타적경제수역은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법만을 제정하였고, 1996년 배타적경제
수역법 제정 당시 1970년의 해저광물자원법에 의거한 7개의 광구 설치와 이에 따른 
일본과의 2개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명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
문이다.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법〉은 1969년 UN 극동경제위원회(ECAFE) 
후원으로 작성된 동아시아 지역 지질탐사 보고서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을 통해 설정된 7개의 광구 해역은 약 29만㎢에 달하며, 광구설정은 남해
에서는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이 확립한 자연적 연장원칙을 적용하였으며, 황해에서
는 중간선 원칙에 따라 외측한계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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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7개의 광구 설정은 이후 일본과의 대륙붕경계협상 및 대륙붕 공동개발수역 설
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광물자원에 한정하
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대륙붕에 관한 완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국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발효 및 1996년의 국내 비준을 통해 일련의 해
양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 및 수정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중국의 해양에 관한 법
률체계는 기본 구조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1992년의〈영해와접속수역법〉은 모두 
17개조에 31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 목적을 규정한 제1조와 잡항에 해당되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양법 협약의 규정과 유사하며, 일부 조항
은 해양법 협약 관련 조항을 그대로 재규정하였다. 중국은 1996년 5월 15일 해양법 
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중국영해기선에관한성명〉을 공포하고, 영해의 부분 기점
을 공표하였다. 1992년 영해및접속수역법은 12해리 영해와 12해리 접속수역, 발해
만의 역사적 만 규정 및 연안 전체에 대한 직선기선 채택을 골자로 하였다.

1996년 일본과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을 선포한 이후, 중국은 연해 
주변국가와의 해역경계 획정 문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장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
고, 1998년 6월 26일〈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법(專屬經濟區和大陸架法)〉을 정식 
공포하였다. 이 외에, 1996년 비준한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조치로서 중국은 
1999년과 2000년 해양환경보호법과 어업법을 수정하였고, 2001년에는 내수와 영해
의 사용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개발과 지속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해역사용관리
법〉을 제정하였다.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중국은 형평한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표명된 입장을 정리하면, 첫째, 쌍방간 형평한 원
칙에 근거하여 합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둘째, 해양경계획정은 모든 
관련 요소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중간선 혹은 등거리선이 중
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형평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넷째, 형평원칙은 국제적으로 일련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중요 판례에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유엔헌장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
국의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접근 방법은 직선기선 기점 선정문제와 함께 내용의 모호성
으로 인해 주변국들과 경계획정에서 중요한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77년 전문 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영해법〉을 제정하고, 과거 3해리 
영해를 12해리 영해로 전환하였다. 1996년 기존의 영해법을〈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
법률〉로 개정(1997년 시행)하면서, 총 165개의 기선을 활용하여 전체 해안에 직선
기선을 선포하였다. 단 1977년 영해법과 마찬가지로 5개의 해협에 대하여는 영해의 
폭을 3해리로 잠정 규정하는 것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선포한 직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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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여개의 기선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강력한 이
의를 제기하였다. 일본은 1996년 6월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법〉을 선포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선포하였으며, 1996년 7월 20일부터 발효된 동
법은 인근국가와의 해양경계획정은 기본적으로 중간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일본
의 해양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2007년 제정된 〈해양기본
법〉과 해양정책 추진 기관으로서의 종합해양정책본부, 2008년의 해양기본계획과 
2013년 5월 확정된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다.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은 향후 일본
의 해양정책이 “바다를 통해 수호된 일본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본(海に守られた日本
から海を守る日本へ)”이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정책으로 전환되어 추진될 것
임을 의미한다. 

해양기본법은 “EEZ와 대륙붕의 개발,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대책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역의 특성에 맞는 EEZ와 대륙붕 개발추진, EEZ와 대륙붕에서 일본의 주
권적 권리 침해 행위의 방지, 기타 해당 해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해양정책이 상당한 자유재량적 해석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 이용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의 독
도 주변 EEZ 개발･관리에 대한 보다 강한 일본의 대응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나.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경계획정과 이해관계
(1) 동북아 국가의 관할권 선포와 경계획정 현황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동북아 각국은 200해리까지 해양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
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한중일 삼국을 위시한 주변국이 관할권 선포와 분쟁요소 역
시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다. 동북아 국가중에 해양경계를 획정지은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일하며, 한중일 삼국간에는 한일간 동해 남부의 대륙붕경계 만이 획정된 
상태이다. 해양경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특정 요소(예를 들어, 자원)를 둘러싼 
협력의 움직임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1974년 한일간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좋은 예이며, 2008년 중일간 동중국해 일부수역의 공동개발합의 역시 유사 예에 속
한다(단 중일 합의는 협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0년에는 중국이 베트남과 통킹만
에서 영해와 EEZ 및 대륙붕 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향후 한중일 삼국간 해양경계획
정 접근 방법에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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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영해 EEZ 대륙붕 기타

한국:중국 불요 미획정 미획정

북한:중국 미획정 미획정 미획정

중국:일본 불요 미획정 미획정 영유권

한국:일본 불요 미획정 부분획정 영유권

한국:북한 NLL + 어업한계선

북한:일본 불요 미획정 미획정

북한:러시아 획정(1985) 획정(1986) 획정(1986)

러시아:일본 필요 미획정 미획정 영유권

대만:일본 불요 미획정 미획정 영유권

표 3.88. 한반도 주변국 해양경계획정 현황

(2) 해양관할권 분쟁요인
한중일 삼국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은 유엔해양법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에서 

야기된 근원적 이유가 있으나, 그 구체적 절차와 과정에서 보면 삼국의 해양경계획
정에 대한 접근 방법 혹은 원칙의 차이와 관련된다. 1970년대 동북아 각국은 대륙붕
에서의 자원개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황해와 동중국해 해역에 모두 17개의 광구를 각
각 설정한 바 있는데, 이중 4개를 제외하고 모두 인근국가의 광구와 중복되는 현상
을 초래하였다. 한중일 삼국간 해양경계획정에서는 각국의 해양정책 관련 부분과 경
계획정 방법론에서 중요한 이견이 있다. 특히, 각국이 국내 입법으로 선포한 영해기
점 및 특정 해역에 대한 과도한 선포, 해역별 경계획정 원칙 혹은 방법 차이는 경계
획정 협상의 어려움과 함께, 해역별 가치에 따른 접근을 중심으로 각국의 갈등 첨예
화가 예상된다. 한중일 삼국간 경계획정 원칙 관련 이견은 대륙붕 경계문제와 관련
된 것인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오끼나와 해구의 존재 주장하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자연연장이론에 따른 경계획정을 견지하고,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일
본 입장은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실상 마리아나 해구가 대륙붕 단절이며, 오끼나와 
해구는 단순한 함몰에 불과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한중일 삼국간 경계획정에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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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또 다른 출발은 각국이 선포한 영해기점의 적절성 문제이다. 영해기점은 
해양경계획정시 특정 요소의 고려로 좌우될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수역
에서는 일정 관할해역을 국내법에 의해 수용한 상태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
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수한 관계로는 남북한간 동해와 황해에서 해
상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제3국에 대한 공동의 협조체제가 동시에 제기
될 필요가 있다

주장당사국
대상국(경계획정 원칙)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동해 - - 독도/오끼 중간선

육상의 
군사분계선 

끝점의 
정동획정선
※ 논쟁有

황해 - 중간선 - NLL=해상경계

중국
황해 자연연장 - - 중간선

동중국해 자연연장 - 자연연장 -

일본
동해 울릉도/독도중

간선 - - 중간선

동중국해 중간선 중간선 - -

북한
동해 중간선 - 중간선 -

황해 NLL부인+중
간선

중간선
※ 위도선 - -

표 3.89. 해역별 각국과의 경계획정 접근 

다.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해결시 고려사항
(1)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논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가
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경제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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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경계획정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EEZ제도의 형성으로 경계획정 문제는 보다 복잡
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3차 해양법회의 기간 동안 각국의 대륙붕과 EEZ 획정 문제에 대한 대립은 시종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1982년협약’ 혹은 
UNCLOS) 제74조와 제83조라는 절충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단, UNCLOS의 해양경
계획정에 관한 규정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였고, 이는 1982년
협약 체제하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단일의 원칙과 의무적인 적용규칙은 없으며, 
여전히 국가 간 협정 혹은 국제재판소의 해석과 관행 누적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연안국은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법과 고려
요인도 주장가능하며, 이것이 최대･최적의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사회과학적, 자연
과학적 기초자료 축적과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해양 지질 및 지형조사는 
그 기초자료의 과학적 활용을 논외로 하고라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양경계획정이라 함은 다른 국가와 법적 권원(legal title)이 중첩되는 해역에 대
한 연안국 관할권의 공간적 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계획정은 일방적 행위가 아닌 복수의 국가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국제적 특성을 
가진다. 해양경계획정 대상에 대하여는 1958년 제네바협약이 영해 경계획정, 접속수
역 경계획정, 대륙붕 경계획정 등의 세 가지로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해와 대륙
붕에 대하여는 “합의 - 등거리선 - 특별한 사정)”이라는 경계획정 원칙, 그리고 접
속수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 - 등거리선” 원칙에 의한 
경계획정을 언급하고 있다. 즉, 1958년 영해협약과 대륙붕협약은 경계획정의 실질 
규칙 측면에서 “등거리 원칙”을 채택하였다. 1958년의 영해와 접속수역 협약 및 대
륙붕 협약은 가입 및 비준 국가수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등거리 원칙”이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1969년 
ICJ가 판결한〈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는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둘러싼 
전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본 사례에서 서독은 대륙붕협약의 당사국
이 아님을 이유로 대륙붕협약 제6조가 규정하는 “등거리원칙(the principle of 
equidistance)”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 원칙이 아직 관습 국제법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구나 서독의 해안은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어 등거리 원칙을 채
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제6조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규칙일 뿐 아니라, 서독의 오목한 해안이 특별한 사정
을 구성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ICJ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였다. 첫째, ICJ는 등거리는 당사국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편리한 경계획정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이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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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관습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명령식의 규칙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륙붕협약 제12
조는 “각국은 제6조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건대, 
만일 제6조가 규정하는 등거리원칙이 관습국제법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도록 용납하진 않을 것이란 점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즉, ICJ는 “등거리원
칙”은 “법 창설적”인 것이 아니며, 관습규칙으로 발전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둘째,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은 당사국이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는 경계획정 준
칙이라고 판결하였다는 점이다. ICJ는 당사국은 “형평의 원칙”과 당사국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원칙(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of the land under the sea)에 
의거하고, 또한 일체의 관련상황(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경계획정 협정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ICJ는 일체의 상황을 만족시
킬 수 있는 경계획정 방법은 없으며, 형평한 경계획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거
리 원칙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기타의 경계획정 방법의 존재 역시 대상 해역의 모
든 상황에 따라 단독 혹은 혼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ICJ는 경계획정 협상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당사국 해안의 일반 구조
(general configuration of the coasts), 특수한 혹은 異常 특징(special or unusual 
features)의 존재,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쉽게 증명이 가능한 관련 대륙붕의 물리적 및 
지질구조(physical and geological structure) 및 그 천연자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1982년협약은 영해 경계획정, EEZ 경계획정, 대륙붕 경계획정이라는 세 유형을 
규정하고, 동시에 EEZ와 대륙붕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계획정 규칙을 규정하였다. 따
라서 현행 1982년협약이 규정하는 EEZ와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
달하기 위하여,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라는 동일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를 통해 전개되었던 “등거리
(equidistance)” 지지국가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지지국가 간의 절충
에 의한 결과, 즉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원칙”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방식이다.

(2)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국제판례 추세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해양경계획정 문제 해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일반적 추세는 형성되었다.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국가간 협정과 국제
판례에서의 논리 전개과정과 1982년협약으로 보건대, 해양경계획정 법제의 실질적 
내용은 협상을 통한 합의 달성, 중간선 방법의 적용, 형평의 원칙 채택, 경계획정 대
상해역의 모든 관련 상황(특별한 상황) 고려, 자연연장 원칙이라는 다섯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EEZ와 대륙
붕의 경계선을 단일화하여 획정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단, 단일선
의 경계획정이 일반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추세일 뿐 법적 
의무로 강요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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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영국과 네덜란드간 경계선에 걸쳐 부존하는 단일지질구조개
발에 관한 협정 제1조 ; 1966년 영국과 덴마크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 1968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 1968년 이태리․
유고슬라비아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 1969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
아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 1971년 튀니지와 이탈리아 대륙붕 경계협
정 제4조 ; 1971년　이탈리아와 튜니지아 대륙붕경계협정　제４조 ; 1971
년 호주와 인도네시아간 특정해저경계협정 제7조 ; 1971년 호주와 인도
네시아간 티모르 및 아라푸라해 특정해저경계협정 제7조 ; 1971년 태국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일반적 흐름 혹은 질서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
고 있다. 첫째, 모든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은 없다. 둘째,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 해역의 중간선을 긋고, 해역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시중간선을 조정, 최종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형성되고 
있다. 셋째,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되는 소위 ‘특별한 사정’에는 자국에 유리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은 없다. 넷째, 단일선을 통해 
EEZ와 대륙붕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관리적 측면에서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다
섯째,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을 통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특정한 흐름 혹은 절차
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세일 뿐, 당사국에 적용을 강제하지 못한다.

 해양경계획정시 고려 요소와 자원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견해를 
분석하건대,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혹은 관련 사정은 크게 
지리적 요인과 비지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 가능하다. 지리적 요인에는 해안선
의 구조, 해안선 길이에 따른 해역 비율 검증이라는 비례성, 섬의 존재, 기선, 지형 
및 지질, 제3국의 존재, 육지경계 형태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지리적 요인으로는 당
사국의 행위(자원개발 특허권 부여 등), 역사적 권리, 안보요인, 항행, 환경,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사례
는 자원분포 혹은 지질적 단일 구조에 의한 공동개발 획정 사례이다. 국제사법재판
소 역시 1969년 북해대륙붕사례를 통해 광상의 단일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
을 때, 공동개발을 통한 해결이 특히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1980년 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의 Jan Mayen 대륙붕 사례에서, 조정위원회는 아이슬랜드가 석유수입국이
라는 점과 아이슬랜드 대륙붕의 석유부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분쟁지역의 해
저능선 지역이 석유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석유 생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한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질의 단일구조에 대한 자원 공동개발 규정을 두
고 있는 다수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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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도네시아간 말라카해협 북부 및 안다만해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 
1971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간 말라카해협 북부 대륙붕경계협
정 제3조 ; 1971년 영국과 덴마크간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 1971년 영
국과 독일간 북해대륙붕 경계협정 제3조 ; 1972년 스웨덴과 핀란드간 
대륙붕경계협정 의정서 ; 1973년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간 특정경
계협정 제6조 ; 1973년 덴마크와 캐나다간 대륙붕경계협정 제5조 ; 
1974년 인도와 스리랑카간 역사적 수역 경계협정 제7조 ; 1976년 인도
와 스리랑카간 Mannar만과 벵갈만 해양경계협정 제6조 ; 1976년 인도
와 몰디브간 아라비아해 해양경계협정 제5조 ; 1978년 호주와 파푸아뉴
기니아간 토레스해협 포함 지역의 주권 및 해양경계조약 제6조 ; 1978
년 네덜란드와 베네주엘라간 경계획정조약 제6조 ; 1980년 인도네시아
와 파푸아뉴기니간 해양경계협정 제3조 ; 1984년 스웨덴과 덴마크간 대
륙붕 및 어업수역 경계협정 제6조 ; 1986년 리비아와 몰타간 특별협정 
제3조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행협정 제3조 ; 1988년 호주와 솔로몬
간 특정해양 및 해저경계협정 제2조 ; 1988년 영국과 아일랜드간 대륙
붕 경계협정 제3조 ; 1990년 트리니다드앤토바고와 베네주엘라간 해양 
및 해저경계조약 제7조 ; 1991년 영국과 벨기에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
조 ; 1992년 이탈리아와 알바니아간 대륙붕경계협정 제2조 ; 1997년 호
주와 인도네시아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및 특정해저경계협정 제9조 ; 
1997년 태국과 베트남간 태국만 해양경계획정협정 제4조 ; 1997년 러
시아와 리투아니아간 발틱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조약 제3
조 ; 2002년 튀니지와 알제리간 해양경계획정 잠정약정 제5조 ; 2004년 
호주와 뉴질랜드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경계협정 제4조

한중일 삼국의 경험으로 보건대, 한일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 제2조, 중국과 베
트남이 2000년 체결(2004년 6월 발효)한 통킹만 경계획정협정 제7조가 단일한 지
질구조에 의한 천연가스는 합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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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해역 정책정보 생산 방향 제시
가.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자료 DB구축 대상 해역(EEZ) 도출

주변해역은 영토와 같은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주권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EEZ와 
대륙붕 등으로 구별되며, 한반도 주변수역은 특히 주변국과 400해리 미만인 해역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할권 주장 중첩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해에서는 한일 
간, 남해(동중국해)에서는 한중/한일/중일 간, 황해에서는 한중 간 해양관할권 주장
이 중첩되고 있다. 각국은 제한된 해양공간에서 최대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해
양과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극적으로는 최대관할권 및 (경
제적)최적관할권을 확보하는데 조력할 것이며, 수동적으로는 자원분포에 따른 경제
적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주변해역에서 일반적 해양과학조사 외에 다양한 목적의 연구를 추
진하고 있는 바, 각 목적에 따라서는 해양관할권 확보와 직간접적 연계를 가지고 있
다. 단, 일부 사업은 해양관할권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해역이용 및 관리에 
관한 부처별 관할사항이 다르다는 점에서 효과적 통합 DB 구축과 종합적 (해양경계
획정)국가전략 수립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부 법은 내용상의 중복
이 있다고 판단되면서도, 적용 범위에서는 오히려 특별법에 의해 통합적 정책 시행
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부처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예컨대, 독도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독도의 지속가능한 이
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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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기본법 성격 해역이용 관련법 자원개발 관련법 환경 및 보호 

관련법

국토
해양부

ㆍ해양수산발전기
본법

ㆍ연안관리법
ㆍ국토기본법

ㆍ공유수면관리법
ㆍ공유수면매립법
ㆍ항만법
ㆍ신항만건설촉진법
ㆍ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ㆍ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ㆍ도로법
ㆍ도시개발법

ㆍ골재채취법
ㆍ해양환경관리법
ㆍ독도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
ㆍ해양생태계의보전

및관리에관한법률
ㆍ습지보전법(공동)

환경부

ㆍ환경정책기본법 ㆍ자연환경보전법
ㆍ자연공원법
ㆍ독도등도서지역생

태계보전에관한특
별법

ㆍ습지보전법(공동)
ㆍ폐기물관리법
ㆍ야생동․식물보호법

농림수산
식품부

ㆍ농어촌정비법
ㆍ산지관리법
ㆍ어장관리법
ㆍ어촌․어항법

ㆍ수산업법
ㆍ내수면어업법
ㆍ어업자원보호법
ㆍ기르는어업육성법

ㆍ사방사업법
ㆍ방조제관리법

지식
경제부

ㆍ염관리법
ㆍ광업법
ㆍ해저광물자원개

발법
문화

관광부 ㆍ관광진흥법 ㆍ문화재보호법
행정

안전부 ㆍ도서개발촉진법
국방부 ㆍ방어해면법
재정

기획부
ㆍ경제자유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제주도 ㆍ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표 3.90. 해양영토 관련 법규 현황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할권은 중간선 외측 수역에서 행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의적으로 아국 관
할권역 내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 범위는 중간선까지이나, 이는 우리가 주장하
는 범위의 중간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해역에서는 타국과의 관할권 주장 중첩
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변해역에서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가 중간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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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을 공간적 범위로 할 때 직접적인 해양경계획정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유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수역에 대한 지질/지형/
자원(광물 및 어족) 등에 대한 교차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개념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
되는 내수 외측의 해역

연안국의 행정규
제가 인정되는 영
해에 접하는 해역

자원탐사,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

해안에 접하여 수
심 200m이내 지
역 또한 대륙사
면, 대륙대를 포
함한 대륙변계의 
외측까지

범위 12해리이내 24해리이내 200해리이내
350해리 또는 수
심 2500m+100
해리 이내

UN해양
법관련
조항

제2조, 제4조, 제15조 제33조 제56조, 제58조 제76조, 제78조

연안국의 
권리

영토와 마찬가지로 모
든 권리가 인정

관세, 재정, 출입
국 관리 및 위생
관련 법령시행

탐사, 조사 및 자
원개발권과 구조
물 설치, 사용 및 
해양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권리 

탐사 및 천연자원
에 대한 개발권

관련 
국내법령

ㆍ연안관리법, 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ㆍ도로법, ㆍ도시개발법, ㆍ산지관리법, ․내수면
어업법, ㆍ염관리법, ㆍ자연공원법
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법, ㆍ항만법, ㆍ신항만
건설촉진법, ㆍ농어촌정비법,ㆍ경제자유구역지
정및운영에관한법률, ㆍ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법,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ㆍ습지
보전법, ㆍ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
법, ㆍ방조제관리법,ㆍ어촌․어항법, ․기르는어업
육성법, ㆍ사방사업법, ㆍ문화재보호법, ㆍ방어
해면법 ㆍ도서개발촉진법, ㆍ관광진흥법, 

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ㆍ해양수산발전기
본법, ㆍ국토기본법, ㆍ어장관리법, ㆍ광
업법, ㆍ해양환경관리법, ㆍ폐기물관리법, 
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 ㆍ환경정책기본법, 
ㆍ골재채취법, 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법,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자
연환경보전법,  ㆍ배타적경제수역법, ㆍ배
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
주권적권리의행상에관한법률, ㆍ해양과학
조사법, ㆍ해양오염방지법, ․수산업법, ․어
업자원보호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 ㆍ야생동․식물보호법

표 3.91. UNCLOS 공간적 범위에 따른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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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해역 해양과학조사는 그 영역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단, 
본 과제에서 요구하는 목적의 데이터 및 주변해역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통합 DB 구
축은 ‘해양경계획정’ 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과 ‘해양경계획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데이터 결과를 ‘경계획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내용

해양경계획정 목적사업 ㆁ EEZ 광물자원조사, 동북아퇴적물기원연구및모니터링, 동
중국해북부분지지질구조연구, 대륙붕한계조사연구

非해양경계획정 목적사업 ㆁ 국가해양기본도작성, 해저지질도 작성, EEZ 어업자원통계 

향후 추진 요구사업
ㆁ 환경 및 생태계(생물자원도), 한반도 전역 중첩지역 지질

구조연구, 해양경계획정시 고려되는 요소별 분석(자연과
학적 및 인문사회/법적) 및 평가사업

표 3.92. 경계획정 관련 연구사업 구분

   
해양경계획정 목적사업과 직접 해양경계획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경계획정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非해양경계획정 목적사업)은 현재의 DB 구축작업에 참여 가능
한 사업이며, 자료 제출을 통한 DB 구축으로 정보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향후 본 과제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해양경계획정과 관할해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의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본 사업의 효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非해양경계획정 목적사업과 
함께 현재까지 추진이 부족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해양경계획정 사업이나 현
재는 본 과제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을 포괄하는 거시적 방향으로 사업을 
도출하고, 단계별로 본 과제 DB 구축으로의 통합을 꾀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추
진 방향에서도 해양경계획정과 관할권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 단계의 사
업 뿐 만이 아니라, 연구결과 및 수행이 부족한 사업 도출과 시행 제언, 관련 해양경
계획정 DB 작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해양경계획정 목적의 수행과제이면서 현 단계에서의 통합이 오히려 부적절한 사업
으로는 해양수산부 R＆D 사업인 해양경계획선 시스템(2012년 사업 완료)이 있다. 
다만, 해양경계획선 시스템의 결과는 해양영토 관련 사업(정책 영역)에서 지속적 관
리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변해역 해안선 정보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다음 단계에서 주변수역의 해양영토 통합 DB를 근거로 한 과
학적 해양경계획선 도출에 활용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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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토 확보를 위한 자료 DB는 현 단계에서는 해양경계획정시 요구되는 구체적 요
소별 사업, 해양과학조사 수행 공간이 해양영토 확보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정책적 연구 수행을 통해 통합 DB에서 요구되는 사
업군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목표 지향적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과제의 범주에 포함될 
지역적 범위, 연구항목의 범위 등을 사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주변국과의 해
양경계획정 관련 외교협상의 우선 순위, 시간적 제한성, 예산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연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고려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
해 먼저,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을 도출하였는 바, 구체적으로
는 황해, 남해(동중국해)가 해양경계획정에서의 우선적 범위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해양조사를 통해 전략적 접근이 긴요하게 도출되어야 하는 해역이기도 하다. 동해의 
경우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장기화 될 것, 이는 결국 해
양조사를 통한 협상 전략 보다는 기타의 정치적 결정 요소가 긴요하게 작용할 것이
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해 역시 독도의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법적 지
위에 따라서 관할권 주장 중첩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하여야 한다. 

해역 해역별 관할권 중첩 발생원인 위치
구분

동해 독도/오끼섬의 중간선 및 독도의 법적 효과에 따른 내부수역

황해 중국의 영해기점 인정여부에 따른 미획정 수역

중국의 12번 영해기점 인정여부에 따른 미획정 수역

남해
남녀군도/조도의 효과 부여에 따른 미획정 수역

표 3.93. 해역별 관할권 중첩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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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한국, 중국, 일본의 가상중간선 

상기 관할권 주장 중첩수역 도출은 본 사업 수행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
업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 및 결론 도출의 과학화를 고려한다면 중첩주장해역(A)
과 중첩주장 주변해역(B)을 동시에 고려하는 A + B 결과의 DB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미수행된 사업 결과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업 접근 가능성만 확보된다
면 필요한 해역 내외측(관할권 중첩 중간선 내외측)을 포함한 자료의 축적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218－

그림 3.153. 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예시)

 상기 관할권 주장 중첩해역으로 보건대, 해양영토 DB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전
체 수역 가상 중간선 내외측 약 19만㎢에 대한 조사와 자료 축적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면적은 한일간 JDZ 수역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다).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DB 구축사업은 향후 현재 통합 자료 외에 해양경계획정 관련 결과 데이터 
확보, 非해양경계획정 목적사업 중 공간적/데이터 생산이 해양경계획정 갈등 범위의 
특정 요소 해석에 조력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할부처간/연구조직간 
의사소통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합 정보의 전략적 해석을 위해 자연과학
적 사업 및 사회과학(법, 정책)적 사업 영역을 통한 정보의 이론화로 국가전략 수립
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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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적/연구목적에 따른 DB 구축 사업 포함 여부

경계획정목적사업
현행 ㆁ 공간적 범위에 관계없이 DB 사업 포함

향후 ㆁ 영해기점 변경/수정 및 도서(암초) 조사사업, 저조선 관련 
측량 사업

非해양경계획정 
목적사업

원칙 ㆁ 공간적 범위를 고려, DB 사업 정보구축에 포함  

향후
ㆁ 해양경계획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관할 수역 자원량 

평가 및 해저지질도/지형도/기본도/ 작성,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EEZ 어업자원 통계 

DB 구축 및 전략수립을 
위한 사업 도출, 확대 영역

ㆁ 환경 및 생태계(생물자원도), 한반도 전역 중첩지역 지질구
조연구, 해양경계획정시 고려되는 요소별 분석(자연과학적 
및 인문사회/법적) 및 평가사업

표 3.94. 사업목적별 DB구축사업 포함여부

나. 해양영토 DB 구축을 통한 해양영토확대, 해역관리의 단계별 활용
 해양관할권은 해양영토 확장 뿐만 아니라, 확보된 혹은 관할권 논쟁이 있는 대상

에 대한 적극적 관리도 향후 주변국과의 관할권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에 따
라 관리해야 할 해양영토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해양영토의 사회적 역할 및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효율적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전략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국가관
할해역 관리체계의 구축은 ‘최대․최적의 해양영토 확보’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영토 
관리’의 과정으로 구분되며 선행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해양경계획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그림 3.154. 관할해역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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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단계는 그간 해양경계획정을 대비하여 추진해 온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방
향성이 대외협상 기관의 수요에 따라 조정, 보완되어야 할 시기이며, 자료의 통합과 
해석은 해양영토 확보와 함께 관할해역 관리를 위한 효과적 정보로 재 확산될 필요
성이 있다.

그림 3.155.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그림 3.156.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변 해역 관리로 확대

 본 과제 수행 영역별 원시자료와 해석자료는 (1차) 해양경계획정과 (2차) 해역관리 
및 해양과학 이해를 위한 연구확산에 활용되고 있다. 해양영토 확보와 해역관리는 
양자의 목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1차 해양관할권 
확보 목적을 위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해양경계획정 목적 외의 사업은 해역관
리 관련 자료에 대한 성과 확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해양경계획정 사업 역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외에는 대외 연구성과로 이론적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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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중 학술적 결과의 대외적 통일을 요하는 기초 자료 및 사실에 대한 적
극적 공개로 아국의 관할권 행사와 해역관리의 과학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에서 아국의 관할권
도는 학자마다 통일되지 않은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에는 동해
를 일본해로 오기하는 지도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아
국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명 사용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아국의 자료제공 부족으로 일본 출처의 자료가 활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즉, 
통합 DB 구축의 또 다른 과제에는 아국의 입장이 표준화된 자료가 적극적으로 학계
를 포함한 대외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 통합 DB의 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1) 해양과학조사 통합 DB 구축과 해양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해양정보센터(海洋信息中心)는 중국 국가해양국 직속 기
관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해양정보를 총합, 처리, 재해석, 공개 등의 제반 업
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양정보센터는 특히, 해양자료의 수집 → 관리 / 처리 → 
서비스까지를 총합하고, 해양법과 정책, 국가입법 제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 기
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해양정보 DB 구축과 활용에 관한 모델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특히, 해양경계획정에 관하여는 기관별 업무 분장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자연
과학적 자료결과와 정책적 연구를 병행하여, 해양 DB/경계를 총괄하는 기관은 해양
정보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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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관련기관 비고
국가해양국 해양전략문제연구소 법/정책

정책/방향/계획 국가해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법/정책
국가해양국 국제합작사 정책

해역조사
국가해양국 북해분국
국가해양국 동해분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조사 지질조사국 해양지질연구소(석유 및 광산자원)
자원개발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국가해양국 제2해양연구소
국가해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법/정책/자연과학

GIS/Mapping 국가해양국 해양전략문제연구소 법/정책
해군

자연과학 국가해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분석/
이론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정책/법 국가해양국 해양전략문제연구소

국가해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대외협상
외교부 주도
국가해양국(국제합작사) 사안별 참여관련 전문기관(전문가)

표 3.95.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주요 임무 담당 기관

 중국해양정보센터는 기초데이터 축적 - 관리지원 - 정보기술 - 서비스 부분으
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이중 해양경계획정 관련 자료는 [해양정보와 권익부]에
서 담당하고 있다. 해양정보와 권익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의 초기단계에서 완료단계까지를 모두 포괄하여 접근하
고 있다. (1) 국외 해양정치, 군사, 관리정책 및 해약발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분석
하여 중국 해양발전전략과 해양정책 수립에 반영, (2) 해양경계획정이론, 방법,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보 DB 구축, (3) 중국 해양모니터링 센
터를 건립하고 해양법 집행 관련 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DB 구축, (4) 해양법집행 
관련 업무분석과 통계분석보고, 공보, 통신란 발행, (5) 국제해양사무와의 합작, 심
해저 및 공해, 해양과학기술 부분 정보 확보 업무를 하고 있다.

 해양관리업무부에서는 중국 국가관할권 내의 해역사용과 자원, 도서 이용 등을 해
양환경과 연계하여 기획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여기에는 해역자
원평가와 도서(무인도서 포함)의 사용가치, 해역사용권속에 대한 관리, 해역유상사용
제도, 지방정부간 해상경계획정관련 자료 축적 등을 주요 추진 기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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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중국해양정보센터 구성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도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도서 개발과 이용, 도서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해양경계획정 뿐 아니라 해양환경과 안보
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포함하는 자료 축적이 확대되고 있다. 판단컨대, 국가해양정보
센터의 수행 범위는 법적/정책적 이론 분석을 담당하는 해양전략연구소 보다 포괄적
이고 자연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양정보센터의 기
능이 해양관련 자료와 문헌 관리에서 해양정보와 결과의 관리, 국내외 해양정보 연
구, 지방정부간 및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전략과 정책의 수립, 해양법 집행
에 관한 정보체계의 수립 등에 있다는 점은 연구수행이 해양정책과 대외관계에 관한 
전방위적 범위까지를 포괄한다고 해석된다. 특히, 해양정보센터는 국가해양국 직속 
기관으로써 국가해양에 관한 정보자료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양연구 기관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자료가 해양정보센터에 결집되고, 이
를 다시 해석하여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능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Mapping과 GIS 구
축 등의 기능 역시 해양정보센터의 기능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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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해양정보센터의 해양자료처리 과정

중국 해양정보센터의 경계획정 관련 주요 기능은 중첩해역에 대하여는 경계획정 
추진 관련 DB 구축과 정책적 해석, 관할범위에 대하여는 해역관리 차원에서의 접근, 
도서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용과 활용가치 재평가와 접근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주변해역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축적과 해석, 해역별 가치평가를 바탕
으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해역을 소규모로 구체화, 해역별 접
근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보센터의 역량이 구체화된 사례는 중국이 2000년 베트남과 체결한《통킹
만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이다. 본 사례에서는 지리정보에 기반한 해안선 길이, 
어족자원 평가, 광물자원, 지질적 구조, 도서의 기능 등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되는 
많은 요소들이 대두되었고, 경계획정에 활용되었다. 통킹만 경계획정 외에, 중국은 
2009년 5월 11일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을 위한 예비정보를 제출하였는 바, 정책적 
및 향후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종합적 검토 역시 해양정보센터가 중요한 기능을 담
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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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해양경계획정방법연구
 

그림 3.160. 지방정부경계획정관리체계
 

그림 3.161. 통킹만경계획정정책

 

그림 3.162. 해양경계획정 방법 세미나 
 

그림 3.163. 해양경계획정의사결정지원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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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체결된 통킹만 경계획정에서, 양국은 해역에 소형어선 완충지대, 잠정조
치수역, 공동어업수역으로 구역화하여 접근 하였으며, 경계획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별도로 추진하였다.

 

그림 3.164. 통킹만 경계획정선 

 중국정부는 해당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정 체결 몇 년 전부터 주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어업산업 구조 조정을 시행하여, 어선 감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이
는, 경계획정을 하기 전단계의 정부측 정보가 비단 지리적, 자연과학적 요소에 제한
적이지 않고, 해당 지역 산업구조와 어민들에 대한 영향까지를 총괄하여 분석하였음
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에 대하여, 양국은 모두 각자의 대륙붕 상에서 탐사 개발을 통한 석유와 
천연가스 혹은 광산 자원의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단일 지질구조의 석유와 
천연가스 혹은 기타 지하자원이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경계선을 초과하여 있을 경
우, 약 체약국은 우호협상을 통해 해당 구조 혹은 지하 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개발
과 공평한 개발수익의 향유를 위한 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구체
적 시행을 위해,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와 베트남 석유총공사는 2005년 10월 31일 
《통킹만석유/천연가스합작시스템에관한합의》를 체결하였다. 두 회사는 통킹만에서 
석유/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공동 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역은 경계선상에 위치한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이 베트남과 체결한 자원합작 탐사합
의는 2004년 중국과 러시아간 중국 동북부 경계획정 정책과 같이 장기적 경제성장
과 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천 결과로 평가됨과 동시에, 해양경계획정에서 종합적 
경계획획정 관련 정보 DB에 근거한 접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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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중국과 베트남의 경계획정협정의 주요 고려사항

(2) 해양경계획정기술방법에 대한 정책적 연구
중국 해양정보센터의 정보 DB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다. 해당 문제는 축적된 정보의 해석과 활용방법
에 대한 문제이면서, 해역의 가치 평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해양경계획
정을 접근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해양경계획정을 취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서의 문헌연구, 해양환경 평가, 경계선 획선 기술, 경계획정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문헌연구는 국제판례와 법령, Atlas, 경계획정에 관
한 국가간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었던 해양경계획정 고려요소의 법적 분석과 평
가, 중국과 일본의 해양정책 동향과 추진 전략 분석 등을 포함한다. 경계획정 정책결
정을 위한 지원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해양경계획정 고려요소와 주변해역의 특징을 
반영한 요소들의 종합적 평가(지질, 지형, 자원, 환경, 국방 등)를 바탕으로 정치외교
적 판단에 조력할 수 있는 정보 지원 체계를 포함한다. 중국 해양경계획정에서 의사
결정은 정보 DB 구축 →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해석과 재평가 → 국제판례/국가간협정
에서의 활용에 기반한 이론적 타당성 → 경계획선 기술을 통한 면적과 손익분석 작
성 → 해양경계획정 전략 수립의 절차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주요 정보축적의 주요 영역이자 고
려 요소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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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중국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흐름도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시스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의 추진
이 해양경계획선 기술, 기초 정보 축적, 해석에 기반한 경계선 조정평가기준, 평가 
기준 외의 요소(지역지형 등은 안보 및 국방적 요소를 함께 중복 내포함) 등을 포괄
하여 각각, 그리고 의사 총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경계획선기술과 관련하여, 중국은 캐나다의 CARIS Lots 프로그램 외에 자체 개발
한 경계획선 프로그램을 운용중인 바, 이는 주변해역 특성을 반영하여 면적과 지리
적 및 위경도의 손실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그림 3.167. 중국이 개발한 경계획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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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DB 구축은 초기 단계에는 해양경계획정에 목적을 두고 있으

나, 점진하는 해역관리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DB 구축 대상사업이 확대될 필
요가 있다. 더욱이, 경계획정에서 고려되는 특정 요소, 예컨대 지리적 및 비지리적 
요소 등에 대한 종합 DB 구축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68. 지리적요인과 비지리적요인

 
 중국의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보건대, 경계선 조정 평가기준은 향후 우리와의 경계

획정시 주요 갈등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특히 석유가스자원 및 어업자
원, 정치지리적 요소 등에 대하여 다양한 DB 축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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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DB 기반 경계획정 대상수역 평가
가. 통합 DB 구축에 근거한 해역별 평가와 정책수요 

 통합 DB 사업은 해양경계획정이라는 목적형 사업으로 크게 해양 기초자료, 해양
경계획선기술(시스템), 법적 및 이론적 해석과 대응, 해양경계획정 가상중간선 조정
요소(관련상황 및 특별한 사정)로 구별되어 접근된다. 영토 통합 DB는 상기 해양경
계획정 가상중간선 조정요소의 관련 상황에 해당하며,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해역
별 주요 요소 중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Siltline의 과학적 대응자료 구축, 자원과 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지질적 구조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자료 구축을 주된 목적으
로 한다.

그림 3.169. 해역별 고려요소와 해양 DB 구축 방향

상술한 바와 같이, 해양영토 DB 구축의 제한성은 해양경계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 항목이라기 보다는 현단계에서 실행가능한 사업, 주변국의 적극적 해양영토
사업에 대한 수동적이고 최소한의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실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즉, 해양영토 DB사업의 결과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현 구축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응하고, 구축정보의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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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와 전환을 예상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영토 DB의 향후 방향은 
아래 중국의 예 에서(2011년도 결과물, 중국 해양정보센터)와 같이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의 총람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70. 해양영토 DB 구축현황과 한계
  
단계별 추진과 DB의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황해와 동중국해에서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자원분포의 확인
과 지질적 연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동중국해(남해)에서는 
일본과의 JDZ 자원개발 사업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가상중간선 내외측의 자원부
존과 상업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구축된 통합 DB로 보건대, 기 구축된 정보는 EEZ 해양광물자원조사 
DB,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관련 자료,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대륙붕한계
조사연구, 국가해양기본도, 해저지질도, EEZ 어업통계 정보가 수집, 구축되었다. 단, 
이들 자료 중 해양수산부 자료를 제외한 정보는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외부에 공표된 
자료 구축에 제한적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단계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접근 역시 해양경계획정 혹은 주변국의 관할권 침탈에 대한 대응정
책으로 제언되기에는 그 효용성이 상당히 의문시 될 정도로 정보 수집이 제한적임. 
이는 향후 해양경계획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 범위, 수행항목, 해역지정, 사
업비 조정 등의 해양정책(경계획정전략) 중심의 사업재편 혹은 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단계에서의 영토 DB 구축 사업이 과거 그리고 현재
의 자료에 대한 구축이라면, 향후 일정 정보가 구축 완료된 상태에서는 Top-down 
형태의 사업 추진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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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해양영토 DB 구축 현황과 문제점 

해역별로 보았을 때, 황해에 대한 자료는 퇴적물 기원에 대한 지난 10여년간의 연
구 결과가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과학적 결과에 근거한 대응기반을 마련하였
다고 판단되나, 기타의 요소와 활용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동중국해는 한중일 삼국
간 Trijunction 지점을 중심으로 한 자원분포와 지질구조, 한일 JDZ와 우리측 가상중
간선을 중심으로 한 경계선 내외측 자원, 지질구조도 조사, 중일간 자원공동개발합의
수역을 중심으로 한 JDZ 및 우리측 관할해역과의 지질구조와 자원조사 등이 선행되
어야 하나, 현재까지 구축된 정보는 정밀조사 보다는 개략탐사의 탐사측선을 보이며 
수행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 해역은 수행구역의 지정시 국내 정보의 총합을 통해 
개략탐사 결과에 근거한 정밀탐사 위주로 수행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및 
연구소별 자료에 대한 공유가 긴밀하지 않다는 점은 영토 DB 구축사업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단계에서, 연구사업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성은 유지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영토 DB가 정밀자료를 확보하는 단계 혹은 계획단계에
서, 정책적 측면의 시나리오와 주변국 정보에 대한 확보작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주변해역에 대한 자원분포의 
재조사와 전략지역 선정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국내에 부재
하다. 특히, 현재 한중은 동일한 대륙붕상에 있는 황해, 동중국해에서 자원분포에 대
한 상이한 입장과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측 대응 전략 수립 및 사업방
향성 조정에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필요시 별도의 예산 혹은 영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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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에 주변국 동향(정책, 지질조사, 자원조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나. 통합 DB에 근거한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한계와 개선
 구축된 영토 DB가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시 고려되는 요소에서 특정요소로 제한

된 작업이라는 점에서 1단계로 분류하고, 해당 정보가 해역별 경계획정 전략으로 제
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밀자료가 가상중간선 내외측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
나, 현재의 영토 DB는 관련부처 정보제공의 한계, 해역조사 수행결과의 한계, 지역
별 필요정보의 한계, 핵심해역에서의 수행결과의 미비 등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해양경계 의사결정지원으로 연계되기에 한계가 있다. 

해양영토 DB는 최적의 최대관할권을 목적으로 하나, 주변국과의 협상 및 조사결과
에 따라서는 최적의 해양영토 확보정책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
건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정책 및 전략적 대응, 해양경계획선 시스템(기술), 해양
영토 통합 DB 등의 방향에서 의사결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중, 해양영토 
DB는 정책적 및 기술적 해석과 대응을 위한 가장 선행 요소로 작용되어야 하는 바, 
이는 대상해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고, 이중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어업자원 뿐 아니라 지질적 구조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3.172.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체계

 주변국가의 사례로 보건대(2011년도 연구결과),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의 수행 
범위는 법적/정책적 이론 분석을 담당하는 해양전략연구소(CIMA) 보다 포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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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 추진 경과는 자연과학
적 데이터에 기반한 법적 해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더구
나 해양정보센터의 기능이 해양관련 자료와 문헌 관리에서 해양정보와 결과의 관리, 
국내외 해양정보 연구, 지방정부간 및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전략과 정책의 
수립, 해양법 집행에 관한 정보체계의 수립 등에 있다는 점은 연구수행이 해양정책
과 대외관계에 관한 전방위적 범위까지를 포괄한다. 

중국의 사례로 볼 때, 해양영토 DB사업은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판
례, 협약/법령해석, 협정 등), 정치지리, 해양경계획정기술, 해안조건(길이, 형태, 도
서 등), 자원 및 지질구조 등을 종합한 형태의 의사결정지원이나, 우리측은 이중 자
원 및 지질구조에 특정적이며, 이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사업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연계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계획정 DB의 주요 관련 기능이 중첩해역에 대하여는 경계획정 관련 
DB 구축과 정책적 해석, 관할범위에 대하여는 해역관리 차원에서의 접근, 도서에 대
하여는 새로운 사용과 활용가치 재평가와 접근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되면서, 해역
별 기능적 가치 부여와 해역별 해양갈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능력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우리나라 영토 DB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 

 그림 3.173. 해양영토DB의 추진과정과 방향
    

결국, 2011년도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해양경계획정을 접근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
석한다면, 해양경계획정을 취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문헌연구, 해양환경 평가, 
경계선 획선 기술, 경계획정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문헌연구는 국제판례와 법령, Atlas, 경계획정에 관한 국가간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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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었던 해양경계획정 고려요소의 법적 분석과 평가, 중국과 일본의 해양정책 동향
과 추진 전략 분석 등을 포함한다.

 경계획정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해양경계획정 고려요소와 
주변해역의 특징을 반영한 요소들의 종합적 평가(지질, 지형, 자원, 환경, 국방 등)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판단에 조력할 수 있는 정보 지원 체계를 포함한다.

 해양경계획정에서 의사결정은 정보 DB 구축 →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해석과 재평
가 → 국제판례/국가간협정에서의 활용에 기반한 이론적 타당성 → 경계획선 기술을 
통한 면적과 손익분석 작성 → 해양경계획정 전략 수립의 절차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해양영토 DB를 근간
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 뿐 아니라, 필요시 전체 해양영토사
업에 대한 조정가능성까지를 연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74. 해양영토 DB문제점과 개선 방향 

해양경계획정 관련 해양영토 DB의 한계가 일정기간 동안(정밀조사 및 해역별 수
요충족)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추진중인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업은 다음
과 같은 해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 조사항목의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단, 아
래 항목중 우선 추진과제는 한중일 Trijunction 지역의 자원분포 및 지질구조, 중국
이 추진중인 남황해 지역 자원조사 지역에 대한 자원분포와 지질구조, 중국 영해기
점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의 자원분포와 지질구조, JDZ 서쪽 한계선 내외측 
자원분포와 지질구조 등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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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수역 정보 구축 대상 지역

황해
자원분포 남황해북부분지(중국추진 사업 대응)지질구조
퇴적물 황해전체

동중국해
자원분포 JDZ 경계, 중일자원합의수역과의 경계, 

중국영해기점 인정여부에 따른 지역의 내외측
지질구조 ″
퇴적물 전체해역

표 3.96. 경계획정 관련 정보구축 대상

 해영영토 DB 결과는 해양경찰청의 작전구역 변경과 연동하되, 특히 가상중간선 
내외측을 중심으로는 우리측 조사작업 외에 중국측 조사(시추, 자원조사) 행위에 대
한 외교적 항의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의 기관간 협조 체제를 유지할 필
요가 있다. 단, 상술한 기관간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역시 해양
영토 DB 구축의 단계성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의 단계별 정보구축과 
기관협력은 확보되어야 한다.

구분 현단계 + 2단계(가칭) → 3단계(가칭)

목적 수동적 대응 해역별 대응 적극적 대응
경계 + 해역관리 대응

사업
방향 주변국 동향연계 경계획정 수요/목적형 

사업구축
아국 이익요소 중심 

개발

대상 자원 및 지질
자원 및 지질전략

(판례, 시나리오 등)
해안조건 및 

정치지리(국방안보) 등
해양경계+ MSP

표 3.97. 해양영토 통합 DB의 단계적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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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 DB 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접근 및 최적화 전략
가. 통합 DB 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전략
(1) 해역별 통합 DB 정보의 해양경계획정 적용 방향

[경계획정에서의 최적화와 적용방향] 해양영토 통합 DB의 목적은 한반도 주변수
역 해양경계획정의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두고 있는 바, 이는 면적비율에 
따른 해양경계 이전에 경계획정 대상해역의 구역별 경제성과 가치에 근거한 ‘최대 + 
최적’화를 꾀하는데 있다. 즉, 해양영토 DB 구축사업에서의 ‘최적화’가 반드시 자원 
부존지역의 우선고려, 기타 해역의 차순위 고려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영토 DB의 구축 영역이 지질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대륙붕의 ‘자연연장’에 대한 자연과학적 근거 제시로 
해석되는 것 역시 견제하여야 할 사항이다. 해양영토 DB의 구축 정보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가 동중국해에서 주장하는 대륙붕 자연연장에 대한 자연과학적 근거로 활용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영토 DB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영토 DB 정보는 주변국과〔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자원 부존여부 
→ 자원 부재시 경계획정에서 자원 외의 기타 요소 고려 → 최적 혹은 최대 관할권 
확보〕절차로 활용되게 된다.  

그림 3.175. 영토 DB 구축 대상 영역의 경계획정 적용 방향 
물론, 해양영토 DB 정보구축의 대상은 지질 및 자원 관련 요소에 국한되지는 않는

다. 예컨대,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적용 요소로 제기되었던 ‘퇴적물 기원’사업의 결과
는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siltline 요소가 과학적으로 중국의 가설과 같이 형성되어 



－ 238－

[siltline의 적용에 대한 법적 해석]

- 황해 경계획정에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으나 일부 학자들은 황해 해

저의 퇴적물(sedimentation)의 근원 및 분포도가 경계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이 주장은 1982년 협약 제76조가 해저의 퇴적물 두께를 대륙붕 외측한계의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과거 자연연

장이 대륙붕 경계획정의 대원칙이었을 때에도 지질 지형적 요인이 자연연장

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되었을 뿐, 해저 및 하층토의 지질적 형

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음을 간과하는 것임

-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를 통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은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역지역의 해저와 하

층토로 이루어진다'고 규정. 즉, 현행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범위를 자

연연장이라는 기준과 200해리라는 절대거리 기준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정하

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의하면 연안국의 대륙붕 주장 범위는 첫째, 영토

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을 경우

에는 200해리까지 ; 둘째,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제4항에서 제6

항의 기준에 따라 바깥한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이 주장하는 siltline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한 근거로는 제4항 

(a)의 (i)가 규정하는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

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가 되는 '고정점들

을 연결하는 직선들의 경우 같은 대륙주변부를 따라 60해리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지점을 연결한 선'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이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의 문제와 권리의 외측한계를 규명하

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혼동하는 것이라 판단됨. 즉, 제76조의 대륙붕 정의

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과 함께 200해리 이원 해역까지 대륙붕을 확장시키고

자 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Formulae) 혹은 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데 중국의 주장은 권원을 확장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임.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과학기술지침서(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역

시 제76조 1항이 '자연적 연장 또는 거리라고 하는 두 가지 표준에 따라 대

륙붕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같은 장 2.1.2를 통해 제76조 제4항 (a)는 연안국이 대륙붕 외측한계를 200

해리 거리 기준에 의한 한계 외측까지로 확장하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검증작업으로 수행되었다. 즉, 다른 요소가 해양경계획정 최적
화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과 달리, 퇴적물 기원사업은 주변국의 정책적 논리에 과
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행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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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속권리를 검증(test of appurtenance) 하기 위한 방식(formulation)"

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음

- 이 같은 '권원' 자체에 대한 것과 '권원의 외측한계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

'에 대한 보다 분명한 차이는 과학기술지침서 2.2(종속권리의 검증)를 통해

서도 확인됨. 즉, 해당 규정은 '대륙붕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권리와 해당 외

측한계를 획정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은 제76조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제

76조 제4항(a)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가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후자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전자는 대륙붕

에 대한 권원을 의미하며, 후자는 적용방법을 의미함

- 결국, 중국이 silt를 근거로 제기하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의 문제는 사실 권

원(entitlement)이 아닌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기술적 방법(method of

delineation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치 않음. 권원에 대한 합리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측한계

를 획정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권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임

- 황해에서는 도서 해안선을 포함한 대상해역의 해안선 길이가 고려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설정하는 등거리선을 변경 혹은 수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는 우리가 황해라는 특정 해역만을 중심으로 거론하였을 때 가능

한 설정이며, 중국의 동중국해 분쟁해결 방식 혹은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황

해에서의 지형 및 지질적 요인 등의 기타 요인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황해에 대한 지질 및 지형적 요인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경계획정과의 

연계가능성 문제를 논외로 하고라도, 황해 전체의 해양환경변화와 해양정보

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수집과 해석이 이루어져

야 함

 [영토 DB 대상 정보와 경계획정에서의 적용] 상술한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
이, 해양영토 DB의 주요 구축 대상 정보인 에너지/광물자원 정보와 그 분포의 지질
적 연계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이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경계획정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나 여전히 경제적 중요도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원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 상기 그림에서 1단계로 도출된 자원의 부존여부와 
부존형태에 대한 신뢰성은 경계획정 대상 해역에서의 (1) EEZ와 대륙붕의 단일선 
접근, 혹은 부동선 접근, (2) 공동개발, (3) 그 위치에 따른 단독개발, (4) 부존 해
역 확보 혹은 공동개발 수역으로 편입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basepoint 조정과 설정 
등의 전략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원 부존과 형태에도 불구하
고, 그 요소는 여전히 아래 그림과 같은 기타의 고려 요소 중의 하나이며, 확보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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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형과 무형적 종합 가치에 근거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76. 경계획정 고려요소와 영토 DB 구축대상 사업의 적용

해양영토 DB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구축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정 경계획정 수역에서 자원의 부존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해당 수역을 경계획정의 우선 확보해역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기타의 요소
와 총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원의 부존이 자원의 상업성을 대표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과, 제한된 에너지 자원의 부존이라면 오히려 해양생물다양성이 확인
된 면적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해양
생물 역시 기후변화의 문제와 연계하여 생태계 변화, 대상 해역의 환경(지형, 해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결국, 해양영토 통합 DB의 목적은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획정의 ‘최적화’를 위
한 의사결정 지원에 있으나, 이것이 유일한 그리고 가장 상위의 고려 요소가 아니라
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경계획정 협상을 통해 각국이 동일한 면적 비율로 해역을 
분할할 것이라면, 에너지 자원의 부존 여부와 행태는 우리가 동일한 면적을 각 해역
의 가치에 따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전략 수립의 첫 번째 단계로 그 결정을 단
순화하는 데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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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8. 자원 평가에 따른 중/베의 통킹만 경계선 획정

그림 3.177. 자원 및 지질 연계성에 따른 경계획정 접근

상술한 그림(자원 및 지질 연계성에 따른 경계획정 접근)은 주변해역에서 자원 및 
지질적 연계성에 따라 해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달리 설정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다. 즉, 유사면적에 대
한 경계획정이라면 에
너지 자원 분포지역을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상업적 
한계가 분명할 경우에
는 생물자원 혹은 국방
안보적 개념의 최대 면
적 중심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각국이 갖는 자원에 
대한 평가작업이 해양
경계획정에 반영된 사
례로는 우리와 밀접하
게 관련된 중국의 통킹
만 사례가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베트남이 2000년에 체결한 통킹만 경계획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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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13번, 제14번 지점의 아래 부분에 자원 부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베트남은 자원부존 가능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이 었다. 결국, 중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제13번에서 제14번은 베트남 쪽을 향하여 선이 설정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림 3.179. 통킹만의 자원 부존가능성에 관한 지도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통킹만을 사실상 'half and half' 방식의 면적 비율로 양분하
자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양보는 다른 해역의 확보로 보상받았을 가능성
이 높다. 결국, 자원에 대한 이해와 부존여부(형태)에 대한 과학적 정밀도는 각국이 
해양경계획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가치평가, 혹은 기타의 요소
로 전환하는 데 가장 정확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영토 DB 대상으로서의 지질/지형에 대한 이해] 해양영토 DB 정부의 활용적 측면
에서 에너지 자원 중심의 자원부존 외에 지질 및 지형적 요소가 갖는 활용성과 한계
에 대하여는 사전 설명이 요구된다.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변해역을 둘러싼 지질 및 
지형적 요인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의 문제는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에서 지속
적인 논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추세가 형
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황해에서 중국과 공유대륙붕이라는 사실에 근거
한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는 오끼나와 해구가 양국간 대륙붕의 자
연적 단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경계획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판례에서는 미국이 1984년 〈Gulf of Maine Case〉을 통해 지형적 요인에 근
거하여 대륙붕에서 상부수역까지 확장된 경계획정을 시도하였는데, 해당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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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Northeast Channel을 근거로 자연적 경계선 주장을 하였으나, ICJ 특별재판
부는 이를 기각 하였다. 재판소는 “불안정한 해역과 그 동식물 환경에서는 어떠한 정
확하고 안정적인 자연적 경계선을 획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단일 경계선을 획정
하는데 있어서 단지 해저와 관련되는 지질학적 형태가 고려될 수는 없음을 지적하였
다. 

양안간 거리가 제한된 지역에서 지질적 요인이 해양경계획정에서 작용하는 역할
(혹은 법적 지위)을 가장 직접적으로 부정한 것은 1985년 〈Libya v. Malta Case〉 
였다. ICJ는 “1969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와 1982년 〈Tunisia v. 
Libya Case〉가 지질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았으나, 이는 당시 대륙붕 경계획정에
서 자연연장을 대륙붕 권리의 법적 기초”로 보았기 때문이며, 그 현재적 지위는 “해
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미 과거형이다”고 판결하고 있
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거리기준이 대륙붕과 EEZ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재판소의 
견해가 자연연장의 개념이 이미 거리개념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
다는 점이다. ICJ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자연연장과 거리개념은 반대적인 것이 아닌 
상호 보충적인 개념이며, 200해리 외측 해역에 대하여는 여전히 자연연장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판례는 동중국해에서 중간선을 주
장한 일본측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주장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만일 중국의 siltline 주장 까지를 고려한다면 
황해에서는 우리측에 유리하겠으나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의 논리에 비해 불리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국간 적용을 의무화 하는 ‘원칙’이 아닌, 형성 
과정에 있는 ‘추세’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명심하여야 한다. 이는 해양경계획정에 대
한 판례의 태도가 고정된 원칙이 아닌 새로운 해석과 적용 원칙의 변화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은 여전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각 사례별로 대상이 된 해역의 지질 및 지형적 특징 역시 동중국해의 구
조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례의 태도와 해석에 대한 연구 외에, 해양영토 
DB 사업과 관련하여 ‘지질 및 지형’적 요소가 갖는 적용의 방향은 동중국해 해양경
계획정 문제와 연계하여 특히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 황해와 동해의 경우 ‘지질 및 
지형’ 요소가 적용되기에는 제한적이며, 설령 고려된다고 해도 그 가치는 해저와 천
부에서의 해양광물자원 혹은 골재 등에 대한 가치 평가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일간 JDZ를 중심으로 한 동중국해에서의 지질 및 지형적 요소의 적용 가
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고 접근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황해와 동중국해가 
자원 중심의 자원와 지질적 배사구조 항목을 핵심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1) 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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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는 지질/지형적 요소가 대륙붕의 자연연장에 대한 과학적 증거라는 점, (2) 자원
부존 여부와 그 형태에 따라서 한일간 EEZ와 대륙붕 단일선 혹은 부동선까지를 고
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영토 DB에 구축되는 정보
는 사실 해역별 시나리오에 따라 그 활용 정보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동중국해
에서는 지질/지형적 요소가 자원의 부존여부 및 부존형태와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다. 

우리나라와 해양경계를 획정하여야 하는 중국과 일본 역시 이미 다년간의 투자와 
조사로 주변해역의 지질 및 지형, 자원분포도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양안간 400해리 미만해역에서 경제성 자원이 분포된 최적의 해양관할
권 확보 전략을 위한 자료이며, 우리나라와 지질 및 지형 혹은 해안선이라는 지리적 
요인 외에 해양경계획정 협상과정에서 논의 될 만한 특별한 사정(혹은 관련 상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각 해역에 대한 자원, 지질/지형조사는 경계획정과 해양력 강화
라는 다각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국토자원부 차원에서 2002년부터 계획되고 2004년부터 시작된〈전국석유
가스자원전략지역선정조사및평가(全國油氣資源戰略選區調査與評價)〉, 2009년도 수립
된〈전국광산자원계획(2008~2015)(全國鑛産資源規劃)〉을 추진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나라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제1차〈전국석유가스자원전략지역선정조사
및평가〉사업은 약 7.98억 중국달러(1,356억 6천만원, 환율 170원기준)가 투자되었
는데, 총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2010년 현재 총 13개의 사업 검수가 완료되
었으며 이중 4개의 프로젝트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1차 자원전
략지역선정조사에서 통과된 4개의 사업에는 2곳의 남중국해 특정 지역과 함께 《남
황해신생대제3기석유가스전망연구(南黄海前第三系油气前景研究)》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그 범위가 우리측 일부 해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될 제2차〈전국석유가스자원전략지역선정조사및평가〉사업
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약 29개 기관이 제출한 102개 프로젝트
를 대상으로 심사, 총 20개의 사업을 최종 선별하였는 바, 남중국해 3곳, 동중국해 2
곳, 남황해 嶗山융기 및 中下揚子지역 등이 우리나라와의 지질적 연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지질 및 지구물리조사는 중국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국정과제의 시급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일국의 과도한 자원개발 행위는 자원 및 지질적 구조에 따른 자원 
흡수 가능성, 해양경계획정에서 자원분포에 근거한 경제성있는 해역 확보 등을 고려
할 때 아국의 이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수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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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계획정 대상 구역의 분석결과는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
간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영해 기점이나 해안선 길이와 같은 특정 요소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해역에서의 자원에 대한 경제성있는 해역
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3년 5월 제2차 해양기본계획을 최종 발표하였는데, 기본계획은 주변해
역에서의 EEZ 및 해양활동 거점 기지에 대한 정비작업과 함께 각 해역에서의 해양
자원 조사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관할해역에서의 해양에
너지․광물자원의 부존량․부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자원조사선 ｢하쿠레이(白嶺)｣, 
삼차원 물리탐사선 ｢시겐(資源)｣, 새로이 건조되는 해저 광역조사 연구선 등 외에 
주로 과학시추를 실시하고 있는 지구심부탐사선 ｢치큐(地球)｣의 활용을 포함하여 관
계부처 연계 하에 해양자원 조사를 가속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이중 주변해역 
중 탐사실적이 적은 해역에서 석유․천연가스 부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삼차원 물
리탐사선 ｢시겐｣을 활용한 기초물리탐사(6,000㎢/년) 및 부존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서의 기초시추를 기동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겐을 활용한 기초물리탐사는 그 목
적이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해역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동중국해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그 지질적 연계성은 한일간 JDZ 연계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일본의 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 영향을 갖는 요소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에 관한 사항이다. 일본은 주변해역에 상당량의 부존이 기대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를 미래 에너지자원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양산출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
여 2018년을 목표로 상업화 실현을 위한 기술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
중에 있다. 기본계획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존재가 확인된 표층형 메탄하이드레이트 
자원량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이후 3년 정도 필요한 광역 분포조사 등을 실시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조사 범주에 대하여는 독도 영유권 갈등과 독도
의 법적 효과에 따른 지역 범위의 포함,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의 갈등 확대 등의 문
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에서 일본은 동중국해 등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해 일본과 외국
의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이 존재하는 것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법에 의거한 
해결에 전력을 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 중에는 중일 양국이 2008년 합의한 동중국해 일부 수역 자원개발
에 관한 합의의 가속화를 포함하고 있다. 즉, 2010년 9월 이후 중단된 중일간 동중
국해 자원개발 합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것인 바, 해당 사항은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에 대한 자연연장에 대한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국과의 별도의 정책적 공조 혹은 학계에서의 이론 형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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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또 자원조사 대상에는 일본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대
상으로 지질학, 지구물리학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기초가 되는 해양지질정보의 
정비, 해양에너지․광물자원 성인과 생성조건, 각종 함유원소의 기원 등의 규명을 통
해 자원 잠재력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우선적 목적이 전략금속의 확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해역에 대한 자원조사 항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기 수행된 지질적 연계성 조사결과와 연계되어 자원 중심의 경계획
정 전략과 해양관할권 확보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 해양영토 통합 DB의 경계획정 적용 방법 및 한계 
해양영토 통합 DB 사업의 구체적 정보 구축 대상은 “최적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부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그 ‘최적’은 최대의 
해역을 반영한 ‘최적의 해역’을 의미하며, 오직 경제성과 기타의 고려요소와의 관계
없이 ‘자원 중심’의 해역 확보가 우선 목적에 있지 않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축된 해양영토 통합 DB는 해양경계획정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
하기에는 여전히 해역별 정밀조사와 자원 부존여부, 부존형태 등에 대한 신뢰성 제
고 작업이 추가 요구된다. 이는 해양영토 DB의 정보구축 대상이 전체 해양정보의 통
합형이기 보다는 우선 ‘목적형’으로, 그리고 ‘top-down’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
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즉, 예산 및 시간적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정보구축 대상
은 중장기적인 ‘관리’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목적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이때, 관리 영역에 대한 고려는 ‘해
양관할권 관련된 해양영토 DB'가 중장기적으로 해역 관리를 위한 정보 활용으로 단
계적 이동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호 연계성과 정보활용의 효율성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기 수행된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던 것과 같
이, 해양관할권 확보 작업을 제1단계적 사업으로 본다면, 제1단계에 활용된 정보는 
모두 제2단 영역에 해당하는 해역관리의 정보로 흡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양영토 DB의 정보구축 방향은 현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최적(경제
성 확보 해역 + 최대면적)의 해양관할권 확보라는 목적성과 정책 수요에 근거한 정
보구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구축된 해양영토 DB는 그 방향성과 
목적성은 정책적 조정 과정을 통해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략탐사작업
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는 주변해역 자원에 대한 탐사라인과 연구수행 
연차,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의 구축을 종합한 것에 대한 양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해역별 정책적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나리오 역시 
가상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그 분석이 자연과학적 개략조사 결
과를 선상에 반영하여 경제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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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영역에서 시나리오 접근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되었던 해양경계획선시스템 
사업(2009년 ~ 2012년) 결과와 자연과학적 조사결과인 영토 DB 정보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의 과학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다. 예컨대, 해양영토 DB의 결과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선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자원 부존 및 그 형태를 중심으로 ‘경계선’의 전략적 설정 작업이 수행될 수 있게 되
며, 이는 향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시 목적하고 있는 ‘경계선’의 도출을 위해 우
리나라, 그리고 주변국의 전략적 basepoint를 수정 혹은 대응 설정할 수 있는 작업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림 3.180. 경계획선 시스템 사업의 면 생성 및 분할, 계산 등 편익분석도

그림 3.181. 경계획선시스템의 중간선 도출의 자료셋 선택(조정기능)

해양영토 DB와 연계된 경계획선시스템은 중간선을 산출하기 위한 각종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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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역에서의 구체적 고려요소에 따른 전략수립이 가
능하다. 물론, 기 개발된 경계획선 시스템과 해양영토 DB의 유기적 연계를 어떻게 
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론이 요구되나,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해양영토 DB의 결과
물을 해양경계획선 시스템으로 정기적 업그레이드 작업이 병행된다면, 해양경계획선 
시스템을 해양경계획정 시나리오 작업 수행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82. 해양경계획정 대상해역의 중간선 산출의 선택적 적용 기능

  

  상기 그림은 해양경계획정 대상해역을 설정하고(위), 중간선 산출의 선택적 적용 
기능(아래)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황해를 대상수역으로 분석하고자 할 경우, 대상해
역을 선택하고 관련 국가간 (임시)중간선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에도 중
간선 산출에 활용될 수 있는 영해기점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중국의 9번과 10번 영해기점이 UNCLOS에 맞지 않게 설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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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점이 중간선 산출에 활용
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기능 역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그 기능은 해양경계획선의 
전체 기능이 아닌 일부 기능만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과 영토 DB 결과의 
지속적 ‘관리’작업은 해양관할권 확보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83. 중간선 산출시 삼각망을 활용한 적용 기점의 분석

그러나 상술한 정책적 시나리오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에 제한적이며, 이러한 
방법은 주변해역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연계될 때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전략으
로 제고될 수 있다. 즉,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영토 DB의 결과가 정책적 수요인 “해
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영역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보 
신뢰성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조사 수행 예산과 방법(장비 등), 자원부존도 확인을 
위한 탐사측선과 그 지구물리적 이해 등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한계는 
개략탐사와 지질구조와 자원부존형태를 포함한 심부조사의 제한성까지를 포괄하며, 
향후 심부( 〉1km)의 지질 및 지체구조에 대한 2D, 3D, 해저면 지진계 탐사 등을 
포함한 정밀탐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로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84. 개략탐사와 정밀탐사 측선간격 비교(예)



－ 250－

예컨대, 아래 그림은 주변해역의 자원 부존 가능성에 대한 개략도이며, 특정 해역
을 중심으로는 주변국의 연구 및 자원부존에 대한 학술적 근거, 상업개발 진행 정보 
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은 있으나, 이를 해양경계획정의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해양영토 DB
에 구축된 각각의 정보값은 아래 그림보다는 구체화된 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해
역별 경계획정 전략 수립으로 반영되기에는 여전히 구축정보가 제한적이며, 신뢰성 
역시 한계가 있다. 

그림 3.185. 주변해역 자원분포 개략도

그림에서 보여주는 광물 분포도는 그 품위와 매장량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값이 
아니라는 점과 기존 연구결과 및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수작업의 분포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

첫째, 그 동안 수행 사업결과의 반영(혹은 수요처)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
행 영역과 방법론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

둘째,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지질 및 지체구조와 자원조사가 목적임에도 여전히 사
업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셋째, 해역별로 수행된 자원탐사 자료의 선행연구 분석에 대한 부처별 정보제공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넷째, 선행연구된 주변해역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 처리와 해석을 포함한 원시자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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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문제점과 한계는 아래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각 해역별 경계획정 전략 제시
의 신뢰성에도 일정한 한계를 주고 있다. 물론, 해양영토 DB 사업에서 정책적 측면
에서의 전략은 다수의 해양경계획정 고려요소 중의 하나의 요소로 ‘자원’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의 신뢰성과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자
원 관련 값에 대한 신뢰성 한계가 전체 해양경계획정 전략 반영의 한계로 이해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 ‘최적’의 관할해역 확보라는 점에서 상술한 
그림을 바탕으로 한 경계획정 시나리오 적용과 분석작업은 여전히 방법론적으로 수
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은 지속적인 주변해역 조사 결과의 영
토 DB 정보로의 반영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의 각 해역별 경계획정 전략 제시는 자원 평가를 위한 정보가 입
체화되지 않고, 단순히 그 분포도만을 근거로 평면적 자원 분포값 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가치의 평가는 자원에 대한 경제성 평
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도의 평면 면적 크기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 기능적 한계는 기 수행된 해양경계획선 프로그램과 해양영토 
DB 사업의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역별 광물자원의 분포에 대한 손익 분석은 여전히 지정된 공간에 대한 계산치를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정보 분석 기능은 특정화된 해
역(예컨대, 황해)과 사용자가 임의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세부 구역에 대한 
정보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기능은 가상 중간선을 근거
로 황해 전체에 대한 광물자원 손익분석과 황해에 형성된 가상 중간선 상의 특정 구
역을 임의 설정하여 분석한 자원 손익분석의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 다만, 이러한 기능적 한계는 해양영토 DB 사업의 결과로 평가되기 보다는, 향후 
해양 정책 분야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시나리오 작업과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분
야로 별도 구분,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구축된 해양영토 DB를 근거로 한 해역별 전략수립은 현 단계에서는 큰 의미
를 갖지 못하며,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입체분석이 완료되는 과정과 연계하여 해역
별로 재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행 방법에 있어서, 전체 해역에 대한 포
괄적 수행보다 우선 조사해역과 차순위 조사해역을 구분하여, 해양경계획정 사업화 
하여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즉, 주변국과 경계획정 우선대상에 포함되는 해
역을 중심으로〔집중 - 정밀〕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적 한계를 효
율화할 수 있으며, 수행된 해역에 대한 자원 중심의 일차적 판단을 바탕으로 기타의 
고려요소와 총합하는 방향의 전개가 비교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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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역별 통합 DB 정보 기반 해석과 전략적 접근 
(1) 해양영토 DB 결과와 시나리오별 접근 방법

  해양영토 통합 DB에 기반한 해양경계획정 시나리오별 접근은 상술한 한계와 문제
점을 수용한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는 해역별로 어업자원, 광물자원(석유가스 포함)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손익은 기타의 고려요소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영토 DB에 근거한 해역별 손익분석을 위해 구축된 정보는 각 해역에 대하여 
격자망, 그리고 부존지역을 표기하였으며, 손익분석의 주된 기준은 대상국가간 해역에 
형성된 가상의 중간선을 근거로 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해
역에서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을 포함한 자원의 부존현황을 이미지화 한 것으로, 자원
에 대한 손익분석의 용이를 위하여 당사국간 가상중간선, 각국이 체결한 협정선, 각국
의 주장 가능한 혹은 도서의 법적 지위에 따른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표현되도록 하였
다. 

그림 3.186. 주변해역 자원(광물, 어업)분포와 시나리오 적용(협정수역 포함)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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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각의 해역에서 표현되는 자원은 선택에 따라 분리하여 손익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아래 그림 참조)에서, 주요 자원의 부존 혹은 활동영역을 쉽게 알 수 있
도록 하였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생물자원(예컨대, 어업자원)은 기후변화 등의 요소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까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광물자원은 평면적 부존 이미지는 단순한 방법론에 불과한 시나리오라는 한계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3.187. 주변해역 광물자원 중심의 시나리오 적용 총괄도

그림 3.188. 주변해역 어업자원 중심의 시나리오 적용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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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접근 
한중 양국의 해양관할권 갈등은 사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200

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제도가 UNCLOS에 도입되기 전까지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면서
까지 경계획정을 도출할 의지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UNCLOS가 발효에 따라 구체화
된 양국의 200해리 EEZ 선포(한중은 1996년과 1998년 각각 EEZ법과 EEZ 및 대
륙붕법을 선포)는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
게 되었다. 더욱이 황해가 가지는 지리적 폐쇄성 및 관련 국가간 거리가 400해리 미
만이라는 조건은 한중간 황해경계획정의 문제가 당사국간 절충을 통한 합의로 해결
되어야 하는 필연적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적 조건에도 불
구하고 황해가 가지는 정치적 및 경제적 가치로 인한 양국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협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 및 합의 가능성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해양관할권 및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주장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구체화 되었으며, 실제 남미제국이 1970년대 200해리 관할권 선포에 대하여도 열렬
한 지지자였다. 그러나 중국의 관할권 범위에 대한 국내법적 수용은 1996년 일본과 
한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법을 선포한 이후의 일이었다.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해역경계 획정 문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심의
를 시작하였고, 1998년〈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법〉을 정식 공포하였다. 동법은 주
변국과와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하여 주장이 중첩되는 경우 “국제법에 기
초하여 형평원칙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와 국내법 및 구체적 문헌조사를 통해 표명된 바에 의하면,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은 (1) 형평한 원칙에 근거하여 합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2) 해양경계획정은 모든 관련 요소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3) 중
간선 혹은 등거리선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형평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5) 형평원칙은 국제적으로 일련의 해양경계획정
에 관한 중요 판례에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유엔헌장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접근 방법은 직선기선 기
점 선정문제와 함께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주변국들과 경계획정에서 중요한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의 황해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으로 보건대, 우리나라의 중간선 원칙과 중국의 
형평한 해결원칙이 대립된다고 보여지나,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이 사실상 구체적 
경계획정 방법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는 점에서 실무적 절차에서는 동 해역에서의 특
정 요소를 중심으로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양국의 황해 경
계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요소로는 자원, 기점, siltline, 비례성 검증요소로서의 
해안선길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siltline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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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DB 자원정보 기반 접근]     

황해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대상 수역이면
서, 외교적으로도 우선협상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해에서의 경계획정 고려요소는 
영해기점, 해안선 길이 측정(방법), 면적비례, 가상중간선 도출, 자원 등이 예상 가능
한 요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해양경계협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중간선 도출 이미지(프로그램)는 특히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 수역에 대
한 경계획정을 위한 전략수립에 중요한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189. 한중 직선기점 중간선(삼각망 미포함)
  

그림 3.190. 한중 직선기점 중간선(삼각망 포함)

예컨대, 위 그림은 삼각망을 표기함으로써 특정 영해기점이 활용되었을 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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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의 모든 점들이 중간선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양국간 임시 중간선을 도출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이 설정한 현재의 기점 외에 
상술한 그림과 같은 중간선 도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양국간 임시 중간선 도출을 위한 basepoint 설정시 양국의 통상기선상
의 점 들을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basepoint 간 거리에 제한 혹은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basepoint가 설정되는 점 간의 거리를 제한할 경우, 상기 그
림에서의 산둥반도 아래의 기점 간 연결되었던 모든 선들은 상당히 위축된 형태로 
중간선 도출에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황해에서의 자원분포는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와 중국의 조사 동향을 통해 자원 
부존 대상 지역을 정합할 필요가 있다. 해양영토 DB를 통해 구축된 황해 광물자원 
정보는 그 부존을 확인할 단계에는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 최근 군산분지와 연계
된 남황해 북부분지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전략적 후보지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개략적 위치는 군산분지를 대상으로 양국의 영해기점간 가상중간선을 통해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91. 황해 에너지자원 분포와 경계획정에 따른 손익분석방법(확대)

그림 3.192. 중국의 황해 자원 조사결과와 시추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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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황해에서 자원 부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학술적 평
가는 가상중간선을 중심으로 우리측 보다는 중국측에 부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비하여, 아래 손익분석표는 양국의 영해기점을 근거로 한 자원량 평가에
서 우리측에 보다 유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자원부존량 조사에 대한 신뢰성
과 경제성 분석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한계는 있으나, 향후 경계획정을 추진하는데 있
어서 자원 중심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는 수역임은 분명하다. 중국의 자원관련 조사
의 동향 역시 동일한 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93. 황해 에너지자원 분포와 영해기점 인정여부에 따른 손익분석
 

  상술한 그림과 함께 고려할 것은, 자원이 부존되어 있다고 평가된 지역이 기타의 
고려요소와 함께 평가되었을 경우 우리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있
다. 예컨대, 자원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상기 이미지에서 중국의 영해기점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역이 우리측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
이다. 
  그러나 중국의 9번, 10번 기점을 인정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여 도출한 가상의 중
간선은 상기 이미지에서 부존지역으로 표기된 해역을 우리측에 포함하는 것으로 도출
되지는 않는다(그림3.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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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4. 중국 영해기점(9, 10) 인정여부에 따른 손익분석 방법(삼각망포함) 

  자원과 영해기점을 연계하여 도출한 중간선이 부존대로 평가되는 해역을 우리측에
게 포함되도록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자원과 영해기
점만을 연계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제한적인 전략이다. 왜냐하면 중간선을 우리측에 
유리하도록 도출하는 전략에는 여전히 (1) 영해기점과 다른 해양경계획정에 활용될 
제한된 수의 basepoint 설정, (2) 영해기점간 거리의 제한 조건 부여, (3) 대상 해역
의 동일 혹은 유사 면적 비율에 따른 획정, (4) 기존 체결된 어업협정 수역을 대상으
로 한 동일 면적 비율 할당, (5) 어업협정수역의 외측 선간의 중간선 등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조정될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95. 황해에서의 중국 기점 (불)인정에 따른 면적 차이와 자원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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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6. 황해 광물자원 분포와 경계획정에 따른 손익분석방법(협정선 포함)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황해 자원 부존지역을 중심으로 중간선 산출과정에서 중
국이 현재 선포한 영해기점 설정 방식에 의해서는 해당 지역이 우리측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 즉, 중간선을 자원부존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자원 
부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크게 포함시키기 위한 basepoint 설정 조건을 중국측에
게 의무화 시키지 않는 한 중간선 지역에서의 자원 확보를 둘러싼 전략이 부존대는 
중국, 非부존대는 우리측에 형성되어 선이 획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97. 중간선 산출에 따른 자원의 손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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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림3.197에서 자원 부존지역을 형성하는 중간선을 중국
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나, 가상중간선을 도출하는 영해기점
(선)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간선 도출이 설정된 영
해 기점 외에 기점간을 연결한 모든 선이 활용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결국, 중간선
을 이동 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의 중간선 도출을 위한 각국의 영해기점의 기점
간 설정 거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경우 제6번, 제7번, 
제8번, 제9번, 제10번과 11번, 등이 주요 대상에 해당되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점간 
손익분석은 별도의 경계획선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적관할권을 도출하는 데는 두 가지의 사전 조사 및 접근이 요
구된다. 첫째는 주변해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해양생태계, 광물 및 어족자원, 무인
도서와 주변 암초 등을 포함한 제반 자연과학적 및 사회과학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혹은 조사) 작업이다. 양국의 공유 대륙붕인 황해에서 고려할 특별한 요소가 없다
는 것은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지리적 혹은 비지리적 고려요소가 없다는 의미이나, 
반대로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지질구조에 대한 내부적 평가는 최적 관할권을 도출하
는데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기점 
혹은 양국간 중간선 도출에 활용가능한 basepoint에 대한 손익분석이다. 일반적으로 
basepoint라 함은 연안국이 EEZ 혹은 대륙붕 외측한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법으로 
설정한 영해기점을 의미하나, 해양경계획정에서의 basepoint라 함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별도로 설정, 혹은 지정되는 basepoint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를 통해 일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해양과 같은 영역은 국제법적인 일면을 가지며, 
그 효력이 국제법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ICJ는 2009년 
〈Romania v. Ukraine Case〉에서도 대륙붕이나 EEZ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baseline을 결정하는 문제와 대향국 혹은 인접국간 경계획정을 하기 위해 중간선을 
그리기 위한 basepoint를 찾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는 것으로 이
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황해경계획정에서 중국이 중간선을 도출하는 작업은 
연안과 연안, 통상기선과 통상기선, 직선기선과 직선기선, 혹은 논쟁이 있는 특정 영
해기점을 무시한 중간선 도출을 통해 접근되거나 혹은 양국이 각각 설정한 
basepoint간의 중간선 도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한중
간 공개된 지리적 현황과 영해기점을 근거로 한 손익분석과 설정가능한 basepoint간 
손익분석을 도출, 경제성있는 해역과 연계하여 아국의 잠재적 전략 basepoint를 설정
하는 손익분석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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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결국 황해에서 자원 요소와 함께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대두되는 것은 영해 
기점, 특히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점의 UNCLOS 적격성과 관련된다. UNCLOS는 제5
조를 통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 제도를 규정하면서, 지리적 사정에 
따라서는 제7조가 규정하는 직선기선을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CLOS가 규정하는 예외적 상황이란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
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 ; 2. 삼각주가 있거
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
진 해역에서는 적절한 지점을 선택하여 직선기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때의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
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직선기선은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
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
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
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국은 1958년〈영해에 관한 성명〉을 통해 중국 연안의 영해가 대륙연안 및 외
연 도서상의 각 기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기선을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1992년〈영해 및 접속수역법〉제3조와 제15조를 통해 중국 대륙해안선에 대하여는 
총 49개의 영해기점으로, 서사군도에 대하여는 총 28개의 영해기점으로 구체화 되었
다. 이중 한중간 황해 경계획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는 제1번에서 제13번
까지의 기점이며, 미국 국무성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점이 UNCLOS 규정에 부
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중국의 직선기점 제9번(麻菜珩, 
Macaiheng), 제10번(外磕脚, Waikejiao), 제12번(海礁, Haijiao), 제13번(東南礁, 
Dongnanjiao)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적 입장을 중국측에 통보한 바 있다고 
알려진다.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설정한 제1번에서 제13번 기점까지의 영해기
선의 일부 해안은 만구 봉쇄선을 과잉 적용하거나 해안의 단조로움에도 불구하고 직
선기선을 적용한 사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탈 도서 혹은 간출지에 기점을 설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설정
한 직선기점은 미국 국무성이 1972년 설정한 가상 기점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곡점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변곡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점들이 영해의 폭을 넘어
서 존재하는 간조노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탈하여 설정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해기점 제6번에서 제8번은 총8개의 변곡점으로 구성
될 수 있는 해역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들은 직선기
선 방법을 적용할 만큼 중국 연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각각의 기점 역시 “a fringe of islands”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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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도서군으로 함께 고려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의 직선기점 중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제9번

과 제10번, 제12번과 제13번이다. 제9번과 제10번이 인정되었을 경우 우리는 약 
5,671㎢ 면적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제12번과 제13번이 인정될 경우 약 3,635
㎢의 면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 강소성(江蘇省) 염성시(鹽城市) 근해 약 8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9번
과 제10번 기점은 연안에 잘 발달된 사주(沙洲)에 설정되었는데, 이들 기점이 영해 
폭을 넘어서 존재하는 간조노출지, 혹은 수중 모래톱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설정한 제9번과 제
10번 기점은 수중 사주(沙洲)이거나, 설령 불규칙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해도 
연중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간출지(干出地)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간조노
출지의 법적 지위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중에 있는 간조노출지가 영해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 먼저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s)에 대한 정의는 UNCLOS 제13조 제1항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는데, 간조노출지란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
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협약은 이들 간조출
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
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단, 간조노출지의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958년《영해
및접속수역에관한협약》제11조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협약 규정에 의
하면 간조노출지는 그 전부 혹은 일부가 영해의 폭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 저조선이 영해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영
해의 폭을 해안선과의 밀접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목할 만한 것은, 협약 제1항과 제2항이 이들 간조노출지에 대하여 “본토나 섬으로부
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밑줄은 저자 임의 표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
다는 점이며, 이는 설령 간조노출지(B)가 다른 간조노출지(A)로부터 12해리 내측에 
위치하더라도 B가 섬이나 본토로부터 12해리 이원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를 영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계된 간조노출지가 산재된 해역에서 12해
리 내측에 존재하는 하나의 간조노출지를 매개로 외측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leapfrog(뛰어넘기식)” 혹은 “stepping stone(징검다리식)” 영해기점 설정은 불가하
다는 것을 협약은 재확인하고 있다. ILC가 1958년 《영해및접속수역협약》최종안 
제11조에 “as measured from the mainland or an island”를 추가한 것 역시 간조노
출지(drying rocks and drying shoals)가 leapfrogging 형태로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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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약 규정에 의하면, 그림 2 에서와 같이 간조노출지의 일부 혹은 전부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저조선으로부터 영해를 측량할 수 
있게 된다. 단, 직선기선이 설정된 해역에서 설령 간조노출지가 직선기선으로부터 
10해리에 위치하는 경우라도 연안으로 부터의 거리가 12해리 영해의 폭 외측에 있
을 경우에는 이를 영해측정을 위한 기선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는 협약이 간조노출
지의 지위에 대하여 “본토나 섬으로 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명확하다. 

협약 규정으로 보건대, 중국이 직선기점으로 설정한 제9번과 제10번 기점은 (1) 
연안으로부터 약 80km 이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2) 최근 해당 기점에 등대와 
기상관측대를 구축하였다는 점, (3) 해당 기점으로 이어지는 간조노출지를 연계하는 
형태의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약 제7조 및 제13조와의 적격성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해당 지형물이 간조노출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해당 지형이 간조노출지인지 혹은 수중 사주인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검토가 요구되
며, 현재까지 저자가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지형물은 강소성 앞바다에 광범위
하게 발달된 수중 사주로서, 일년 중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러한 사주의 발달 혹은 해당 지형물이 수중사주인가 혹은 간조노출지인가
에 관계없이 협약 및 판례에 근거할 경우 영해의 폭을 상당히 벗어나서 위치하고 있
다는 점에서 직선기선 시스템 혹은 해당 영해 측정을 위한 지점으로 설정할 수는 없
다. 그리고 이러한 지형적 특징이 과거에는 간조노출지의 형상을 유지하였더라도, 최
근 중국 연안의 침식 속도와 경과를 보건대, 연안으로부터 약 80km 이원에 위치한 
모래톱이 간조노출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이 있다. 

중국의 제9번 기점은 수중 약 1.2m에서 1.5m 사이의 수중 사주에, 제10번 기점은 
약 1.0m에서 1.6m 정도의 수중 사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의할 것은 중국이 
최근 제9번과 제10번 기점에 등대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해기점으로서의 법
적 타당성과 해상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
로 보인다.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제9번 마채형에 등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10번 외개각에는 2002년 설치한 기상관측시스템(2008년 자동화 관측시스템으로 
전환) 외에 2009년 등대사업에 대한 검수와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들 기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중국 외교부가 투자하고, 인민해방군 동
해함대 항해보증처가 실시하였으며, 시설은 10개의 강철 말뚝, 기반은 철골콘크리트 
방식을 활용하였고, 등대 본체는 철골콘크리트의 통관 구조로 높이 약 25m에 이른
다. 이러한 건축방식은 해당 지형물의 약 50m 범위가 모두 연악한 지반구조로 형성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술한 제9번과 제10번 지형물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으로 보건대, 이들을 직선기
점 혹은 영해측정을 위한 기선으로 활용하는 데는 협약 및 판례 분석 상 상당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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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협약 제7조 4항의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조항을 
들어, 이들 지형물에 설정된 등대와 기상관측시설, 송신탑 등으로 직선기선 혹은 영
해를 측정하기 위한 기점으로의 적법성을 논하기에도 여전히 설득력은 부족하다. 특
히 강소성 염성시 해안에서 이들 기점까지 약 80km의 해안에는 발달된 수중 사주의 
존재가 있을 뿐 이들을 연계할 도서나 암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들
을 기점, 더욱이 직선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제9번과 제
10번 기점에 이르는 동안 연계 사주에는 간헐적으로 송신탑과 같은 시설물이 존재할 
뿐 이며, 이들의 존재가 협약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Carleton과 Schofield 역시 설령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수중 Bank와 Shoal에 세워진 경우라도 이는 해역을 창출하는 
능력은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강소성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방파제 및 항만공사 시설과 관련
하여서는 관심있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강소성 염성시 왕항(王港) 입구에 신설중인 
방파제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방파제에서 바다쪽으로 상당 거리 동안 
뻗어 가면 건축중인 항만시설은 여전히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제9번과 제10번 기점에 대한 대체적 기선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UNCLOS 제11조의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
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최근 
중국측 전자 해도에 해당 시설의 존재가 표기된 것으로 보건대(아래 사진), 협약 제
16조의 “영해기선 또는 그로부터 도출된 한계 …… 에 따라 그어진 경계선은 그 위치
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를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고 규정
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약 제11조는 1958년《영해및접속
수역에관한협약》제8조와 일치하며, 단지 후단에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구적인 항
만시설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만 신설된 것이다. 사실, 방파제와 같은 항만시설
이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제법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위원회는 특히 “구조물이 기나치게 긴(예를 들어, 바다쪽으로 몇 km 뻗어 나가는 방
파제) 경우, 해당 제8조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단, 위
원회는 제방(dyke)이나 방파제(Jetty), 시설물(works)의 어느 범위까지가 항만체계
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법재판소는《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Case》
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개념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판소는 루마니아의 Sulina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임시 등거리선을 획정하는데 적절한 기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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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방의 육지 끝 부분이 양국간 임시 등거리선 설
정을 위한 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1991년 벨기에와 영국간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양국은 협상 당시까지 진행
된 벨기에의 Ostend, Zeebrugge의 항만공사에 대하여는 basepoint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 

간조노출지 혹은 제방의 경계획정에서의 법적 지위 문제외에, 중국이 고려할 수 있
는 또 다른 근거는 UNCLOS 제7조 제2항이다. 중국은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삼각
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where 
because of the presence of a delta and other natural conditions the coastline is 
highly unstable)”을 원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협약이 요구하는 지형적 특징
은 “저조선(low-water line)”이지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가 아니라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즉, 삼각주가 발달된 자연조건을 가진 해안에서 “간조노출지”를 형
성하는 독자적 매개체로서의 ‘삼각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곳”을 
형성하는 매개체의 하나로 작용하는 삼각주 등의 해안 저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따라서 제2항의 “삼각주가 있거나 ……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 ”은 제3항이 규정하는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 내수제도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
어야 한다”는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사실 협약 제7조 2항은 Bangladesh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삽입된 조항으로, 동
조 제1항에 종속된 조항이다. 즉 제7조 1항이 규정하는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
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요건이 갖추어진 지형에서만 제7조 제2항이 적용 가능하게 된다. 주목할 것
은, 논의 과정에서 삼각주 입구 연안수역의 해저지점을 기점으로 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으나, ISNT(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비공식단
일교섭초안)에서 채택되지 못했으며, 1978년 제7차 세션에서 Bangladesh가 수정안
으로 제시한 “퇴적 삼각주의 바다쪽 끝을 따라 적절한 점을 잇는 방법으로 직선기선
을 설정”이 제시되었으나, 이것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의 경과 및 협약 규
정으로 볼 때, 제7조 제2항을 적용하는 직선기선의 기점은 수중의 퇴적 삼각주가 아
니라 육지연안의 저조선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특
히 Bangladesh의 Ganges/Brahmaputra River delta의 경우를 참조하여 기초된 것이
며, Burma, Egypt, Nigeria, Vietnam 등에도 적용 된 사례가 있다. 

중국 영해기점에서 아국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12번 기점과 제
13번 기점이다. 이들 두 기점은 상해 연안에서 약 69.9해리 위치해 있으며 무인도서
로 알려져 있다. Allen과 Mitchell과 같은 학자들은 해초(Haijiao)와 동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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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nanjiao)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Jeanette Greenfield 교수는 이러한 비판이 단순한 거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이나 근접성 요건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중국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해당 기점에 대한 판단은 다른 연안의 섬들 
및 육지 해안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Greenfield 교수가 주
장하는 근저에는 1951년 ICJ의 “육지와 바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구획선을 구성한
다고 할 수 있는가(constitute a clear dividing line between land and sea)”라는 판
결처럼 중국 본토의 해안에 있는 무수한 섬들의 존재로 인해 명확하게 구분선이 없
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듯 하다. 즉, 1951년 판결과 같이 중국 연안과 같이 섬 조각
으로 흩어져 있는 지리적 환경은 직선기선 방식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
다. 그러나 Greenfield의 논리에 의하면 1958년 영해와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1
조, UNCLOS 제13조가 제한하고 있는 건너뛰기식(leapfrog) 직선기선 설정이 가능
하게 되어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된 직선기선이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958
년 협약과 UNCLOS의 관련 건너뛰기식 직선기점 설정 제한 규정이 “간조노출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는 논의를 요하나, 직선기선의 설정 조건이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흩어져있는 지역”,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
게 설정할 수 없으며, ……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UNCLOS가 의도하는 직선기선 설정 조건이 
成案 취지에 맞게 엄격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초
와 동남초의 지리적 위치가 상해 연안에서 69.9해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떠한 해
석으로도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 육지와 충분히 밀접”되어 있다
고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 중국이 대륙 연안에 설정한 직선기점간 거리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총 48개의 기선중에 24해리를 초과하는 기선은 총 25개 지
역으로, 이들 평균 길이는 36.3해리이며, 가장 긴 것은 제8번 기점과 제9번 기점간 
121.7해리로 나타난다. 직선 기선의 길이에 대하여는 협상상의 규정은 없으나, 최대 
15해리 내지 48해리라고 하는 주장과 최대 24해리에서 48해리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며, 미국은 최대 24해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선의 길이는 단지 학
자들의 학설과 일부 국가의 주장 혹은 이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해기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아국의 전략적 영해기점을 선정하여 양국간 상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리
라 본다. 

[해안선 길이와 해역면적의 비례성] 해양경계획정에서 비례성은 경계획정 마지막 
단계에서의 결과의 형평에 대한 검증작업이다. 해양경계획정은 대상해역의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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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이 아니며 비례적 배분도 아니다. 비례성 검증 또한 그 자체로 해양경계획정 방
법은 아니며, 해양경계획정 대상해역에서 각국의 대상 해안선 길이 혹은 다른 방법
에 의해 당사국에 도출된 해역의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초래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비례성의 원칙은 육지가 해양을 지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륙붕해양경계획정 실천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나,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해양경계
획정에서 중요한 관련 상황이자 형평한 경계획정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경계획정 사례에서 비례성 원칙은 해안선 길이와 관할해역면적의 적절한 비례관계
에 따라 쌍방이 관할하는 해역 경계선을 도출한다는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명
료하게 차이가 나는 해안선 길이를 가지는 국가간에 임시 중간선 획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역면적의 불균형 혹은 왜곡을 해안선 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
서 형평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례에서, ICJ는 “관활한 해안선을 가진 국가와 제한된 해안선
을 가진 국가를 병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안선 길이에 차이가 없는 이들 국가간
에는 이론적으로 평등한 지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고, 따라서 “이들은 평등
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해안의 형태 차이로 인해 부동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해안선에 따른 비례성의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1985년 〈Tunisia v. 
Libya Case〉에서도 ICJ는 “해안은 연안국이 그 해역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결
정적 요소”라고 하고, “비례성 요소는 관련 국가간 형평한 경계획정을 위한 기본원
칙”임을 적시하고 있다. 본안에서 양국간 해안선 비율은 리비아와 튀니지가 각각 
31:69이었으며, 연안을 직선으로 면하고 있는 해안선 길이는 34:66, 최종 대륙붕 경
계획정 결과는 40:60의 비율로 분할되었으며, ICJ는 비례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
다. 1992년 캐나다와 프랑스간〈Delimitation of the Maritime Area between 
Canada and France(St. Pierre and Miquelon)〉사례에서, 양국간 대상 해안선 길이 
비율은 15.3:1이었으며, 획정 결과 16.4:1의 비율로 분할되었으며, 중재재판부 이러
한 결과가 비례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2001년 〈Qatar v. Bahrain Case〉에서
는 카타르가 자국 해안선과 바레인 주요도서 해안선 길이간 비율이 1.59:1이라고 주
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쌍방의 해안선 길이에 대한 실측 없이 카타르의 주장에도 불
구하고 해당 비율이 가장중간선을 조정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시하였다. 2002
년 〈Cameroon v. Nigeria Case〉에서도 양국은 해안선 길이를 들어 임시 경계선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는 등거리선을 이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입장이
었다.  

그런데 국제판례와 달리 국가간 협정에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례성 원칙이 
명료하게 적용되었다는 사례는 찾기가 힘들다. 이는 많은 경계획정협정이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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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감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협
정 자체가 기타의 요소와 함께 총합적이고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
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황해 경계획정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있는가. 중국측 주장
에 의하면 한중간 황해 해안선 비율은 약 1:0.8에 달하는데, 이것이 임시중간선을 조
정할 만한 요소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례성원칙이
라는 것이 계량적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조정요
소라는 점에서는 중국의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임시중간선에 대한 불균
형을 조정할 만한 사항으로 수용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와 비교하여 동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시급한 사안으로 대
두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에서 비롯된다. 물
론, 독도 영유권 문제와 별개로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를 논의할 실익과 가능성은 있으
나, 이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에서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 감정
의 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리 접근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장기화 → 동해 광물
자원의 단독 개발 가능지역과 제한지역으로 구분, 접근 → 독도의 실질적 자원가치에 
따른 접근 고려 → 독도 효과를 중심으로 하부 지역과 상부, 동부지역으로 구분, 전자
에 대하여는 단독 개발 지속 추진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생물자원 중심의 접근을 꾀하
되, 서측에는 인산염 중심의 광물자원 부존을 고려, 상업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의 동해 자원개발에 관한 접근은 크게 독
도 effect가 미치는 해역, 독도 effect가 미치지 않는 해역, 기타 한일 양국간 북부대
륙붕협정 제2조에 의한 대상해역 가능해역 해역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중 세 번째는 양국간 대륙붕경계획정협정 제2조의 “해상하에 광물
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 있고 경계선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
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한다. 
  두 번째 독도의 effect, 즉 독도의 한일 양국 경계획정에서의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
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현재 자원개발을 일정 부분 추진
하고 있는 해역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수역은 우리나라 제6-1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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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8광구에 해당하며 상업개발과 시추가 진행중에 있다.   

그림 3.198. 동해 가스전 및 개발현황
  

문제는 첫 번째의 독도의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8광구를 
설정한 바 있다.

그림 3.199. 동해 제8광구 범위의 설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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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광구는 그 범위가 독도가 섬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effect가 영향을 
줄 수 없는 범위에 제한하여 설정되었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항의를 포함한 불필요
한 오해를 피하고자 하는데서 설정한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취해온 대륙붕 정책과 연계하여 볼 때 상당히 위축된 설정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제8광구 외에 다른 추가 광구 설정을 통해 독도가 섬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제8광구가 갖는 범위는 그 의
도와 관계없이 오히려 일본에게는 상당히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것
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제8광구 설정과 함께 자원과 관련한 동해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여전히 구분화하
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래 그림에서 A 지역은 우리나라의 단독 개발 혹은 
시추가 진행중인 지역이다. B지역은 독도 영유권 갈등문제로 자원탐사와 단독개발이 
제한받을 수 있는 해역이나, 그 부존량에 대하여는 여전히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2013년 일본 해양기본계획 역시 이 해역을 포함한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탐
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자원 부존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오히
려 해양경계획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3.200. 동해에서의 수역별 가치와 경계획정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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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중국해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자원 탐사와 개발이 어느 해역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해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도 남부에서 동중국해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가 발달해 있다는 점, 중국이 이들 분지를 
축으로 상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곳 보다도 지질적 연계 
가능성과 지질적 배사구조에 따라서는 ‘빨대이론’에 의한 자원 침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01. 동중국해 육지 대륙붕 분지 확대도

그림 2.202.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와 2008년 중일 자원공동개발 합의수역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한중일 경계획정 대상수역이면서 현재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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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한일 및 중일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기본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 한중일 삼국간 trijunction이 설정되어야 하는 대상 지역이라는 
점이다. 즉, 사안의 복잡성 만큼 중국, 일본에 대한 전략 또한 각각 설정되어야 하며,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 혹은 일본과의 경계획정 중 어느 부분을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단일선 혹은 부동선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각각의 손익 분석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중국해 또한 중국과 일본의 영해기점 인정 여부
가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영토 DB에 의하면 특히 
이어도 이남 해역에서의 자원 부존 가능성과 함께 지질적 배사구조의 연계성에 대한 
일부 결과가 도출되었는 바, 정밀조사 이전의 평가와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될 필
요가 있다. 

그림 3.203. 중국 영해기점(9, 10, 12, 13) 불인정시 동중국해 중간선과 자원분포도
 
  우선, 중국의 영해기점 중 제9번, 10번, 12번, 13번 기점을 불인정한 상태에서의 
중간선 도출(삼각망 포함)에서는 자원의 부존 지역을 상당부분 우리측에 포함하는 형
태의 경계선 도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그림에서는 한중일간 자원에 대
한 손익분석 결과, 중국과 일본에 절대적 우세의 형태로 손익이 분석되었으나, 이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에 제한하여 손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상 중간선을 중심으로 전체 해역에 대한 자원 손익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향후 사용자가 임의 설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손익분석 기능이 제고되는 
형태로 손익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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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4. 동중국해 광물자원 중심의 손익분석도 

  위 그림의 결과를 주변해역의 협정선, 각각의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접근할 경우에
는 우리의 경계획정 전략 선택이 보다 복잡하게, 필요시 경계선을 이루는 선단별로 
손익분석과 경계획정 basepoint 설정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205. 동중국해 광물자원 분포와 시나리오별 손익분석 접근법(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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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6. 동중국해 한중일 trijunction 인근 수역의 분지와 배사구조 연계 가능성 

상술한 내용에서는, 동중국해와 관련된 주변국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이후 중단된 중일간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 논의의 재개 가능성과 해당사안이 동중
국해 대륙붕의 자연연장 주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언급과 함께 중국과의 별도의 정책적 공조 혹은 학계에서의 이론 형성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적시한 바 있다. 다만, 이중 전자의 ‘정책적 공조’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
과 전략이 사전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는 각각 2012년 12월 UN CLCS에 200해리 
대륙붕 외측 연장에 대한 정식 문건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신청서가 한
일간 JDZ를 직접적 연장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한일간의 문
제로 대두되었던 JDZ가 이미 한중일 삼국간의 경계획정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대륙붕 자연연장 주장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으로 분리 
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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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7. 우리나라와 중국이 UNCLCS에 제출한 200해리 외측 대륙붕연장 대상지역

 상술한 대륙붕연장에 관한 정책적 방향이 동중국해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한일간 JDZ 문제, 한중 경계획정문제, 중일 대륙붕경계획정 문제를 최소한 한일간 
JDZ 문제의 한중일 문제로의 확대 가능성은 분명히 가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중
국해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형성시킬 또 다른 사안은 지질적 배사구조와 관련된다. 

 현재 해양경계획정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결과는 동중국해, 특히 이어도 주변
수역 이남의 해역에서 lead 급으로 평가되는 배사구조의 발견이 있었다는 점, 중국의 
LongJing 유기전과 한중 가상중간선의 우리측 수역의 연계성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 
한일간 JDZ와의 배사구조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 등의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정확성
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 필요하지만). 이는 한중일 삼국의 
Trijunction 지역에서 한일간, 한중간, 중일간 경계획정이 각국의 배사구조에 대한 이
해와 현황 파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국은 삼국간 
Trijunction 바로 아래 이남에 Long 1Jing, Long 2Jing, DongHai 1Jing을 시추한 바 
있으며, 상업적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측 조사에 의하면, 해당 수역은 중
국의 LongJing을 개발하더라도 우리측과 배사구조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향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경계선은 현재의 한중 가상 중간선 
이내(以內), 즉 우리측으로 이동하여 설정되지 않도록 협상을 유도하여야 함을 의미
한다. 만일, 중국이 상술한 200해리 대륙붕연장 정책과의 연속선상에서 해당 수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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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조금이라도 한일간 JDZ 혹은 한
중 가상중간선으로 예상되는 지역보다 우리측 수역으로 경계선을 형성시키는 것이 전
략적으로 유리하다. 만일 중일 혹은 한중간 현재의 가상중간선이 우리측(중국의 以
東)으로 형성될 경우, 중국은 별도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또 다른 배사구조의 연계성
에 따라 자원개발의 이해를 함께하고자 하는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동
중국해 가상중간선을 중심으로 LongJing과 (가상중간선 중심)우리측 해역의 배사구조
는 단절되어 있으나, 가상중간선을 현재의 선보다 우리측으로 이동시킬 경우, 
LongJing과는 단절된 새로운 지질적 배사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은 자원 공동개발 요구 뿐 아니라, 한일간 JDZ 구역에 
대한 경계획정 문제에 있어서 전면적인 참여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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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과제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비공개 과학조사자료를 통
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기관별, 연구책임자별로 관리하고 있던 과학조사자료를 수집하여 통합 DB
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양분야에서 활용되는 자료관리절차를 적
용하여 장기적인 자료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단지,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에서 생산되는 과학조사자료의 수집에는 실패하였는데, 
향후에도 관측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
합 DB에 수록된 자료와 가스공사 자료의 종합 분석하는 과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분석정보를 통합 DB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집한 자료는 해양과학자료 원형으로 Archive DB에 수록하였으며, GIS 가공을 
거쳐 GIS DB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DB에 수록된 자료의 검색 및 표출을 위하여 최
신 GIS 기술을 이용한 자료검색·표출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외 타 자료시스
템에 비해 효율적인 자료검색과 정보제공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정보만을 수록한 포터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정부부처의 해당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본 과제의 대상 과학자료가 그 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자료이므로, 통합 DB시스
템은 인터넷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단절하여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
며, 포터블 DB 시스템의 경우에도 3단계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트북을 분실하여
도 정보노출이 최소화되도록 개발하였다.

경계획정 가상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황해, 동중국해, 동해의 가상 경계획선 시나리
오를 도출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면적, 자원점유면적 등을 비교하는 기능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에서 구축한 시나리오별 분석
기능은 포터블 시스템에 통합하여 한 대의 노트북에서 통합 DB와 시나리오 분석기
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개발 결과로 구축된 통합 DB 시스템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
의 장단점을 비교, 제시하였으며, 자료수집, 처리 및 관리방법의 문서화 등 시스템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타 기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도록 대
비하였다. 또한, 정책 분야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향후 통합 DB가 실질적인 정책결
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총 4년간의 목표 달성도는 표 4.1에 정리하였으며, 일부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것
을 제외하고는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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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목  표 달성도(%) 내    용

1차년도
(2009)

통합 DB체계 기획 100

∙ 경계획정 관련 과학조사자료 현황 파악 및 
특성 분석

∙ 체계적 자료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관리절차 
수립

∙ 통합 DB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SW, 
HW, DB, GIS 구성 방안 기획

통합 DB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100
∙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DB 구축
∙ 해양영토 관리 DB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관할해역 정책정보
생산 방향 제시 100

∙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자료 DB구축 대상 
해역(EEZ) 도출

∙ 해양영토 DB 구축을 통한 해양관할권 
확대, 해역관리의 단계별 활용가능성 제시

2차년도
(2010)

통합 DB 설계 및 
구축 100

∙ 자료특성,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통합 DB 
시스템 설계

∙ 기관별 1차 대상자료 수집 및 통합 DB 
1차 구축

∙ GIS 정보제공 및 자료표출 프로그램 개발
∙ 자료관리절차 시범적용을 통한 연구사
 업 생산자료 수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100

∙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DB 구축
∙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 및 구현

통합 DB의 
경계획정 활용사례 

연구
100

∙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분석
∙ 해양경계획정 대상 해역 통합정보에 기반한 
해양관할권 획정사례(중국)

∙ 해양경계획정의 기술적 방법

표 4.1.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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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목  표 달성도(%) 내    용

3차년도
(2011)

과학조사자료 
통합 DB 구축 98

∙ 자료수집 및 통합 DB 구축 완료
∙ GIS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완료
∙ 과학자료 통합 DB와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통합

∙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 개발
∙ 통합 DB 시스템 운영방안 도출
∙ 통합 자료관리절차 정립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고도화

100
∙ 의사결정지원 DB 고도화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통합

통합 DB기반 
경계획정

대상수역 평가
100

∙ 통합 DB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접근 방향 
도출

∙ 통합 DB 결과에 근거한 향후 정책수요 
도출

4차년도
(2012)

∙ 과학조사자료 
통합 DB 확대 및 
기능고도화 

95
∙ 사업별 2011년 생산자료 수집 및 통합 DB 
업데이트

∙ 국외 과학조사자료 수집 및 통합 DB 확대
∙ 영토관리 통합 DB 기능 고도화

∙
해양경계획선시스
템 통합 

100 ∙ 경계획선시스템 분석 및 기능 통합
∙ 정밀경계획선 기반 시나리오 분석기능 개발

∙ GIS 기반 
경계획정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100
∙ 광물자원, 어업자원의 가격정보 DB 구축
∙ 가격 변동 분석 및 시나리오 적용방법 연구
∙ GIS 기술을 이용한 광물자원, 어업자원 
경제성 분석방법 연구

∙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기능 설계 및 구현

∙ 통합 DB 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접근 및 최적화 
전략 제시

100
∙ 통합 DB기반 해역별 경계획정 전략 연구
∙ 경계획정 최적화를 위한 DB 고도화 방향 
제시

표 4.1.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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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양자료는 획득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한번 
획득한 과학자료의 공동활용은 해양과학연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나, 자
료의 희소성만큼 자료에 대한 독점욕이 강하여 자료의 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분야 연구개발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중 많
은 연구사업에서 해양과학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그 동안 관련자료의 통합을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며, 단위 프로그램별로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들은 
개발되었으나, 여러 연구사업의 자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비록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되었지만, 여러 기관의 여
러 사업에서 생산한 자료의 통합 DB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확보
한 자료수집체계, 자료검증, DB구성 방법, GIS 활용방법 등은 통합 DB 구축의 모범
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국가차원의 해양자료 통합 DB 구축의 프로토타입으
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GIS기술 측면에서 단순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의 범주를 벗어나 고차원 공간
분석 및 실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GIS기술의 활용 영역을 
한 차원 넓히고 국가 기술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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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통합 DB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1. 통합 DB 수록자료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계획정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생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DB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경계
획정에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당초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 중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은 탐사해역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만 수
집할 수 있었다.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 중에는 대한석유공사가 석유
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지구물리 탐사자료가 매우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일부 관측라인과 결과가 연구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을 뿐, 원본 자료에 대한 입수
는 불가능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양지질도 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경우에는 결과물로 생산된 지질도 도면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관측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관측자료를 수치형태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국
립해양조사원의 해양기본도 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면형태의 자료만 입수할 수 
있었다. 어업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어선이 경계획정 관련해역에서 조업한 결과자료를 자체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협조 부족으로 수집할 수 없었다. 이상의 자료들은 경계획정에 활용 가능
한 자료로 장기적으로 본 시스템에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석유공사 보유자료를 
비롯한 많은 자료를 원본 관측자료 형태로 입수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자료공유 
협조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원본자료의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는 해양수산부 자료(본 사업의 자료)와 석유공사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물을 경계획정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사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경계획정에 필요한 형태의 자료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분석 범위, 정확도에 대한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경계획정 관련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체는 공개로 진행되면서 사업결과물과 관측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함에 따라 사업진행
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특히, 1997년부터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많은 관측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한 해양관측자료
의 경우,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민감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국내의 해양지질 및 지
구물리 연구자들에게 공개가 필요하나, 자료공개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실적인 자료공개를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자료와 
비공개로 관리할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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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자료를 비공개로 다루어야 할 해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
정된 해역이외의 지역의 자료는 공개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구물리탐사의 경우는 관
측라인이 공개해역과 비공개해역에 거쳐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기 때문
에, 수집한 자료를 다시 처리하는 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개자료와 
비공개자료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모임(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사업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담
하는 사업에서 생산된 자료의 경우에는 원본 관측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의 경우에는 도면이나 책자 형태의 자료를 입수하여, 경계획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타 부처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작업은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장기적으
로는 범 부처차원의 자료통합을 추진하여야 하나, 단기적으로 각 부처별로 생산자료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의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
양수산부 자료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면서, 타부처의 자료를 통
합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경계획정 활용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해양경계획정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되

는 관련상황(지리적, 비지리적)과 주변해역의 특징을 반영한 요소들의 종합적 평가
(지질, 지형, 자원, 환경, 국방 등)를 근간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정치 외교적 협상
과 조합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서 의사결정은 정보 DB 구축 
→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해석과 재평가 → 국제판례/국가간협정에서의 활용에 기반한 
이론적 타당성 → 경계획선 기술을 통한 면적과 손익분석 작성 → 해양경계획정 전
략 수립의 절차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된 해양영토 DB 사업은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성에 
조력하기 위한 정보 중 특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에너
지 자원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즉, 에너지 자원 부존 가능성과 그 부존 형태
에 따라 경계획정 전략을 운용할 수 있는 초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비중은 전체 해양경계획정 고려요소 중의 하나에 제한적이며, 기타의 전
략과 총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영토 DB의 정보구축 방향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최적(경제성 확보 해역 + 최대면적)의 해양관할권 확보라는 목적성과 정책 수요에 
근거한 정보구축으로 추진되는 것이 제언되었으며, 구축된 해양영토 DB는 그 분석이 
자연과학적 개략조사 결과를 경계획정 전략과 연계하여 분석결과를 예시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해양영토 DB가 경계획정이라는 목적형 사업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가
장 기본적인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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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건이기도 하다. 먼저,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구축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성 있는 최적의 관할해역 확보는 주변해역 조
사 결과의 신뢰성과 연계될 때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전략으로 제고될 수 있으
며, 이는 해양경계획정사업의 기본 목적이기도 하다. 다만, 해양영토 DB의 결과가 
조사 수행 예산과 방법(장비 등), 자원부존도 확인을 위한 탐사측선과 지구물리적 
이해 등에 대한 한계를 보이는 사업 결과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그 신뢰성은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해양영토 DB의 구축 방향이 특정 수역 중심의 정밀조사로 추진되
고, 조사 항목 역시 목적형으로 특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해양영토 DB의 활용성은 여전히 하나의 방
법론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양영토 DB가 해양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 방향은 에너지 자원의 확인 뿐 아니라 “가상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내외측
의 부존형태 파악에 집중되어야 하는 바, 이는 향후 해양경계획정 사업 추진 뱡향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해양영토 DB의 대상 사업이 자원 평가를 위한 정
보가 입체화되지 않고, 단순히 그 분포도를 근거로 평면적 자원 분포값 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결국, 구축된 해양영토 DB를 근거로 한 해역별 전략수립은 현 단계에서는 큰 의미
를 갖지 못하며,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입체분석이 완료되는 과정과 연계하여 해역
별로 재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행 방법에 있어서, 전체 해역에 대한 포
괄적 수행보다 우선 조사해역과 차 순위 조사해역을 구분하여, 해양경계획정 사업화 
하여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즉, 주변국과 경계획정 우선대상에 포함되는 해
역을 중심으로〔집중 - 정밀〕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적 한계를 효
율화할 수 있으며, 수행된 해역에 대한 자원 중심의 일차적 판단을 바탕으로 기타의 
고려요소와 총합하는 방향의 전개가 비교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본 사업의 효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 의해 수행된 사업 
결과의 해양영토 DB로의 통합작업을 건의할 만 하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
께 미경계획정 지역에서의 자원조사가 갖는 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부처간 협력이 긴요한 부분이다. 또한 의사결정의 정확성 및 전략
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해양경계획정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해양경계획선 시스템(2012
년 사업 완료)과의 유기적 통합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즉, 해양경계획선 시스템의 
결과는 해양영토 관련 사업(정책 영역)에서 지속적 관리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
으며, 향후 주변해역 해안선 정보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수역
의 해양영토 통합 DB를 근거로 한 과학적 해양경계획선 도출에 활용되도록 추진되
어야 한다.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자료 DB는 현 단계에서는 해양경계획정시 요구되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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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 사업에서 해양과학조사 수행 공간이 해양영토 확보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
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정책적 연구 수행을 통해 통합 DB에서 요구되
는 사업군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사업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해양영토관련 과학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DB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거부터 생산하였던 자료를 수
집하여 축적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과학적 해양과학조사데이터에 근거하여 최대 혹
은 최적의 해역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할해역 과학조사 수행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통해 중복투자방지 및 선행과
제의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과학조사 결과의 통합기반 구축으로 주변해역의 지질구조와 경제성 파악의 
정밀화에 기여, 해양경계획정 및 해역관리 정책의 신속한 추진 및 의사 결정의 합리
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인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제시가 
가능하여, 유리한 입지 선점 및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최대한의 해양자원 및 영토 
확보가 가능하다. 영해 내 해양자원의 종류, 위치, 부존량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
해 제공함으로써 해양자원 탐사산업, 해양측량산업, 이외 기타 관련 해양산업의 발전 
및 신규 해양산업의 발굴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해양산업 시장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정보 DB 및 기술력 축적은 관할권 외측(혹은 외국 EEZ)의 
광역해양영토에서의 자원확보, 국가원천기술 확보･응용에 활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는 해양연구자에 대한 자료제공으로 양질의 연구결과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 DB 구축을 통해 확보한 자료수집체계, 자료검증, DB구성 방법, GIS 활용방법 
등은 환경 분야를 비롯한 타 분야 통합 DB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영토관련 과학조사자료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토관련 과학자료 수집이 지속되는 동안 지속적인 DB 관리 및 업데이트를 위한 후
속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해양정보 공동활용체계 구
축의 프로토타입으로 활용 가능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영해와 관련된 국
제적 영토분쟁 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자는 가상시나리오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를 통해 영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도구로써 대
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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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국익 극대화라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으나, 
향후 주변 해역 관할권 강화와 해역관리라는 보다 큰 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도 활용가능하다. 연구과제 측면에서는, 한반도 경계획정을 위한 주변해역 자원분포
도 작성과 최적의 해양영토 확보라는 대과제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부분적 연구성과와 해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관측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여러 해양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해양자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사업
에서 생산된 자료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자료만 유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해양관측자료의 통합을 위한 연구로 수집자료의 범위가 해양지
질 및 지구물리자료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구사업 생산자료의 수집, 관리, 가
공, DB 구축,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많은 기반기술을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사업을 통해 터득한 자료관리 기술은 해양물리, 해양생물, 해양화학 분야의 
타 연구자료 관리를 위한 시범기술로 활용가능하다.

본 사업을 통해 그 동안 관리가 미흡하였던, 경계획정 관련 연구개발사업 자료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은 계속 수행될 예정이다. 향후에 수행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자
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통합DB시스템의 관리 및 자료업데이트 작업을 계
속 수행하여야 한다.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본 DB시스템의 운영이 당분간은 가능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파악된 자료
수집, 자료공개, 정책활용 등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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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chive DB 테이블 명세서

가. 국내자료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08:40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08:42
TABLE NAME COLLECTION
COMMENT 자료수집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COLLECTION_ID CHAR(10) PK NOT NULL 자료수집정보의 고유키
2 PROJECT_ID CHAR(8) 　 NOT NULL 프로젝트 ID
3 COL_DATE CHAR(12) 　 　 수집일시
4 DATA_ITEM CHAR(8) 　 　 자료항목 ID
5 DATA_FORMAT CHAR(8) 　 　 자료형식 ID
6 DATA_FILE VARCHAR2(200) 　 　 원시자료 파일의 경로 
7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08:41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08:42
TABLE NAME PROGRAM

COMMENT 전체 연구사업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PROGRAM_ID CHAR(8) PK NOT NULL 전체 연구사업의 고유키
2 PROGRAM_NAME VARCHAR2(200) 　 　 연구사업명
3 START_DATE CHAR(8) 　 　 사업시작일
4 END_DATE CHAR(8) 　 　 사업종료일
5 FUND_ORG CHAR(8) 　 　 발주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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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22

오후 4:50:44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5:55
TABLE NAME CORE_HEAVY_METAL_LABILE
COMMENT 시추퇴적물 원소(중금속)_LABILE 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 관측ID
2 DEPTH CHAR(20) PK NOT NULL 깊이
3 AL NUMBER(10,2) 　 　 AL 값
4 FE NUMBER(10,2) 　 　 FE 값
5 K NUMBER(10,2) 　 　 K 값
6 MG NUMBER(10,2) 　 　 MG 값
7 CA NUMBER(10,2) 　 　 CA 값
8 NA NUMBER(10,2) 　 　 NA 값
9 SIO2 NUMBER(10,2) 　 　 SIO2 값
10 AL2O3 NUMBER(10,2) 　 　 AL2O3 값
11 FE2O3 NUMBER(10,2) 　 　 FE2O3 값
12 MGO NUMBER(10,2) 　 　 MGO 값
13 CAO NUMBER(10,2) 　 　 CAO 값
14 NA2O NUMBER(10,2) 　 　 NA2O 값
15 K2O NUMBER(10,2) 　 　 K2O 값
16 TIO2 NUMBER(10,2) 　 　 TIO2 값
17 P2O5 NUMBER(10,2) 　 　 P2O5 값
18 MNO NUMBER(10,2) 　 　 MNO 값
19 BA NUMBER(10,2) 　 　 BA 값
20 CO NUMBER(10,2) 　 　 CO 값
21 CR NUMBER(10,2) 　 　 CR 값
22 CS NUMBER(10,2) 　 　 CS 값
23 CU NUMBER(10,2) 　 　 CU 값
24 LI NUMBER(10,2) 　 　 LI 값
25 NB NUMBER(10,2) 　 　 NB 값
26 NI NUMBER(10,2) 　 　 NI 값
27 SB NUMBER(10,2) 　 　 SB 값
28 SC NUMBER(10,2) 　 　 SC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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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29 SN NUMBER(10,2) 　 　 SN 값
30 SR NUMBER(10,2) 　 　 SR 값
31 TH NUMBER(10,2) 　 　 TH 값
32 TI NUMBER(10,2) 　 　 TI 값
33 U NUMBER(10,2) 　 　 U 값
34 V NUMBER(10,2) 　 　 V 값
35 Y NUMBER(10,2) 　 　 Y 값
36 ZN NUMBER(10,2) 　 　 ZN 값
37 LA NUMBER(10,2) 　 　 LA 값
38 CE NUMBER(10,2) 　 　 CE 값
39 PR NUMBER(10,2) 　 　 PR 값
40 ND NUMBER(10,2) 　 　 ND 값
41 SM NUMBER(10,2) 　 　 SM 값
42 EU NUMBER(10,2) 　 　 EU 값
43 GD NUMBER(10,2) 　 　 GD 값
44 TB NUMBER(10,2) 　 　 TB 값
45 DY NUMBER(10,2) 　 　 DY 값
46 HO NUMBER(10,2) 　 　 HO 값
47 ER NUMBER(10,2) 　 　 ER 값
48 TM NUMBER(10,2) 　 　 TM 값
49 YB NUMBER(10,2) 　 　 YB 값
50 LU NUMBER(10,2) 　 　 LU 값
51 MN NUMBER(10,2) 　 　 MN 값
52 ZR NUMBER(10,2) 　 　 ZR 값
53 AS NUMBER(10,2) 　 　 AS 값
54 RB NUMBER(10,2) 　 　 RB 값
55 MO NUMBER(10,2) 　 　 MO 값
56 CD NUMBER(10,2) 　 　 CD 값
57 HF NUMBER(10,2) 　 　 HF 값
58 TA NUMBER(10,2) 　 　 TA 값
59 PB NUMBER(10,2) 　 　 PB 값
60 P NUMBER(10,2) 　 　 P 값
61 S NUMBER(10,2) 　 　 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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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22

오후 4:50:44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5:55
TABLE NAME CORE_HEAVY_METAL_RESIDUAL
COMMENT 시추퇴적물 원소(중금속)_RESIDUAL 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 관측ID
2 DEPTH CHAR(20) PK NOT NULL 깊이
3 AL NUMBER(10,2) 　 　 AL 값
4 FE NUMBER(10,2) 　 　 FE 값
5 K NUMBER(10,2) 　 　 K 값
6 MG NUMBER(10,2) 　 　 MG 값
7 CA NUMBER(10,2) 　 　 CA 값
8 NA NUMBER(10,2) 　 　 NA 값
9 SIO2 NUMBER(10,2) 　 　 SIO2 값
10 AL2O3 NUMBER(10,2) 　 　 AL2O3 값
11 FE2O3 NUMBER(10,2) 　 　 FE2O3 값
12 MGO NUMBER(10,2) 　 　 MGO 값
13 CAO NUMBER(10,2) 　 　 CAO 값
14 NA2O NUMBER(10,2) 　 　 NA2O 값
15 K2O NUMBER(10,2) 　 　 K2O 값
16 TIO2 NUMBER(10,2) 　 　 TIO2 값
17 P2O5 NUMBER(10,2) 　 　 P2O5 값
18 MNO NUMBER(10,2) 　 　 MNO 값
19 BA NUMBER(10,2) 　 　 BA 값
20 CO NUMBER(10,2) 　 　 CO 값
21 CR NUMBER(10,2) 　 　 CR 값
22 CS NUMBER(10,2) 　 　 CS 값
23 CU NUMBER(10,2) 　 　 CU 값
24 LI NUMBER(10,2) 　 　 LI 값
25 NB NUMBER(10,2) 　 　 NB 값
26 NI NUMBER(10,2) 　 　 NI 값
27 SB NUMBER(10,2) 　 　 SB 값
28 SC NUMBER(10,2) 　 　 SC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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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29 SN NUMBER(10,2) 　 　 SN 값
30 SR NUMBER(10,2) 　 　 SR 값
31 TH NUMBER(10,2) 　 　 TH 값
32 TI NUMBER(10,2) 　 　 TI 값
33 U NUMBER(10,2) 　 　 U 값
34 V NUMBER(10,2) 　 　 V 값
35 Y NUMBER(10,2) 　 　 Y 값
36 ZN NUMBER(10,2) 　 　 ZN 값
37 LA NUMBER(10,2) 　 　 LA 값
38 CE NUMBER(10,2) 　 　 CE 값
39 PR NUMBER(10,2) 　 　 PR 값
40 ND NUMBER(10,2) 　 　 ND 값
41 SM NUMBER(10,2) 　 　 SM 값
42 EU NUMBER(10,2) 　 　 EU 값
43 GD NUMBER(10,2) 　 　 GD 값
44 TB NUMBER(10,2) 　 　 TB 값
45 DY NUMBER(10,2) 　 　 DY 값
46 HO NUMBER(10,2) 　 　 HO 값
47 ER NUMBER(10,2) 　 　 ER 값
48 TM NUMBER(10,2) 　 　 TM 값
49 YB NUMBER(10,2) 　 　 YB 값
50 LU NUMBER(10,2) 　 　 LU 값
51 MN NUMBER(10,2) 　 　 MN 값
52 ZR NUMBER(10,2) 　 　 ZR 값
53 AS NUMBER(10,2) 　 　 AS 값
54 RB NUMBER(10,2) 　 　 RB 값
55 MO NUMBER(10,2) 　 　 MO 값
56 CD NUMBER(10,2) 　 　 CD 값
57 HF NUMBER(10,2) 　 　 HF 값
58 TA NUMBER(10,2) 　 　 TA 값
59 PB NUMBER(10,2) 　 　 PB 값
60 P NUMBER(10,2) 　 　 P 값
61 S NUMBER(10,2) 　 　 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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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22

오후 4:50:44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5:55
TABLE NAME CORE_HEAVY_METAL_TOTAL
COMMENT 시추퇴적물 원소(중금속)_TOTAL 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 관측ID
2 DEPTH CHAR(20) PK NOT NULL 깊이
3 AL NUMBER(10,2) 　 　 AL 값
4 FE NUMBER(10,2) 　 　 FE 값
5 K NUMBER(10,2) 　 　 K 값
6 MG NUMBER(10,2) 　 　 MG 값
7 CA NUMBER(10,2) 　 　 CA 값
8 NA NUMBER(10,2) 　 　 NA 값
9 SIO2 NUMBER(10,2) 　 　 SIO2 값
10 AL2O3 NUMBER(10,2) 　 　 AL2O3 값
11 FE2O3 NUMBER(10,2) 　 　 FE2O3 값
12 MGO NUMBER(10,2) 　 　 MGO 값
13 CAO NUMBER(10,2) 　 　 CAO 값
14 NA2O NUMBER(10,2) 　 　 NA2O 값
15 K2O NUMBER(10,2) 　 　 K2O 값
16 TIO2 NUMBER(10,2) 　 　 TIO2 값
17 P2O5 NUMBER(10,2) 　 　 P2O5 값
18 MNO NUMBER(10,2) 　 　 MNO 값
19 BA NUMBER(10,2) 　 　 BA 값
20 CO NUMBER(10,2) 　 　 CO 값
21 CR NUMBER(10,2) 　 　 CR 값
22 CS NUMBER(10,2) 　 　 CS 값
23 CU NUMBER(10,2) 　 　 CU 값
24 LI NUMBER(10,2) 　 　 LI 값
25 NB NUMBER(10,2) 　 　 NB 값
26 NI NUMBER(10,2) 　 　 NI 값
27 SB NUMBER(10,2) 　 　 SB 값
28 SC NUMBER(10,2) 　 　 SC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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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29 SN NUMBER(10,2) 　 　 SN 값
30 SR NUMBER(10,2) 　 　 SR 값
31 TH NUMBER(10,2) 　 　 TH 값
32 TI NUMBER(10,2) 　 　 TI 값
33 U NUMBER(10,2) 　 　 U 값
34 V NUMBER(10,2) 　 　 V 값
35 Y NUMBER(10,2) 　 　 Y 값
36 ZN NUMBER(10,2) 　 　 ZN 값
37 LA NUMBER(10,2) 　 　 LA 값
38 CE NUMBER(10,2) 　 　 CE 값
39 PR NUMBER(10,2) 　 　 PR 값
40 ND NUMBER(10,2) 　 　 ND 값
41 SM NUMBER(10,2) 　 　 SM 값
42 EU NUMBER(10,2) 　 　 EU 값
43 GD NUMBER(10,2) 　 　 GD 값
44 TB NUMBER(10,2) 　 　 TB 값
45 DY NUMBER(10,2) 　 　 DY 값
46 HO NUMBER(10,2) 　 　 HO 값
47 ER NUMBER(10,2) 　 　 ER 값
48 TM NUMBER(10,2) 　 　 TM 값
49 YB NUMBER(10,2) 　 　 YB 값
50 LU NUMBER(10,2) 　 　 LU 값
51 MN NUMBER(10,2) 　 　 MN 값
52 ZR NUMBER(10,2) 　 　 ZR 값
53 AS NUMBER(10,2) 　 　 AS 값
54 RB NUMBER(10,2) 　 　 RB 값
55 MO NUMBER(10,2) 　 　 MO 값
56 CD NUMBER(10,2) 　 　 CD 값
57 HF NUMBER(10,2) 　 　 HF 값
58 TA NUMBER(10,2) 　 　 TA 값
59 PB NUMBER(10,2) 　 　 PB 값
60 P NUMBER(10,2) 　 　 P 값
61 S NUMBER(10,2) 　 　 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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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3:27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5:55
TABLE NAME CORE_MEDIUM_SAND
COMMENT 시추퇴적물 중사함량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의 관측ID　

2 DEPTH CHAR(20) PK NOT NULL 깊이　
3 SAND NUMBER(6,2) 　 　 SAND 값
4 FINE_SAND NUMBER(6,2) 　 　 FINE_SAND 값
5 HMINFINESAND NUMBER(6,2) 　 　 HMINFINESAND 값
6 TOTAL_HM NUMBER(6,2) 　 　 TOTAL_HM 값
7 HMIN1TON NUMBER(6,2) 　 　 HMIN1TON 값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3:27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5:55
TABLE NAME CORE_ORGANIC_CARBON
COMMENT 시추퇴적물 중사함량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의 관측ID　

2 DEPTH CHAR(20) PK NOT NULL 깊이　
3 TN NUMBER(6,2) 　 　 TN 값
4 TC NUMBER(6,2) 　 　 TC 값
5 TOC NUMBER(6,2) 　 　 TOC 값
6 CACO3 NUMBER(6,2) 　 　 CACO3 값
7 C13 NUMBER(6,2) 　 　 C13 값
8 N15 NUMBER(6,2) 　 　 N15 값
9 C/N NUMBER(6,2) 　 　 C/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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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3:28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5:55
TABLE NAME CORE_SIZEANALYSIS
COMMENT 시추퇴적물 입도분석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의 관측ID　

2 DEPTH CHAR(20) PK NOT NULL 깊이　
3 GRAVEL NUMBER(6,2) 　 　 GRAVEL 값
4 SAND NUMBER(6,2) 　 　 SAND 값
5 SILT NUMBER(6,2) 　 　 SILT 값
6 CLAY NUMBER(6,2) 　 　 CLAY 값
7 SED_TYPE VARCHAR2(100) 　 　 SED_TYPE 값
8 MEAN_SIZE NUMBER(10,2) 　 　 MEAN_SIZE 값
9 STD_DEV NUMBER(10,2) 　 　 STD_DEV 값
10 SKEWNESS NUMBER(10,2) 　 　 SKEWNESS 값
11 KURTOSIS NUMBER(10,2) 　 　 KURTOSIS 값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08:40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08:41
TABLE NAME DATA_FORMAT

COMMENT 자료수집 데이터포맷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FORMAT_ID CHAR(8) PK NOT NULL 자료수집 데이터포맷의 고유키
2 FORMAT_NAME VARCHAR2(50) 　 　 자료수집 데이터포맷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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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08:41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08:41
TABLE NAME DATA_ITEM
COMMENT 자료수집 데이터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DATA_ID CHAR(8) PK NOT NULL 자료수집 데이터의 고유키　
2 DATA_NAME VARCHAR2(50) 　 　 자료수집 데이터명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09:49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09:49
TABLE NAME METHOD_INSTRUMENT
COMMENT 관측방법 및 장비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METHOD_INSTRUM

ENT_ID CHAR(8) PK NOT NULL 관측방법 및 장비명의 고유키
2 METHOD_INSTRUM

ENT_NAME VARCHAR2(500) 　 　 관측방법 및 장비명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08:41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08:41
TABLE NAME ORGAN
COMMENT 연구사업의 수행 및 발주기관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RGAN_ID CHAR(8) PK NOT NULL 수행 및 발주기관의 고유키　
2 ORGAN_NAME CHAR(20)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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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08:41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08:43
TABLE NAME PROJECT

COMMENT 연차별 연구사업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PROJECT_ID CHAR(8) PK NOT NULL 연차별 연구사업의 고유키　
2 PROGRAM CHAR(8) 　 NOT NULL 전체 연구사업 ID
3 PROJECT_NAME VARCHAR2(200) 　 　 연차별 연구사업명　
4 PROJECT_MANAGER CHAR(20) 　 　 사업책임자
5 START_DATE CHAR(8) 　 　 사업 시작일
6 END_DATE CHAR(8) 　 　 사업 종료일
7 RES_ORG CHAR(8) 　 　 수행기관 ID
8 FUND_ORG CHAR(8) 　 　 발주기관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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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11-03 

오후 6:15:53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5:54
TABLE NAME CORE_OBS

COMMENT 시추퇴적물 관측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관측정보의 고유키　
2 PROJECT_ID CHAR(8) 　 NOT NULL 연차별 연구사업 ID
3 OBS_DATE CHAR(12) 　 　 관측시기
4 STATION_NAME CHAR(20) 　 　 관측지점명
5 LATITUDE NUMBER(10,6) 　 　 위도
6 LONGITUDE NUMBER(10,6) 　 　 경도
7 WARTER_DEPTH NUMBER(7,1) 　 　 수심
8 CORE_LENGTH NUMBER(7,1) 　 　 코어길이
9 PHOTO_IMAGE VARCHAR2(200) 　 　 포토이미지경로

10 COLUMNAR_SECTIO
N_IMAGE VARCHAR2(200) 　 　 주상도이미지경로

11 X_RAY_IMAGE VARCHAR2(200) 　 　 X-Ray이미지경로

12 METHOD_INSTRUM
ENT CHAR(8) 　 　 관측장비 ID

13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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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11-03 

오후 6:16:12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14
TABLE NAME DEEP_SEISMIC_OBS

COMMENT 심부탄성파자료 관측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심부탄성파관측정보의 고유키　
2 PROJECT_ID CHAR(8) 　 NOT NULL 연차별 연구사업 ID　
3 START_DATE CHAR(12) 　 　 관측시작일시　
4 END_DATE CHAR(12) 　 　 관측종료일시　
5 START_LATITUDE NUMBER(10,6) 　 　 관측시작 위도　
6 START_LONGITUDE NUMBER(10,6) 　 　 관측시작 경도
7 END_LATITUDE NUMBER(10,6) 　 　 관측종료 위도　
8 END_LONGITUDE NUMBER(10,6) 　 　 관측종료 경도
9 SEG_Y_FILE VARCHAR2(200) 　 　 SEG-Y파일 경로　
10 IMAGE_FILE VARCHAR2(200) 　 　 이미지파일 경로

11 METHOD_INSTRUM
ENT CHAR(8) 　 　 관측장비 ID

12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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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5-20 

오후 1:30:51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5-20 

오후 1:36:18
TABLE NAME GRAVITY_OBS

COMMENT 중력자료 관측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중력관측정보의 고유키　
2 PROJECT_ID CHAR(8) 　 NOT NULL 연차별 연구사업 ID　
3 OBS_DATE CHAR(12) 　 　 관측일시　
4 LATITUDE NUMBER(10,6) 　 　 위도
5 LONGITUDE NUMBER(10,6) 　 　 경도
6 FREE_AIR_VALUE NUMBER(8,2) 　 　 free-Air 이상값　

7 METHOD_INSTRUM
ENT CHAR(8) 　 　 관측장비 ID

8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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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5-20 

오후 1:37:09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5-20 

오후 1:39:29
TABLE NAME MAGNETIC_OBS

COMMENT 자력자료 관측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자력관측정보의 고유키　　
2 PROJECT_ID CHAR(8) 　 NOT NULL 연차별 연구사업 ID　
3 OBS_DATE CHAR(12) 　 　 관측일시　
4 LATITUDE NUMBER(10,6) 　 　 위도
5 LONGITUDE NUMBER(10,6) 　 　 경도
6 MAGNETIC_VALUE NUMBER(8,2) 　 　 자력값　

7 METHOD_INSTRUME
NT CHAR(8) 　 　 관측장비 ID

8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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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11-03 

오후 6:16:32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34
TABLE NAME SEDIMENT_OBS

COMMENT 표층퇴적물 관측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2 PROJECT_ID CHAR(8) 　 NOT NULL 연차별 연구사업 ID　
3 OBS_DATE CHAR(12) 　 　 관측일시　
4 STATION_NAME VARCHAR2(82) 　 　 관측지점명　
5 LATITUDE NUMBER(10,6) 　 　 위도
6 LONGITUDE NUMBER(10,6) 　 　 경도
7 WARTER_DEPTH NUMBER(7,1) 　 　 수심　

8 METHOD_INSTRUM
ENT CHAR(8) 　 　 관측장비 ID

9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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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11-03 

오후 6:16:47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28 

오후 5:11:05
TABLE NAME SURF_SEISMIC_OBS

COMMENT 천부탄성파자료 관측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천부탄성파관측정보의 고유키　
2 PROJECT_ID CHAR(8) 　 NOT NULL 연차별 연구사업 ID　
3 START_DATE CHAR(12) 　 　 관측시작일시　
4 END_DATE CHAR(12) 　 　 관측종료일시　
5 START_LATITUDE NUMBER(10,6) 　 　 관측시작 위도　
6 START_LONGITUDE NUMBER(10,6) 　 　 관측시작 경도
7 END_LATITUDE NUMBER(10,6) 　 　 관측종료 위도　
8 END_LONGITUDE NUMBER(10,6) 　 　 관측종료 경도
9 SEG_Y_FILE VARCHAR2(200) 　 　 SEG-Y파일 경로　
10 IMAGE_FILE VARCHAR2(200) 　 　 이미지파일 경로

11 METHOD_INSTRUM
ENT CHAR(8) 　 　 관측장비 ID

12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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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0:36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34
TABLE NAME SEDI_HEAVY_METAL_LABILE

COMMENT 표층퇴적물 원소(중금속)_LABILE 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표층퇴적물 관측ID　
2 AL NUMBER(10,2) 　 　 AL 값
3 FE NUMBER(10,2) 　 　 FE 값
4 K NUMBER(10,2) 　 　 K 값
5 MG NUMBER(10,2) 　 　 MG 값
6 TI NUMBER(10,2) 　 　 TI 값
7 ZN NUMBER(10,2) 　 　 ZN 값
8 ZR NUMBER(10,2) 　 　 ZR 값
9 CD NUMBER(10,2) 　 　 CD 값
10 CS NUMBER(10,2) 　 　 CS 값
11 PB NUMBER(10,2) 　 　 PB 값
12 TH NUMBER(10,2) 　 　 TH 값
13 U NUMBER(10,2) 　 　 U 값
14 BA NUMBER(10,2) 　 　 BA 값
15 CO NUMBER(10,2) 　 　 CO 값
16 CR NUMBER(10,2) 　 　 CR 값
17 CU NUMBER(10,2) 　 　 CU 값
18 LI NUMBER(10,2) 　 　 LI 값
19 NB NUMBER(10,2) 　 　 NB 값
20 NI NUMBER(10,2) 　 　 NI 값
21 SB NUMBER(10,2) 　 　 SB 값
22 SC NUMBER(10,2) 　 　 SC 값
23 SN NUMBER(10,2) 　 　 S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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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24 SR NUMBER(10,2) 　 　 SR 값
25 V NUMBER(10,2) 　 　 V 값
26 Y NUMBER(10,2) 　 　 Y 값
27 LA NUMBER(10,2) 　 　 LA 값
28 CE NUMBER(10,2) 　 　 CE 값
29 PR NUMBER(10,2) 　 　 PR 값
30 ND NUMBER(10,2) 　 　 ND 값
31 SM NUMBER(10,2) 　 　 SM 값
32 EU NUMBER(10,2) 　 　 EU 값
33 GD NUMBER(10,2) 　 　 GD 값
34 TB NUMBER(10,2) 　 　 TB 값
35 DY NUMBER(10,2) 　 　 DY 값
36 HO NUMBER(10,2) 　 　 HO 값
37 ER NUMBER(10,2) 　 　 ER 값
38 TM NUMBER(10,2) 　 　 TM 값
39 YB NUMBER(10,2) 　 　 YB 값
40 LU NUMBER(10,2) 　 　 LU 값
41 SR87/SR86 NUMBER(10,2) 　 　 SR87/SR86 값
42 SE2 NUMBER(10,2) 　 　 SE2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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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0:36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34
TABLE NAME SEDI_HEAVY_METAL_RESIDUAL

COMMENT 표층퇴적물 원소(중금속)_RESIDUAL 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표층퇴적물 관측ID　
2 AL NUMBER(10,2) 　 　 AL 값
3 FE NUMBER(10,2) 　 　 FE 값
4 K NUMBER(10,2) 　 　 K 값
5 MG NUMBER(10,2) 　 　 MG 값
6 TI NUMBER(10,2) 　 　 TI 값
7 ZN NUMBER(10,2) 　 　 ZN 값
8 ZR NUMBER(10,2) 　 　 ZR 값
9 CD NUMBER(10,2) 　 　 CD 값
10 CS NUMBER(10,2) 　 　 CS 값
11 PB NUMBER(10,2) 　 　 PB 값
12 TH NUMBER(10,2) 　 　 TH 값
13 U NUMBER(10,2) 　 　 U 값
14 BA NUMBER(10,2) 　 　 BA 값
15 CO NUMBER(10,2) 　 　 CO 값
16 CR NUMBER(10,2) 　 　 CR 값
17 CU NUMBER(10,2) 　 　 CU 값
18 LI NUMBER(10,2) 　 　 LI 값
19 NB NUMBER(10,2) 　 　 NB 값
20 NI NUMBER(10,2) 　 　 NI 값
21 SB NUMBER(10,2) 　 　 SB 값
22 SC NUMBER(10,2) 　 　 SC 값
23 SN NUMBER(10,2) 　 　 S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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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24 SR NUMBER(10,2) 　 　 SR 값
25 V NUMBER(10,2) 　 　 V 값
26 Y NUMBER(10,2) 　 　 Y 값
27 LA NUMBER(10,2) 　 　 LA 값
28 CE NUMBER(10,2) 　 　 CE 값
29 PR NUMBER(10,2) 　 　 PR 값
30 ND NUMBER(10,2) 　 　 ND 값
31 SM NUMBER(10,2) 　 　 SM 값
32 EU NUMBER(10,2) 　 　 EU 값
33 GD NUMBER(10,2) 　 　 GD 값
34 TB NUMBER(10,2) 　 　 TB 값
35 DY NUMBER(10,2) 　 　 DY 값
36 HO NUMBER(10,2) 　 　 HO 값
37 ER NUMBER(10,2) 　 　 ER 값
38 TM NUMBER(10,2) 　 　 TM 값
39 YB NUMBER(10,2) 　 　 YB 값
40 LU NUMBER(10,2) 　 　 LU 값
41 SR87/SR86 NUMBER(10,2) 　 　 SR87/SR86 값
42 SE2 NUMBER(10,2) 　 　 SE2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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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0:36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34
TABLE NAME SEDI_HEAVY_METAL_TOTAL

COMMENT 표층퇴적물 원소(중금속)_TOTAL 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표층퇴적물 관측ID　
2 AL NUMBER(10,2) 　 　 AL 값
3 FE NUMBER(10,2) 　 　 FE 값
4 K NUMBER(10,2) 　 　 K 값
5 MG NUMBER(10,2) 　 　 MG 값
6 TI NUMBER(10,2) 　 　 TI 값
7 ZN NUMBER(10,2) 　 　 ZN 값
8 ZR NUMBER(10,2) 　 　 ZR 값
9 CD NUMBER(10,2) 　 　 CD 값
10 CS NUMBER(10,2) 　 　 CS 값
11 PB NUMBER(10,2) 　 　 PB 값
12 TH NUMBER(10,2) 　 　 TH 값
13 U NUMBER(10,2) 　 　 U 값
14 BA NUMBER(10,2) 　 　 BA 값
15 CO NUMBER(10,2) 　 　 CO 값
16 CR NUMBER(10,2) 　 　 CR 값
17 CU NUMBER(10,2) 　 　 CU 값
18 LI NUMBER(10,2) 　 　 LI 값
19 NB NUMBER(10,2) 　 　 NB 값
20 NI NUMBER(10,2) 　 　 NI 값
21 SB NUMBER(10,2) 　 　 SB 값
22 SC NUMBER(10,2) 　 　 SC 값
23 SN NUMBER(10,2) 　 　 S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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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24 SR NUMBER(10,2) 　 　 SR 값
25 V NUMBER(10,2) 　 　 V 값
26 Y NUMBER(10,2) 　 　 Y 값
27 LA NUMBER(10,2) 　 　 LA 값
28 CE NUMBER(10,2) 　 　 CE 값
29 PR NUMBER(10,2) 　 　 PR 값
30 ND NUMBER(10,2) 　 　 ND 값
31 SM NUMBER(10,2) 　 　 SM 값
32 EU NUMBER(10,2) 　 　 EU 값
33 GD NUMBER(10,2) 　 　 GD 값
34 TB NUMBER(10,2) 　 　 TB 값
35 DY NUMBER(10,2) 　 　 DY 값
36 HO NUMBER(10,2) 　 　 HO 값
37 ER NUMBER(10,2) 　 　 ER 값
38 TM NUMBER(10,2) 　 　 TM 값
39 YB NUMBER(10,2) 　 　 YB 값
40 LU NUMBER(10,2) 　 　 LU 값
41 SR87/SR86 NUMBER(10,2) 　 　 SR87/SR86 값
42 SE2 NUMBER(10,2) 　 　 SE2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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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0:36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34
TABLE NAME SEDI_MINERAL

COMMENT 표층퇴적물 광물분석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표층퇴적물 관측ID　　
2 ILLITE NUMBER(6,2) 　 　 ILLITE 값
3 CHLORITE NUMBER(6,2) 　 　 CHLORITE 값
4 KAOLINITE NUMBER(6,2) 　 　 KAOLINITE 값
5 QUARTZ NUMBER(6,2) 　 　 QUARTZ 값
6 PLAGIOCLASE NUMBER(6,2) 　 　 PLAGIOCLASE 값
7 ALKALI_FELDSPAR NUMBER(6,2) 　 　 ALKALI_FELDSPAR 값
8 AMPHIBOLE NUMBER(6,2) 　 　 AMPHIBOLE 값
9 CALCITE NUMBER(6,2) 　 　 CALCITE 값
10 ARAGONITE NUMBER(6,2) 　 　 ARAGONITE 값
11 HALITE NUMBER(6,2) 　 　 HALITE 값
12 ALBITE NUMBER(6,2) 　 　 ALBITE 값
13 MICROCLINE NUMBER(6,2) 　 　 MICROCLINE 값
14 HORNBLENDE NUMBER(6,2) 　 　 HORNBLENDE 값
15 SODIUM_CHLORIDE NUMBER(6,2) 　 　 SODIUM_CHLORID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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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0:37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34
TABLE NAME SEDI_SIZEANALYSIS

COMMENT 표층퇴적물 입도분석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표층퇴적물 관측ID　
2 GRAVEL NUMBER(6,2) 　 　 GRAVEL 값
3 SAND NUMBER(6,2) 　 　 SAND 값
4 SILT NUMBER(6,2) 　 　 SILT 값
5 CLAY NUMBER(6,2) 　 　 CLAY 값
6 SED_TYPE VARCHAR2(100) 　 　 SED_TYPE 값
7 SED_TYPE_LEE VARCHAR2(100) 　 　 SED_TYPE_LEE 값
8 MEAN_SIZE NUMBER(10,2) 　 　 MEAN_SIZE 값
9 STD_DEV NUMBER(10,2) 　 　 STD_DEV 값
10 SKEWNESS NUMBER(10,2) 　 　 SKEWNESS 값
11 KURTOSIS NUMBER(10,2) 　 　 KURTOSI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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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0:36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11-03 

오후 6:16:34
TABLE NAME SEDI_ORGANIC

COMMENT 표층퇴적물 유기물분석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표층퇴적물 관측ID　
2 TN NUMBER(6,2) 　 　 TN 값
3 TOC NUMBER(6,2) 　 　 TOC 값
4 N15 NUMBER(6,2) 　 　 N15 값
5 C13 NUMBER(6,2) 　 　 C13 값
6 C/N NUMBER(6,2) 　 　 C/N 값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1-03-09 

오후 4:10:35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1-03-09 

오후 4:10:35
TABLE NAME VALUES_UNIT

COMMENT 분석자료 단위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VALUES_ITEM VARCHAR2(200) 　 　 분석자료 항목
2 UNIT VARCHAR2(100) 　 　 분서자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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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자료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05 

오전 10:05:26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05 

오전 10:09:09
TABLE NAME COUNTRY
COMMENT 국외자료를 생산한 국가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COUNTRY_ID CHAR(8) PK NOT NULL 국가정보의 고유키
2 COUNTRY_NAME CHAR(20) 　 　 국가이름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21 

오전 11:10:50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27 

오전 10:36:49
TABLE NAME FOREIGN_CORE_OBS
COMMENT 국외시추퇴적물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시추퇴적물관측정보의 고유키
2 FOREIGN_META CHAR(8) 　 NOT NULL 국외자료메타정보의 외래키
3 OBS_DATE CHAR(12) 　 　 관측시기
4 STATION_NAME CHAR(20) 　 　 관측지점명
5 LATITUDE NUMBER(10,6) 　 　 위도
6 LONGITUDE NUMBER(10,6) 　 　 경도
7 WARTER_DEPTH NUMBER(7,1) 　 　 수심
8 CORE_LENGTH NUMBER(7,1) 　 　 코어길이
9 PHOTO_IMAGE VARCHAR2(1000) 　 　 포토이미지경로(JPG or PDF)

10 COLUMNAR_SECTIO
N_IMAGE VARCHAR2(1000) 　 　 주상도이미지경로(JPG or PDF)

11 PHYSICAL_PROPERT
Y_IMAGE VARCHAR2(1000) 　 　 표색계그래프이미지경로(JPG or 

PDF)
12 X_RAY_IMAGE VARCHAR2(1000) 　 　 X-Ray이미지경로(JPG or PDF)
13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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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27 

오전 11:42:21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27 

오전 11:42:22
TABLE NAME FOREIGN_DRILL_OBS
COMMENT 국외드릴코어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드릴코어자료관측정보 고유키

2 FOREIGN_META CHAR(8) 　 NOT NULL 국외자료메타정보의 외래키

3 START_DATE CHAR(12) 　 　 관측시작 시기
4 END_DATE CHAR(12) 　 　 관측종료 시기　
5 STATION_NAME CHAR(20) 　 　 관측정점명
6 LATITUDE NUMBER(10,6) 　 　 위도
7 LONGITUDE NUMBER(10,6) 　 　 경도
8 WARTER_DEPTH NUMBER(7,1) 　 　 수심
9 CORE_LENGTH NUMBER(7,1) 　 　 코어길이
10 PHOTO_FILE VARCHAR2(200) 　 　 일반사진의 압축파일 경로
11 VCD_FILE VARCHAR2(200) 　 　 주상도의 압축파일 경로
12 X_RAY_FILE VARCHAR2(200) 　 　 X-Ray사진의 압축파일 경로
13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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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05 

오전 10:09:09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05 

오전 10:09:10
TABLE NAME FOREIGN_GRAVITY_OBS
COMMENT 국외중력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중력자료관측정보의 고유키

2 FOREIGN_META CHAR(8) 　 NOT NULL 국외자료메타정보의 외래키

3 OBS_DATE CHAR(12) 　 　 관측시기
4 LATITUDE NUMBER(10,6) 　 　 위도
5 LONGITUDE NUMBER(10,6) 　 　 경도
6 ABSOLUTE_VALUE NUMBER(10,2) 　 　 선상중력계값
7 FREE_AIR_VALUE NUMBER(8,2) 　 　 후리에어값
8 DEPTH NUMBER(5) 　 　 수심값
9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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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05 

오전 10:09:09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26 

오전 11:50:16
TABLE NAME FOREIGN_MAGNETIC_OBS
COMMENT 국외자력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2) PK NOT NULL 자력자료관측정보의 고유키

2 FOREIGN_META CHAR(8) 　 NOT NULL 국외자료메타정보의 외래키

3 OBS_DATE CHAR(12) 　 　 관측시기

4 LATITUDE NUMBER(10,6) 　 　 위도

5 LONGITUDE NUMBER(10,6) 　 　 경도

6 X_COMPONENT NUMBER(8,2) 　 　 선상자력계의 X 성분값

7 Y_COMPONENT NUMBER(8,2) 　 　 선상자력계의 Y 성분값

8 Z_COMPONENT NUMBER(8,2) 　 　 선상자력계의 Z 성분값

9 ABSOLUTE_VALUE NUMBER(8,2) 　 　 선상자력계의 전체값

10 DEPTH NUMBER(5) 　 　 수심

11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12 RAW_DATA_FILE VARCHAR2(200) 　 　 중력자료의 Raw data 파일
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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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05 

오전 10:09:09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05 

오전 10:21:01
TABLE NAME FOREIGN_META
COMMENT 국외자료의 메타정보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FOREIGN_META_ID CHAR(8) PK NOT NULL 국외자료메타정보의 고유키

2 ORI_SURVEY_ID CHAR(20) 　 　 국외자료제공사이트의 고유
ID 정보

3 PROJECT VARCHAR2(200) 　 　 프로젝트명

4 CHIEF CHAR(50) 　 　 사업책임자

5 SHIP CHAR(50) 　 　 관측선박명

6 START_DATE CHAR(8) 　 　 관측시작일

7 END_DATE CHAR(8) 　 　 관측종료일

8 RES_ORG CHAR(8) 　 NOT NULL 국외자료제공기관

9 RES_COUNTRY CHAR(8) 　 NOT NULL 국외자료제공국가

10 DATA_FILE VARCHAR2(200) 　 　 해당메타정보의 모든 관측데
이터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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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05 

오전 10:09:09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05 

오전 10:09:10
TABLE NAME FOREIGN_ORGAN
COMMENT 국외자료제공기관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RGAN_ID CHAR(8) PK NOT NULL 자료제공기관의 고유키
2 ORGAN_NAME CHAR(20) 　 　 자료제공기관명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05 

오전 10:09:10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
D

2012-12-05 
오전 10:09:11

TABLE NAME FOREIGN_SURF_SEIS_OBS
COMMENT 국외자료 천부탄성파자료의 관측정보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천부탄성파자료의 고유키
2 FOREIGN_META CHAR(8) 　 NOT NULL 국외자료메타정보의 외래키
3 START_DATE CHAR(12) 　 　 관측시작일
4 END_DATE CHAR(12) 　 　 관측종료일
5 START_LATITUDE NUMBER(10,6) 　 　 관측시작위도
6 START_LONGITUDE NUMBER(10,6) 　 　 관측시작경도
7 END_LATITUDE NUMBER(10,6) 　 　 관측종료위도
8 END_LONGITUDE NUMBER(10,6) 　 　 관측종료경도
9 SEG_Y_FILE VARCHAR2(200) 　 　 SEG-Y파일의 경로
10 IMAGE_FILE VARCHAR2(200) 　 　 이미지파일의 경로
11 REMARK VARCHAR2(100)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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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21 

오전 11:18:43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21 

오전 11:18:43
TABLE NAME F_CORE_PYSICAL_PROPERTY
COMMENT 국외코어자료의 표색계 수치정보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국외코어자료의 관측ID
2 DEPTH CHAR(20) PK NOT NULL 코어길이
3 SECTION CHAR(20) 　 　 코어섹션명
4 L_ NUMBER(8,2) 　 　 L* 값
5 A_ NUMBER(8,2) 　 　 a* 값
6 B_ NUMBER(8,2) 　 　 b* 값



－ 330－

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27 

오전 11:42:21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27 
오전 11:42:22

TABLE NAME F_DRILL_CNS_ANALYSIS
COMMENT 드릴코어자료의 유기탄소 분석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드릴코어자료의 관측ID　

2 SECTION CHAR(20) PK NOT NULL 드릴코어섹션명

3 TOP_CORE_DEPTH NUMBER(7,1) PK NOT NULL 섹션의 top 길이값

4 BOTTOM_CORE_DEPTH NUMBER(7,1) PK NOT NULL 섹션의 bottom 길이값

5 INORGANIC_CARBON NUMBER(6,2) 　 　 inorganic carbon 값

6 CACO3 NUMBER(6,2) 　 　 Caco3 값

7 TOTAL_CARBON NUMBER(6,2) 　 　 Total Carbon 값

8 NITROGEN NUMBER(6,2) 　 　 nitrogen 값

9 SULFUR NUMBER(6,2) 　 　 sulfur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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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28 

오전 11:01:07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28 

오전 11:01:07
TABLE NAME F_DRILL_PORE_WATER_CHEM
COMMENT 국외드릴자료의 공극수의 분석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드릴코어자료의 관측ID　
2 SECTION CHAR(20) PK NOT NULL 드릴코어섹션명
3 TOP_CORE_DEPTH NUMBER(7,1) PK NOT NULL 섹션의 top 길이값
4 BOTTOM_CORE_DEPTH NUMBER(7,1) PK NOT NULL 섹션의 bottom 길이값
5 REFRACTIVE_INDEX_ND NUMBER(10,2) 　 　 Refractive index nd 값
6 CHLORINITY NUMBER(10,2) 　 　 chlorinity 값
7 LI NUMBER(10,2) 　 　 Li 값
8 B NUMBER(10,2) 　 　 B 값
9 DIC NUMBER(10,2) 　 　 DIC 값
10 NH4 NUMBER(10,2) 　 　 NH4 값
11 NA NUMBER(10,2) 　 　 Na 값
12 MG NUMBER(10,2) 　 　 Mg 값
13 SI_1 NUMBER(10,2) 　 　 Si 값 1
14 SI_2 NUMBER(10,2) 　 　 Si 값 2
15 PO4 NUMBER(10,2) 　 　 PO4 값
16 SO4 NUMBER(10,2) 　 　 SO4 값
17 K NUMBER(10,2) 　 　 K 값
18 CA NUMBER(10,2) 　 　 Ca 값
19 MN NUMBER(10,2) 　 　 Mn 값
20 FE NUMBER(10,2) 　 　 Fe 값
21 ZN NUMBER(10,2) 　 　 Zn 값
22 BR NUMBER(10,2) 　 　 Br 값
23 RB NUMBER(10,2) 　 　 Rb 값
24 SR NUMBER(10,2) 　 　 Sr 값
25 MO NUMBER(10,2) 　 　 Mo 값
26 CS NUMBER(10,2) 　 　 Cs 값
27 BA NUMBER(10,2) 　 　 Ba 값
28 U NUMBER(10,2) 　 　 U 값
29 ALKALINITY NUMBER(10,2) 　 　 ALKALINITY 값
30 PMH NUMBER(10,2) 　 　 PMH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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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FORMATION
OWNER ARCHIVE_USER CREATED 2012-12-27 

오전 11:42:22
TABLESPACE ARCHIVE_DB MODIFIED 2012-12-27 

오전 11:42:22
TABLE NAME F_DRILL_SIZE_ANALYSIS
COMMENT 국외 드릴자료의 입도분석자료 테이블

Col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Comments
1 OBS_ID CHAR(10) PK NOT NULL 드릴코어자료의 관측ID　
2 SECTION CHAR(20) PK NOT NULL 드릴코어섹션명
3 TOP_CORE_DEPTH NUMBER(7,1) PK NOT NULL 섹션의 top 길이값
4 BOTTOM_CORE_DEPTH NUMBER(7,1) PK NOT NULL 섹션의 bottom 길이값
5 MEAN_GRAIN_SIZE NUMBER(10,2) 　 　 Mean Gain Siz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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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명 속성명 속성 설명 속성 유형 제약조건

N_OMAP(국가해양기본도 해저지형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PK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O_VALUE1 수심 값1 NUMBER(16,4)
O_VALUE2 수심 값2 NUMBER(16,4)
O_AREA 분포면적 NUMBER(10,2)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N_GMAP(국가해양기본도 중력이상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VALUE 중력 이상 값 NUMBER(16,4)

G_SXCOORD 중력이상도 시점X좌표 VARCHAR2(25)
G_EXCOORD 중력이상도 종점X좌표 VARCHAR2(25)
G_SYCOORD 중력이상도 시점Y좌표 VARCHAR2(25)
G_EYCOORD 중력이상도 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N_MMAP(국가해양기본도 지자기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VALUE 지자기 이상 값 NUMBER(16,4)

2. GIS DB 테이블 명세

가. 국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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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명 속성명 속성 설명 속성 유형 제약조건
M_SXCOORD 지자기전력도 시점X좌표 VARCHAR2(25)
M_EXCOORD 지자기전력도종점X좌표 VARCHAR2(25)
M_SYCOORD 지자기전력도 시점Y좌표 VARCHAR2(25)
M_EYCOORD 지자기전력도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N_SMAP(국가해양기본도천부지층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S_VALUE 음향상 VARCHAR2(20)
S_AREA 분포면적 NUMBER(10,2)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EEZ_EWAVE(EEZ 해저광물자원 심부탄성파 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 335－

엔티티명 속성명 속성 설명 속성 유형 제약조건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EZ_SUSEI(EEZ 해저광물자원 천부탄성파 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EZ_GRA(EEZ 해저광물자원 중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XCOORD X좌표 VARCHAR2(25)
G_YCOORD Y좌표 VARCH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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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VALUE 중력값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EZ_GRA_D(EEZ 해저광물자원 중력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G_VALUE1 중력값1 NUMBER(16,4)
G_VALUE2 중력값2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EEZ_MAG(EEZ 해저광물자원 자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XCOORD X좌표 VARCHAR2(25)
M_YCOORD Y좌표 VARCHAR2(25)
M_VALUE 자력값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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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EZ_MAG_D(EEZ 해저광물자원 자력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M_VALUE1 중력값1 NUMBER(16,4)
M_VALUE2 중력값2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EEZ_CORE(EEZ 해저광물자원 CORE)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CORE_X X좌표 VARCHAR2(25)
CORE_Y 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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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ST_NAME 관측지점 VARCHAR2(25)
W_DEPTH 관측지점 깊이 VARCHAR2(25)
CO_LENG 코어 길이 VARCHAR2(25)

EEZ_CORE_D(EEZ 해저광물자원 CORE 입도분석 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5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L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SED_TYPE 퇴적물 타입 VARCHAR2(20)

EEZ_S(EEZ 해저광물자원 광물자원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AREA 면적 NUMBER(10,2)
M_NAME 광물자원 VARCHAR2(50)

WSE_SEDI(황해퇴적물 표층퇴적물)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5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S_XCOORD X좌표 VARCHAR2(25)
S_YCOORD 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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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ST_NAME 관측지점 VARCHAR2(25)
W_DEPTH 관측지점 깊이 VARCHAR2(25)

WSE_GRAIN_D(황해퇴적물 표층퇴적물 입도 분석 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5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L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SED_TYPE 퇴적물 타입 VARCHAR2(20)

WSE_MIN_D(황해퇴적물 표층퇴적물 광물분석 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5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L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M_VALUE1 광물 함량 1 NUMBER(16,4)
M_VALUE2 광물 함량 2 NUMBER(16,4)

WSE_ORG_D(황해퇴적물 표층퇴적물 유기물분석 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5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L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O_VALUE1 유기물 함량1 NUMBER(16,4)
O_VALUE2 유기물 함량2 NUMBER(16,4)

WSE_BORING(황해퇴적물 시추입도 분석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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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BORING_X 시추 X좌표 VARCHAR2(25)
BORING_Y 시추 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ST_NAME 관측지점 VARCHAR2(25)
W_DEPTH 관측지점 깊이 VARCHAR2(25)
CO_LENG 코어 길이 VARCHAR2(25)

WSE_BOR_D(황해퇴적물 시추퇴적물 입도 분석 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5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L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SED_TYPE 퇴적물 타입 VARCHAR2(20)

WSE_SUSEI(황해퇴적물 천부탄성파 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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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EEZ_AGG(EEZ/영해기선 당사국간 합의구역)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N_AREA 면적 NUMBER(10,2)
N_NAME 당사국간 합의구간명 VARCHAR2(30)

EEZ_TSEA(EEZ/영해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영해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영해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영해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영해종점Y좌표 VARCHAR2(25)

EEZ_TSEA(EEZ/영해기선 직선기선)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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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SXCOORD 직선기선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직선기선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직선기선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직선기선종점Y좌표 VARCHAR2(25)

EEZ_NAGREE(EEZ/영해기선 직선기점)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SPOINT_X 직선기점 X좌표 VARCHAR2(25)
SPOINT_Y 직선기점 Y좌표 VARCHAR2(25)
B_NAME 기점이름 VARCHAR2(50)

EEZ_TSEA(EEZ/영해기선 특정구역_AREA)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H_AREA  면적 NUMBER(10,2)
NA_NAME 특정구역명 VARCHAR2(20)

EEZ_TSEA(EEZ/영해기선 특정구역_LINE)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특정구역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특정구역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특정구역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특정구역종점Y좌표 VARCHAR2(25)
NA_NAME 특정구역명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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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_KINS(EEZ/영해기선 EEZ관련주장_한국)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EEZ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EEZ종점Y좌표 VARCHAR2(25)
T_SYCOORD EEZ시점X좌표 VARCHAR2(25)
T_EYCOORD EEZ종점Y좌표 VARCHAR2(25)
C_CONTENT EEZ 주장내용 VARCHAR2(50)

EEZ_JINS(EEZ/영해기선 EEZ관련주장_일본)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EEZ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EEZ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EEZ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EEZ종점Y좌표 VARCHAR2(25)
C_CONTENT EEZ 주장내용 VARCHAR2(50)

EEZ_CINS(EEZ/영해기선 EEZ관련주장_중국)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EEZ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EEZ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EEZ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EEZ종점Y좌표 VARCH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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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CONTENT EEZ 주장내용 VARCHAR2(50)

EEZ_MED(EEZ/영해기선 EEZ조정요소)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EEZ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EEZ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EEZ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EEZ종점Y좌표 VARCHAR2(25)
C_CONTENT EEZ경계선조정요소 VARCHAR2(50)

SBED_BM(해저지형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D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D_VALUE1 수심 값1 NUMBER(16,4)
D_VALUE2 수심 값2 NUMBER(16,4)

SBED_BSD(퇴적물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L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SED_TYPE 퇴적물 타입 VARCHAR2(30)

SEA_HAUL(어업자원)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5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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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F_KIND 어업종류 VARCHAR2(50)

F_CATCH_02 어종별어획량_2002년 VARCHAR2(50)
F_CATCH_03 어종별어획량_2003년 VARCHAR2(50)
F_CATCH_04 어종별어획량_2004년 VARCHAR2(50)
F_CATCH_ME 어종별어획량_02~04년도 평균 NUMBER(10,0)
F_CA_02_ID 어종별어획량_2002년_코드 NUMBER(10,0)
F_CA_03_ID 어종별어획량_2003년_코드 NUMBER(10,0)
F_CA_04_ID 어종별어획량_2004년_코드 NUMBER(10,0)
F_CA_ME_ID 어종별어획량_02~04년도 평균_코드 NUMBER(10,0)
F_CATCH_05 어종별어획량_2005년 VARCHAR2(50)
F_CATCH_06 어종별어획량_2006년 VARCHAR2(50)
F_CATCH_07 어종별어획량_2007년 VARCHAR2(50)
F_CATCH_08 어종별어획량_2008년 NUMBER(10,0)
F_CA_05_ID 어종별어획량_2005년_코드 NUMBER(10,0)
F_CA_06_ID 어종별어획량_2006년_코드 NUMBER(10,0)
F_CA_07_ID 어종별어획량_2007년_코드 NUMBER(10,0)
F_CA_08_ID 어종별어획량_2008년_코드 VNUMBER(10,0)

ECS_NB_EWAVE(동중국해 심부탄성파 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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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A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CS_NB_SUSEI(동중국해 천부탄성파 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A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CS_NB_GRA(동중국해 중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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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XCOORD X좌표 VARCHAR2(25)
G_YCOORD Y좌표 VARCHAR2(25)
G_VALUE 중력값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CS_NB_GRA_D(동중국해 중력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G_VALUE1 중력값1 NUMBER(16,4)
G_VALUE2 중력값2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ECS_NB_MAG(동중국해 자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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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XCOORD X좌표 VARCHAR2(25)
M_YCOORD Y좌표 VARCHAR2(25)
M_VALUE 자력값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ECS_NB_MAG_D(동중국해 자력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M_VALUE1 자력값1 NUMBER(16,4)
M_VALUE2 자력값2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LCS_EWAVE(대륙붕한계조사심부탄성파 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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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A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LCS_EWAVE(대륙붕한계조사천부탄성파 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A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LCS_GRA(대륙붕한계조사 중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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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XCOORD X좌표 VARCHAR2(25)
G_YCOORD Y좌표 VARCHAR2(25)
G_VALUE 중력값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LCS_GRA_D(대륙붕한계조사 중력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G_VALUE1 중력값1 NUMBER(16,4)
G_VALUE2 중력값2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LCS_MAG(대륙붕한계조사 자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XCOORD X좌표 VARCHAR2(25)
M_YCOORD Y좌표 VARCH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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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VALUE 자력값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OBS_DATE 관측 일시 VARCHAR2(30)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LCS_MAG_D(대륙붕한계조사 자력분포도)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AREA 분포 면적 NUMBER(10,2)

M_VALUE1 자력값1 NUMBER(16,4)
M_VALUE2 자력값2 NUMBER(16,4)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LCS_SUSEI(대륙붕한계조사천부탄성파항적)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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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PROGRAM_ID 프로그램 코드 VARCHAR2(8)
DATA_ID 데이터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0)

LCS_LINE(대륙붕한계조사대륙붕한계라인)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 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T_SXCOORD 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종점X좌표 VARCHAR2(25)
T_SYCOORD 시점Y좌표 VARCHAR2(25)
T_EYCOORD 종점Y좌표 VARCHAR2(25)
C_CONTENT 대륙붕한계라인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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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TEC_DRILL(JAMSTEC 드릴코어)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STA_DATE 관측시작일 VARCHAR2(12)
END_DATE 관측종료일 VARCHAR2(12)
ST_NAME 관측지점 VARCHAR2(25)

DRIL_X X좌표 VARCHAR2(25)
DRIL_Y Y좌표 VARCHAR2(25)

W_DEPTH 수심 VARCHAR2(25)
CO_LENG 코어 길이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일반사진 압축파일 경로 VARCHAR2(254)

I_COL_IMG 주상도 압축파일 경로 VARCHAR2(254)
I_X_RAY X-Ray 사진 압축파일 경로 VARCHAR2(254)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JAMSTEC_CORE(JAMSTEC 시추퇴적물)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OBS_DATE 관측시기 VARCHAR2(12)
ST_NAME 관측지점 VARCHAR2(25)

나. 국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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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_X X좌표 VARCHAR2(25)
CORE_Y Y좌표 VARCHAR2(25)

W_DEPTH 수심 VARCHAR2(25)
CO_LENG 코어 길이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포토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254)

I_COL_IMG 주상도이미지경로 VARCHAR2(254)
I_PHY_IMG 표색계그래프이미지경로 VARCHAR2(254)
I_X_RAY X-Ray 이미지경로 VARCHAR2(254)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M_INSTR 관측방법  VARCHAR2(50)

JAMSTEC_GRA(JAMSTEC 중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XCOORD X좌표 VARCHAR2(25)
G_YCOORD Y좌표 VARCHAR2(25)
G_ABS_VAL  선상중력계값 VARCHAR2(25)
G_FRE_VAL 후리에어값 VARCHAR2(25)

DEPTH 수심값 VARCHAR2(25)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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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OBS_DATE 관측시기 VARCHAR2(12)

JAMSTEC_MAG(JAMSTEC 자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XCOORD X좌표 VARCHAR2(25)
M_YCOORD Y좌표 VARCHAR2(25)

X_COMP 　선상자력계의 X 성분값 NUMBER(8,2)
Y_COMP 　선상자력계의 Y 성분값 NUMBER(8,2)
Z_COMP 　선상자력계의 Z 성분값 NUMBER(8,2)

M_ABS_VAL 　선상자력계의 전체값 NUMBER(8,2)
DEPTH 　수심 VARCHAR2(25)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RAW_FILE 　중력자료의 Raw data 파일의 경로 VARCHAR2(200)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OBS_DATE 관측시기 VARCHAR2(12)

JODC_GRA(JODC 중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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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명 속성명 속성 설명 속성 유형 제약조건

G_XCOORD X좌표 VARCHAR2(25)
G_YCOORD Y좌표 VARCHAR2(25)
G_ABS_VAL  선상중력계값 VARCHAR2(25)
G_FRE_VAL 후리에어값 VARCHAR2(25)

DEPTH 수심값 VARCHAR2(25)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OBS_DATE 관측시기 VARCHAR2(12)

JODC_MAG(JODC 자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XCOORD X좌표 VARCHAR2(25)
M_YCOORD Y좌표 VARCHAR2(25)

X_COMP 　선상자력계의 X 성분값 NUMBER(8,2)
Y_COMP 　선상자력계의 Y 성분값 NUMBER(8,2)
Z_COMP 　선상자력계의 Z 성분값 NUMBER(8,2)

M_ABS_VAL 　선상자력계의 전체값 NUMBER(8,2)
DEPTH 　수심 VARCHAR2(25)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RAW_FILE 　중력자료의 Raw data 파일의 경로 VARCHAR2(200)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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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명 속성명 속성 설명 속성 유형 제약조건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OBS_DATE 관측시기 VARCHAR2(12)

MGDS_SUSEI(MGDS 천부탄성파)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STA_DATE 관측시작일 VARCHAR2(12)
END_DATE 관측종료일 VARCHAR2(12)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SEG_Y SEG-Y 파일 경로 VARCHAR2(200)
I_IMAGE 이미지파일 경로 VARCHAR2(200)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NGDC_GRA(NGDC 중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G_XCOORD X좌표 VARCH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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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명 속성명 속성 설명 속성 유형 제약조건

G_YCOORD Y좌표 VARCHAR2(25)
G_ABS_VAL  선상중력계값 VARCHAR2(25)
G_FRE_VAL 후리에어값 VARCHAR2(25)

DEPTH 수심값 VARCHAR2(25)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OBS_DATE 관측시기 VARCHAR2(12)

NGDC_MAG(NGDC 자력)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M_XCOORD X좌표 VARCHAR2(25)
M_YCOORD Y좌표 VARCHAR2(25)

X_COMP 　선상자력계의 X 성분값 NUMBER(8,2)
Y_COMP 　선상자력계의 Y 성분값 NUMBER(8,2)
Z_COMP 　선상자력계의 Z 성분값 NUMBER(8,2)

M_ABS_VAL 　선상자력계의 전체값 NUMBER(8,2)
DEPTH 　수심 VARCHAR2(25)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RAW_FILE 　중력자료의 Raw data 파일의 경로 VARCHAR2(200)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IMAGE 이미지파일경로 VARCHAR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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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명 속성명 속성 설명 속성 유형 제약조건

I_TEXT 텍스트파일경로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OBS_DATE 관측시기 VARCHAR2(12)

NGDC_SUSEI(NGDC 천부탄성파)

S_NAME 소스데이터명 VARCHAR2(20)
S_LNAME 소스데이터레이어명 VARCHAR2(20)
O_DATE 자료입수일 DATE
O_NAME 자료제공기관 VARCHAR2(20)

STA_DATE 관측시작일 VARCHAR2(12)
END_DATE 관측종료일 VARCHAR2(12)
T_SXCOORD 항적시점X좌표 VARCHAR2(25)
T_EXCOORD 항적시점Y좌표 VARCHAR2(25)
T_SYCOORD 항적종점X좌표 VARCHAR2(25)
T_EYCOORD 항적종점Y좌표 VARCHAR2(25)

I_DATE 탐사연도 VARCHAR2(10)
I_SEG_Y SEG-Y 파일 경로 VARCHAR2(200)
I_IMAGE 이미지파일 경로 VARCHAR2(200)
REMARK 추가설명 VARCHAR2(100)

FOR_META 국외자료메타정보 코드 VARCHAR2(8)
OBS_ID 관측 코드 VARCHAR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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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포터블�통합DB

사용자�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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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기 / 1단계-폴더보안 인증

사용자가 포터블 통합DB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보안인증을 
통과해야한다. 보안인증은 단계별로 진행되어야하며 모두 인증되어야 시스템에 로
그인되어 사용 할 수 있다.

(1) 1단계-폴더보안 인증

번호 설명

1  시작메뉴의 “FolderSafe”를 실행시킨다.

2  폴더보안 솔루션에서 잠금 암호를 입력한다.

3  “보이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폴더를 해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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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기 / 2단계-USB보안 인증

(2) 2단계-USB보안 인증

번호 기능설명

1  보안 USB를 장착하고 USBSAFE 보안솔루션의 “보안영역관리”를 클릭한다.

2  “보안영역” 버튼을 클릭한 후 보안 암호를 입력하여 보안키를 보안 해제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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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기 / 3단계-시스템 로그인

(3) 3단계-시스템 로그인

번호 기능설명

1  시스템의 “포터블 통합DB”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입력창에 포터블 통합 DB시스템 보안암호를 입력한다.

3  3단계 보안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포터블 통합 DB 시스템이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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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기 / 메인화면

(4) 메인화면
메인화면은 과학자료 검색 시스템과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다층 메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스템 별로 하위 탭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GIS 도구도 제공한다.

번호 설명
1 지도 영역
2 과학자료 통합DB, 경제성 시나리오 분석 선택 탭
3 하위 탭 메뉴
4 레이어 선택
5 레이어 적용 버튼
6 지도 제어 관련 메뉴버튼
7 인덱스 맵
8 좌표와 축척 정보
9 최소화, 최대화, 종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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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도도구 / 확대

지도의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지도제어(확대/축소/이동/전체보기 등) 기능과 측
정(거리, 면적, 반경, 지우기), 상세조회, 레이어 편집, 출력/저장, 위성영상/일반영
상 선택 기능이 있다.

(1) 확대
지도상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고정비율 확대), 또는 드래그 앤 드롭(드래그 

영역으로 확대)을 통해 지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확대" 버튼을 클릭하여 확대 모드로 변경한다.
2 마우스 좌측버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확대할 영역을 작도한다.
3 사용자가 작도한 영역으로 지도를 확대하여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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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도도구 / 축소

(2) 축소
지도상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고정비율 축소), 또는 드래그 앤 드롭(드래그 

영역 비율로 축소)을 통해 지도 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지도 도구에서 "축소" 버튼을 클릭하여 축소 모드로 변경한다.
2 마우스 좌측버튼 드래그 앤 드롭 또는 클릭으로 축소할 비율을 작도한다.
3 사용자가 작도한 비율로 지도를 축소하여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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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이동

(3) 이동
지도상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 드래그 앤 드롭(드롭한 영역으로 지도 이동)을 통

해 지도 영역을 이동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 모드로 변경한다.
2 마우스 좌측버튼 드래그 앤 드롭(이동할 영역에서 드롭)한다.
3 사용자가 드롭한 영역으로 지도를 이동하여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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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전체보기

(4) 전체보기
지도도구의 "전체보기" 기능은 지도상에 추가된 레이어의 공간적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영역으로 지도를 이동한다. 지도상에 별도의 마우스 조작 없이 "전체
보기" 버튼 클릭만으로 작동한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추가 레이어의 전체영역으로 지도를 이동하여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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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다시그리기

(5) 다시그리기
지도도구의 "다시그리기" 기능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중첩되어 지도 로딩이 느

려질 경우 등의 경우에 지도화면의 레이어를 다시 로드하는 기능이다. 지도상에 
별도의 마우스 조작 없이 "다시그리기" 버튼 클릭만으로 작동한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다시그리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지도화면에 적용하였던 레이어를 다시 로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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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거리측정

(6) 거리측정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지도상에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작도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거리" 버튼을 클릭한다.

2 마우스 좌측버튼 드래그 앤 드롭(이동할 영역에서 드롭)한다.
위치에서 마우스 좌측버튼을 더블클릭한다.

3 지도상에서 작도한 거리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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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면적계산

(7) 면적계산
면적을 측정하는 기능으로, 지도상에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작도하여 

면적을 측정한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면적" 버튼을 클릭한다.

2 마우스 좌측버튼 드래그 앤 드롭(이동할 영역에서 드롭)한다.
위치에서 마우스 좌측버튼을 더블클릭한다.

3 지도상에서 작도한 면적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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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반경측정

(8) 반경측정
반경을 측정하는 기능으로, 지도상에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작도하여 

반경을 측정한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반경" 버튼을 클릭한다.

2 마우스 좌측버튼을 중심점에 클릭 후 드래그 앤 드롭 한다.
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좌측버튼을 더블클릭한다.

3 지도상에서 작도한 반경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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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지우기

(9) 지우기
측정을 위하여 지도상에 작도하였던 흔적을 지우는 기능으로 지도상에 별도의 

마우스 조작 없이 "다시그리기" 버튼 클릭만으로 작동한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이전화면" 버튼 클릭한다.
2 지도상에 작도하였던 흔적을 모두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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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상세정보 조회

(10) 상세정보 조회
사업별 검색에서 지도상에 표출된 레이어를 상세조회 하는 기능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택이 가능하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2
지도상에서 조회할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위치의 레이어 
목록이 나타난다. 레이어 목록에서 조회할 레이어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 
한다. 

3 선택한 레이어 상세 정보창이 팝업창으로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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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도구 / 레이어 편집

(11) 레이어 편집
지도화면에서 레이어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으로 레이어의 투명도와 크기, 레이

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레이어편집" 버튼을 클릭한다.
2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한다.

3 레이어 라인의 크기를 조절한다. 

4 레이어 순서를 조정한다.



－ 379－

2. 지도도구 / 출력/저장

(12) 출력/저장
자료출력기능으로 지도화면을 이미지파일(JPEG, BMP, GIF, PNG)로 저장하거

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지도도구에서 "출력/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2 출력할 화면 영역을 설정한다.
3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화면을 팝업창으로 호출한다. 
4 “취소”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저장을 취소한다.
5 팝업창으로 호출된 출력/저장 미리보기한다. 

6 미리보기에서 확대/축소/이동/전체화면 기능으로 미리보기 지도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

7 출력할 지도화면이다. 
8 “프린터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를 설정한다. 
9 “이미지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파일로 저장한다.
10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프린터로 인쇄한다.



－ 380－

2. 지도도구 / 바탕지도 선택

(13) 바탕지도 선택
지도화면의 베이스맵을 일반지도와 위성영상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일반영상“ 버튼을 클릭하면 베이스 맵이 일반영상으로 전환된다.
2 “위성영상“ 버튼을 클릭하면 베이스 맵이 위성영상으로 전환된다. 



－ 381－

3. 과학자료 통합 DB / 사업별 검색 / 국가해양기본도

(1) 사업별검색
사업별로 분류된 과학자료 목록에서 체크박스 on/off를 통해 과학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 국가해양기본도

번호 설명

1 지도화면에 적용할 레이어를 선택한다.

2 선택한 레이어를 지도화면에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3 선택한 레이어가 지도화면에 표출된다.



－ 382－

3. 과학자료 통합 DB / 사업별 검색 / EEZ 광물자원, 황해동중국해퇴적물

□ EEZ 광물자원

□ 황해동중국해퇴적물



－ 383－

3. 과학자료 통합 DB / 사업별 검색 / 동중국해북부지질구조, 대륙붕한계조사

□ 동중국해북부지질구조

□ 대륙붕한계조사



－ 384－

3. 과학자료 통합 DB / 사업별 검색 / 해저지질도, 어업통계자료

□ 해저지질도

□ 어업통계자료



－ 385－

3. 과학자료 통합 DB / 사업별 검색 / 심볼 색상 설정

□ 심볼 색상 설정
사업별 검색에서 레이어를 지도화면에 적용 후 포인트 형태의 레이어의 심볼의 

색상을 설정 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심볼 설정 버튼을 클릭한다.
2 심볼설정 팝업창이 호출된다. 
3 색상을 선택한다.
4 크기설정을 원할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 후 크기를 지정한다.
5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심볼이 설정한다.  
6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심볼이 초기화 된다.



－ 386－

3. 과학자료 통합 DB / 통합검색 / 지점검색

과학자료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 입력, 지점검색, 반경
검색, 다각형검색 기능을 구현하였고 각 기능을 조합하여 정확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 지점검색

번호 설명
1 검색조건을 사업, 항목, 연도별로 선택한다.
2 검색할 지점의 좌표를 직접 입력한다.

3 “지도에서 선택”버튼을 클릭한 후 지도화면에서 드래그, 클릭으로 위치를 지정
한다.

4 입력한 좌표를 지도화면에 적용한다. 
5 입력, 선택한 지점이 지도화면에 표출한다. 
6 선택, 입력한 항목을 초기화 한다.
7 선택, 입력한 조건으로 DB를 검색한다. 
8 검색한 지점에 포함되는 레이어 항목을 표출한다. 



－ 387－

3. 과학자료 통합 DB / 통합검색 / 반경검색

□ 반경검색

번호 설명
1 검색조건을 사업, 항목, 연도별로 선택한다. 
2 검색할 반경의 중심점 좌표와 반경을 직접 입력한다.

3 “지도에서 선택”버튼을 클릭한 후 지도화면에서 클릭, 드래그로 위치를 지정
한다.

4 입력한 반경좌표를 지도화면에 적용한다. 
5 입력, 선택한 반경이 지도화면에 표출된다.
6 선택, 입력한 항목을 초기화한다. 
7 선택, 입력한 조건으로 DB를 검색한다.
8 검색한 지점에 포함되는 레이어 항목이 표출된다.



－ 388－

3. 과학자료 통합 DB / 통합검색 / 다각형검색

□ 다각형검색

번호 설명
1 검색조건을 사업, 항목, 연도별로 선택한다. 
2 좌표를 입력한다.
3 입력한 좌표를 다각형의 꼭지점 좌표로 추가한다.
4 다각형 꼭지점 좌표 리스트에서 선택한 좌표를 수정한다. 
5 다각형 꼭지점 좌표 리스트에서 선택한 좌표를 삭제한다. 
6 다각형 꼭지점 좌표 리스트가 표출된다.

7 “지도에서 선택”버튼을 클릭한 후 지도화면에서 클릭, 드래그로 다각형 좌표를  
지정한다.

8 입력한 다각형 좌표를 지도화면에 적용한다.
9 입력, 선택한 다각형이 지도화면에 표출한다. 
10 선택, 입력한 항목을 초기화한다.
11 선택, 입력한 조건으로 DB를 검색한다. 



－ 389－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가상시나리오

(1) 가상시나리오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의 가상시나리오에서는 황해/동중국해/동해의 시

나리오를 지도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고, 시나리오별 자원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시나리오 및 영해기선, 자원분포 레이어를 지도에 표출하고 레이어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다.

2 레이어 선택과정에서 레이어의 체크박스에 선택된 레이어가 지도화면에 표출
된다.

3 선택한 레이어의 정보를 보여준다.
4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가상시나리오를 분석한다. 
5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팝업창으로 보여준다.
6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시나리오의 상세정보 창을 호출한다.
7 가상 시나리오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 390－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가상시나리오



－ 391－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사용자시나리오 / 메뉴구성

(2) 사용자시나리오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의 사용자시나리오 메뉴에서는 황해/동중국해/동해의 중

단점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임의의 중간선을 생성하고 이를 자원데이터와 중첩분석 
할 수 있다.

□ 메뉴 구성

번호 설명

1 사용자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2 기존에 저장하였던 사용자 시나리오를 불러온다.

3 생성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로컬 DB에 저장한다. 

4 생성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삭제한다.

5 생성된 사용자시나리오의 중간점 좌표를 확인한다. 



－ 392－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사용자시나리오 / 중간선 생성 및 편익분석

□ 중간성 생성 및 편익분석

번호 설명
1 시나리오 생성을 위해 “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2 해역 선택 팝업 창에서 시나리오를 생성할 해역을 선택한다.

3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중간성 생성 팝업창을 호출한다. 

4 국가 별 기점을 선택, 해제한다.

5 시나리오의 명칭, 설명을 입력한다.

6 “중간성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간선을 생성한다. 

7 지도화면에 사용자가 생성한 중간선과 삼각망이 표출된다. 

8 사용자시나리오 리스트에 추가된 사용자시나리오를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편익분석을 시작한다. 

9 편익분석 현황을 표시한다.

10 팝업창으로 표출된 편익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 393－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사용자시나리오 / 중간선 생성 및 편익분석

 



－ 394－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사용자시나리오 / 열기

□ 열기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다.

번호 설명

1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지정된 사용자파일 저장 폴더의 파일이 보인다.

3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에 추가한다.

4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시나리오 파일 열기를 취소한다.



－ 395－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사용자시나리오 / 저장

□ 저장
생성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저장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2 지정된 사용자파일 저장 폴더가 보인다. 

3 파일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4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시나리오 파일 저장을 취소한다. 



－ 396－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사용자시나리오 / 삭제

□ 삭제
사용자시나리오 리스트에 추가된 사용자시나리오를 삭제 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2 삭제 확인 팝업창이 호출된다.  

3 “예”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4 “아니오”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시나리오 파일 삭제를 취소한다. 



－ 397－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사용자시나리오 / 좌표확인

□ 좌표확인

번호 설명

1 생선된 중간선의 좌표를 “좌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2 팝업창으로 중간선의 중간점 좌표 정보를 확인한다.

3 “지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의 중간점이 지도위에 표시된다.

4 지도위에 하이라이트 되어 표시된 중간점이다.

5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중간선 좌표 확인 창을 닫는다.



－ 398－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 분석 / 기준 레이어 선택

경계획정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의 경제성분석 메뉴에서는 황해/동중국해/동해의 
시나리오를 지도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고, 같은 수역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여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의 손익을 그래프로 볼 수 있다.

(3)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기준 레이어 선택 → 대상 레이어 선택 → 가격정보 선택 → 분

석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 기준 레이어 선택 

번호 설명

1 분석할 첫 번째 시나리오를 “기준” 버튼을 클릭한다.

2 “기준” 버튼으로 클릭한 레이어가 지도화면에 파란색 Polyline으로 표출된다.

3 선택한 레이어의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 399－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 분석 / 대상 레이어 선택

□ 대상 레이어 선택

번호 설명

1 분석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동일 해역 내에서 “대상” 버튼으로 클릭한다.

2 “대상” 버튼으로 클릭한 레이어가 지도화면에 파란색 Polyline으로 표출된다. 

3 선택한 레이어의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 400－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 분석 / 가격정보 선택

□ 가격정보 선택 

번호 설명
1 분석에 적용할 가격정보를 선택한다.



－ 401－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 분석 / 분석

□ 분석

번호 설명
1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경제성 분석을 시작한다.
2 경제성 분석 작업 중 임을 표시한다.



－ 402－

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 분석 / 분석결과

□ 분석결과

 

번호 설명
1 어업자원의 어획량과 경제적 가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경제성 분석결과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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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 분석 / 가격정보 관리

□ 가격정보 관리
경제성 분석에 적용할 가격정보를 작성,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가격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해양가격정보관리 창을 호출한다.

2 기준연도를 ComboBox로 선택한다.

3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가격정보를 입력한다. 

4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ComboBox에서 선택한 가격정보를 수정한다. 

5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ComboBox에서 선택한 가격정보를 삭제한다. 
6 해양가격정보의 내용입니다. TextBox를 클릭하여 열람, 수정할 수 있다. 
7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양가격정보관리 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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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획정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 분석 / 가격정보 등록

□ 가격정보 등록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가격정보를 새로 등록할 수 있다.

번호 설명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해양가격정보를 등록한다.

2 기준연도를 입력한다.

3 TextBox를 클릭하여 해당 가격정보를 입력한다.

4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가격정보를 저장한다. 

5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해양가격정보 등록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