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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특보구역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을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안면도 서쪽 평수구역’으로 분리

□ 대전지방기상청 청장 박훈 은 6월 29일(월)부터 ‘충남북부앞바다 중
(

)

평수구역’을 ‘가로림만 당진 평수구역’, ‘안면도 서쪽 평수구역’으로
분리하여 특보 업무를 운영한다.

□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해상에 대해 구역을 지정하여 해상 예 특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상에 대한 특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상상태가 인근 예보구역과 크게 상이한 해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대전지방기상청은 서산시 , 당진시, 태안군 , 홍성군 관할 해역의
충남북부앞바다와 보령시 , 서천군 관할 해역의 충남남부앞바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충남북부앞바다는 태안반도 북쪽의 가로림만
인근과 안면도 서쪽의 해상을 특정관리해역인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은 해상에 돌출된 태안반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해역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있어, 풍랑특보
발표 시 상대적으로 기상상태가 양호한 해역의 해상활동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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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역별 관측 장비를 확충하고, 지리적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해역 분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 해역 (가로림만 인근 , 안면도 서쪽 )을 별도의 평수구역으로
분리하기로 하였다 .

□

박훈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해상 특보구역

“

조정으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 해상활동 시간이
확대되어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해상 예 특보구역

2.

해상 예 특보구역 분리 비교

(2020.6.2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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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상 예‧특보구역 [2020.6.29. 이후]

서해중부해상 북위 36도선에서 북위 38도선까지의 서해역
서해의 백령도, 소청도, 소연평도, 우도, 덕적도,
서해중부앞바다 선갑도, 울도, 궁시도, 대길산도, 말도 지점을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해역중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북부앞바다 서해중부앞바다
홍성군의 관할 해역
인천광역시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도 서단을
가로림만 당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평수구역 지나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를 연결한 선 안쪽
구역 중 충남북부앞바다 해당구역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를 지나
안면도 서쪽 보령시 삽시도 남서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안쪽
평수구역 구역 중 천수만 평수구역을 제외한
충남북부앞바다 해당구역
충남북부앞바다 중 안면대교와 안면도, 보령시
천수만
월도, 허육도, 소도 남쪽 끝단과 안면도
평수구역 오천항과
영목항을 연결한 선의 안쪽해역
충남남부앞바다 서해중부앞바다 해역중 보령시, 서천군의 관할 해역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를 지나
보령시 삽시도 남서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안쪽
중 충남남부앞바다 해당구역과 충청남도
충남남부앞바다 구역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중 평수구역 방죽도(방축도)
동단을 지나 관리도(관지도)
북단을 연결한 선 안쪽 구역 중 충남남부앞바다
해당구역
제외한 해역으로 먼바다의 바깥경계는
서해중부먼바다 앞바다를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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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해상 예‧특보구역 분리 비교

기존

분리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
안면도 서쪽 평수구역
세부범위
< 가로림만 당진 평수구역 >
인천광역시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인천광역시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문갑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지나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지나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를 연결한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를 연결한 선 안쪽 구역 중 충남북부앞바다
선 안쪽 구역 중 충남북부앞바다 해당구역
해당지역과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를 지나 보령시
< 안면도 서쪽 평수구역 >
삽시도 남서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안쪽 구역 중 천수만 평수구역을 외도를 지나 보령시 삽시도
제외한 충남북부앞바다 해당구역 남서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안쪽
구역 중 천수만 평수구역을 제외한
충남북부앞바다 해당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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