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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핸강千滿의 차가 크고 수 

심이 얄으며， 해안선의 드나들슴이 심하고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광대한 규모의 千펌地(tidal flat) 

가 분포하며， 그 규모는 유럽의 北海 V삼뿜과 美國

의 南東部 治뿜의 간석지와 함께 세계적이다. 

간석지는 陸上生態係와 海품生態係가 만나 어 

우러지는 곳으로 地形·生態的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재는 千花事業의 대 

상지로서 여러 가지 環境問題가 야기되고 있는 곳 

이기도 하다. 

간석지는 植生이 정착하여 있는 醒生灌地와 식 

생이 정착하여 있지 않은 갯벌로 나눌 수 있는데， 

염생습지는 식생이 정착하여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의 ‘갯벌’과는 지형·생태적으로 그 개념의 차이를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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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염생습지의 발달 메커니즘 

염생습지는 湖流에 의한 堆積作用으로 형성된 

高位千웹地로서(그림 1), 海水의 영향을 상대적으 

로 덜 받음에 따라 식생이 정착하여 있다. 따라서 

염생습지는 海뿜生態係가 陸上生態係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堆積物의 특 

성을 밝히는 것은 염생습지 생태계의 특정을 파악 

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Chabreck， 

1987). 또한 염생습지 퇴적물은 지형학자들에게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유근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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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홀로세 (Holocene) 이후 全地球的인 海水面 지형에 따라 독특한 植生群이 형성되며 각각의 식 

昇降運動을 밝히는 좋은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생군 및 성장 형태는 局地的인 지형 및 경사를 반 

(Viles, 1990). 

그러나 우리나라의 염생습지는 간척의 주요 대 

상 지역으로서 日帝時代 이후 대부분이 千拍地로 

전환되어 지금은 그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2)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염생습지를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대부분 간척사 

업으로 인해 형성된 염생습지를 대상으로 하였거 

나(閔內未， 1988; 서종철， 1994), 식생이 없는 간석 

지를 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權械在， 1974), 

그 연구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염생습지 

의 생태적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生物學 분야에서 

植物分類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지만(홍영호 

外， 1979; 金俊鎬·吳桂七， 1982), 地理學 분야에서 

는 그 前例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생습지 퇴적물의 특성 

과 발달과정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 

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갯벌 퇴적물과 比較

짧究를 수행하고자 한다(Stumpf， 1983).3) 이러한 

연구는 나아가서 염생습지 생태계의 특징을 파악 

하는 하나의 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지역내 갯벌， 低位灌地， 高位灌地의 

地形 및 植生調좁를 실시한다. 

둘째， 염생습지 퇴적물의 物理·化學的 특징을 

조사한다. 

셋째， 염생습지 퇴적물의 生塵性을 결정하는 대 

표적인 營養體類인 全室素의 농도를 측정한다. 

넷째， 이와 같은 실험결과 및 懶流의 類型， 植生

分布 類型을 지 형 별로 比較·縮合함으로써 강화도 

염생습지 퇴적물의 특정을 종합한다. 

2. 이론적 배경 

염생습지는 陸上環境의 특정과 海품環境의 특 

정을 동시에 갖고 조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物理的 메커니즘과 生物學的 페커니즘이 결합되 

어 나타나는 지 형 이 q(Reed. 1990). 염 생 습지 는 지 

면의 경사가 일반적으로 아주 완만하고 고도의 변 

화가 크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 한다(Dennis ， 1981). 

염생습지는 湖流에 의해 운반된 미세한 물질이 

퇴적되어 발달한다.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간 

석지가 성장하여 고도가 높아지면 조류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염생식생의 定훌이 가능한 환경으 

로 변화하게 되어 염생습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염생습지의 식생은 퇴적물 고착능력을 향 

상시켜 염생습지의 성장을 돕는다. 즉 간석지내 

염생습지는 형성 초기에는 급격히 발달하지만， 고 

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해수의 영향을 털 

받게 되어 퇴적물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식생과 

퇴적물이 平衝을 이루게 되어 육상생태계화 된다 

(그림 2). 따라서 염생습지는 발달과정에 따라 高

位浪地와 低位顯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분의 

기준은 염생습지의 高度 및 염생습지에 정착해 있 

는 植生의 種類이다. 

/ 
/ 

/ 

/ 
/ 

/ 
/ 

• 
시간의 경과 

그림 2. 염생습지의 퇴적작용과 고도 번화와의 관계 
출처 : Adam , 1992, p.21. 

일반적으로 염생습지의 수직적인 성장은 다음 

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 퇴적물의 量과 種類，

둘째， 퇴적물 등을 浮游시키고 이동시키는 漸流

및 波浪에너지， 

셋째， 식생의 퇴적물 固看能力 등이다. 

이 외에도 염생습지의 수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해수면 승강운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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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해수면 상승률이 堆積率을 앞서게 되면 염 

생습지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De Laune et al., 

1983).4) 따라서 염생습지 퇴적물내 피트층과 탄소 

동위원소(14C)는 과거 홀로세 (Holocene) 이후 나 

타났던 전세계적인 해수면 승강운동을 규명하는 

중요한 지시자 역할을 한다(Rampino ， 1979; 朴容

安， 1969).5) 

따라서 염생습지 퇴적률에 대한 연구는 염생습 

지의 발달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외국 

에서는 일찍이 이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6) 

Harrison & Bloom은 나무막대와 금속성 물감 

을 이 용한 marker technique 방법 으로 퇴 적 률을 

조사하였다(Harrison & Bloom, 1977). 그 결과 미 

국 동부 Connecticut의 염생습지의 퇴적률은 지난 

10년 동안 2mm-6mrrνyr라고 하면서 퇴적률은 

조석간만의 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 또한 이들은 염생습지내 때體動物의 분포와 

퇴적률간에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Pethick은 미국 남동부의 염생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의 연령 및 습지표면의 고도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퇴적률이 0.002cm -1.7cm/yr임을 回歸式

으로 밝혀 내 었으며 (Pethick, 1981), Hotton et al. 

는 염생습지 퇴적물내 137CS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염생습지의 퇴적률을 조사하여 ， Louisiana 염생습 

지의 퇴적률이 1.3cm/yr라고 하였다(Hotton et 

al., 1983). 

저위습지 
1-

대조의 만조 

地理學論蕭 第25號(1995. 2). 

일반적으로 염생습지의 堆積率을 결정하는 데 

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 

이 식생의 密度이다. 따라서 季節別 식생의 분포 

정도에 따라 퇴적률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 

근에는 계절별 퇴적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인식되고 있다 7) 

염생습지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境界地帶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營

養醒類(nutrient)와 에너지가 풍부하다. 염생습지 

에 密生하는 식생과 다양한 생물， 그리고 풍부한 

영양염류로 말미암아 염생습지에는 매년 단백질 

의 양이 倍)JIl되어 염생습지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로 간주된다(Odum. 1976). 또한 염생습지 

의 진흙에 자생하는 핏類도 염생습지의 생산성에 

주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염생습지에는 i뺑9流를 따라 많은 영양염류가 유 

입되는데， 밀물이나 썰물 때에 비중이 작은 淡水

가 魔水위를 흐르고 뒤이어 꿇直뻐流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잘 보전된다(그림 4). 또한 습 

지 밑바닥에 밀생하고 있는 게(crab) ， 망둥이 (mud 

clipper) 등의 생물이 효과적으로 영양을 흡수하여 

보존한다. 

이러한 영양염류 중 염생습지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室素(N)를 들 수 있다. 

질소는 단백질을 이루는 주 요소로 憐(P)과 더불 

어 생태계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시자이 

다. 염생습지는 질소를 변형시키고 醒化物을 받아 

·μ 
고위습지 

육상생태계 

R 

‘- 지하수위 

(담수) 

그림 3. 염생습지의 일반적인 단면도 
출처 : Carter, 1992,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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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염생습지내 영양염류 순환 
출처: 朴東源·孫明遠， 1988, p.61. 

들이며 還元物을 배출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더 

많은 질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그림 5). 

그림 5. 염생습지내 질소의 유출입 과정 
출처 : Chabreck, 1987, p.32. 

3. 연구지역 

본 연구지역인 江華島 外浦里의 염생습지 지형 

에는 갯벌과 염생습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염 

생습지 퇴적물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지역 

이다. 

본 연구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강화도는 江華大

橋를 사이에 두고 金浦都과 인접하여 있다. 강화 

도는 본래 金浦半島에 陸屬되었던 것인데 장기간 

의 漫飯으로 평 탄화된 후， 沈降運動으로 主峰인 

落照峰(343m) ， 高麗山 (436m) ， 麻尼山(468m) 등 

여러 개의 1Í:陸性 島뼈로 분리되었다. 그 후 漢江，

臨律江에서 유출되는 土妙의 퇴적작용으로 이들 

섬은 김포지방과 연결되어 다시 陸界島化되었다. 

그 후 醒河가 한강에서 分流되면서 그 頻部를 침 

식하여 유로를 형성하게 되어 강화도는 한 개의 

독립된 큰 섬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低位 침식 

평탄면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여 排地率이 43.6% 

로 매우 높고 특히 排地의 2/3 이상이 논으로 이 

용된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90). 과거에는 넓은 

면적의 염생습지가 분포하였으나 高麗時代에 처 

음 간척 사업이 시작되고 이후 일제시대에 대부분 

이 논으로 간척되어 현재는 그 모습을 찾기가 힘 

들다 

본 연구지역은 강화도 서쪽의 내가면 외포 1리 

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북위 3T 42' , 동경 126
0 

22' 

에 위치하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席毛島와 인접하여 있으며， 북쪽에는 國壽山

에 인접하여 있다. 본 지역은 식생이 정착하여 있 

는 염생습지와 식생이 정착하여 있지 않은 갯벌이 

동시에 나타나며， 다시 염생습지는 防漸提를 경계 

로 고위습지와 저위습지로 나누어진다. 

강화도의 t也質은 하부로부터 先캠브리아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片岩’과 이와는 관계 미상 

인 ‘江華 花園片麻岩’이 분포한다. 그 위에 이들을 

不正合으로 덮는 쥐라기의 ‘金浦層’이 있으며， 이 

들 암층을 白뿔紀 ‘뺨尼山 花關岩’과 ‘服岩類’들이 

관입하였고， 최상부에는 저11471 충적암이 부정합으 

로 덮는다 8) 

강화도의 약 80%는 강화 화강편마암(주로 흑운 

모， 석영， 장석， 편마암)으로 되어 있고， 남단에는 

마니산 화강암(흑운모， 각섬석， 화강암)이 분포한 

다. 김포층(또는 통진층)은 동쪽 해안의 용정리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주로 傑岩으로 구성되며， 妙岩

과 셰일이 소규모로 존재한다. 

강화도가 속해 있는 京鍵道 地域은 콰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D1 기후에 속하여 寒暑의 차이가 

심한 大陸性 氣候의 특정을 나타낸다. 겨울에는 

北西 季節風의 영향으로 低溫乾操한데 비해 여름 

에는 高溫多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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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의 연 강수량은 대체로 1,000mm 내 

외인데， 강화도와 같은 해안지역은 지형적 영향으 

로 연 900mm의 小雨地로서 연중 쾌청일수， 증발 

량， 일조시수가 길어 염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때 

튼튼Iiiiiiiiõii 

그림 6. 연구지역의 위치도9) 

갖추고 있다. 

한편 강화도는 같은 繹度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온난하다. 따라서 탕나무， 동백나무， 초피 

나무， 보양목， 이다나무 등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 

는 援帶性 식물이 분포하여 특이한 식물경관을 이 

룬다.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우선 퇴적물의 試{'::I 採1& 방법으로는， 저위습지 

와 고위습지에서는 길이 1.5m, 지름 75mm의 알루 

미늄 파이프로 교란되지 않은 시료 1m를 채취하 

였다. 그리고 갯벌에서는 장비의 이동이 불가능하 

였기 때문에 길이 80cm 지름 75mm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교란되지 않은 시료 50cm를 채취하였 

다 

채취 지점은 각 지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였으며， 특히 고위습지에서는 淡水

가 고여 있지 않은 곳에서 채취하였다. 그리고 저 

위습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관계로 갯벌 

에 가까운 곳과 고위습지에 가까운 곳， 2곳에서 채 

취하였다. 

다음에， 염생습지는 식생으로 특징지워지는 지 

형이므로， 각 지역을 특징지울 수 있는 식생군을 

선정한 후 그 식생군에 1mx1m의 방형구를 설치 

하고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식생의 빈도수를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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堆積物의 物理的 特性을 알아보기 위해 斷面記

述과 함度分析을 시행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곧바 

로 실험실로 옮겨 절개한 뒤， Munsell Soil Color 

Chart를 이용하여 土色을 중심으로 斷面을 기술 

하고 堆積構造를 살펴본 후， 절개한 시료를 5일간 

陰乾한 후 다시 한번 단면을 기술하고 퇴적구조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연구지역에 나타나 있는 퇴적 

구조를 野外調효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陰乾

試料 약 lOg을 500ml 비 이 커 에 담아 30% 과산화 

수소수(H202)를 가하여 유기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응시킨 후 염분을 제거한다. 이 시료를 4 

φ(0.0632mm)체에 통과시켜 4φ 이하 입자를 

1,000ml 실린더에 분리하고 4φ 이상의 모래는 오 

븐에 넣어 105
0

C 에서 건조시킨 후 정밀저울로 무 

게를 측량하였다.4φ 이하의 입자는 확산제(칼곤 

용액)를 가하여 확산시킨 후 침전법에 따라 피멧 

을 이용하여 입자 크기별로 각각 50ml를 추출한， 

다음 105
0

C 에서 건조시킨 후 건조 중량을 측정하 

였 다(ASA， 1965). 

Jif:積物의 化學的 分析을 위해서는 有機物 含-많 

(O.M.) , 이온뿜度 分析， pH와 電氣傳導度(E.C) ， 轉

類度， 그리고 소쫓素량을 분석하였다. 

우선 음건시료를 도가니에 넣고 105
0

C 에서 48 

시간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에서 식히고 무게플 

측정하였다. 그 후 550
0C 작열기에서 5시간 작열 

시킨 후 데시케이터에서 식히고 무게를 측정하였 

다. 이 때 무게의 차이가 소실된 유기물 함량이다. 

陽이온은 2mm체를 통과시킨 음건시료 4g에 

20ml의 1N CH3COOHNH4을 가하고 1시간동안 

진탕한 후 Whatmann N0.44 여과지로 여과한다. 

이 여과액을 가지고 뭘換性 양이온의 농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장비로는 Shimadzu ICP Q-1000 발 

광 분광계를 이용하였다. 

퇴적물의 歐}포는 2mm체를 통과시킨 음건토양 

lOg에 증류수 50g을 가하여 진탕기에서 30분간 

진탕한 후 Whatmann NO.44 여과지로 여과하여 

pH.4와 pH.7 완충 용액으로 보정한 Fisher 

Ion/pH meter 230A로 측정하였다. 또한 電氣傳導

度는 위와 같은 前처리를 한 후 IPA 

Conductivitymeter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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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도도를 기준으로 하여 훌훌類度를 추정하였다. 

全室素量은 유기물 함량 측정과 같은 전처리를 

한 후， 그 시료 19을 분해촉진제 3g , 진황산 6ml와 

함께 Kjeldahl flask에 넣는다. 이 시료를 후드 

(Hood)에서 가열하여 좁色이 될 때까지 분해한다. 

그 후 이 용액을 식힌 후 50ml 정용병에 증류수로 

정용한다. 그 후 100ml 삼각 플라스크에 4% 붕산 

5ml을 넣고 증류장치 밑에 설치한다. 증류장치에 

분해 된 시 료 10ml, 40% 수산화나트륨 10ml를 넣 

고 증류수로 씻어 내린 후， 증류액이 약 60ml가 될 

때까지 가열， 증류하여 1/14N 황산으로 적정한다. 

여기서 全뿔素의 농도를 구하였다(農村振興廳， 

1985). 

ll. 水文特性 및 地形·植生

염생습지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지 

역의 조류 유형과 특성， 국지적인 지형과 식생의 

분포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1. 湖流 유형 

일반적으로 灌地(wetland)의 형성·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水文特性

(Hydrology)올 들 수 있다. 따라서 염생습지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류의 특성을 살펴 

보는 것 이 선 행 되 어 야 한다(Reed， 1993). 

조류는 염생습지에 물질을 공급하고 퇴적시키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염생습지의 지형 및 생태 

계를 발전·유지시키는 데에 있어 조류는 가장 기 

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 

지역처럼 河川의 영향이 크지 않은 곳에서는 조류 

의 영향이 다른 어떤 해안습지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퇴적물의 運搬起源이 조류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지역 조류의 유형은 하루에 뼈껴~901 두번 

씩 반복되 는 半 日 型 펴Wl(semidiurnal tide)으로서 

(그림 7) , 大湖의 平均 滿때位는 9.2m, zfî均 千漸

位는 3.2m로 조석간만의 차는 6m이고， 최대 10.2m 

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大漸의 千湖시 노출되는 

지역은 총 500m에 이른다(표 1) .10) 또한 본 연구 

표 1. 연구지역의 조류유형 

만 조 간조 조석간만의 차 

대 조 9.0m -O.2m 9.2m 

소 조 4.2m l.Om 3.2m 

채취일 8.3m O.3m 8.0m 

지역의 조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 

라 堆積·漫飯作用이 다이내믹하게 일어난다. 

10 12 14 16 18 20 22 24 

시 간 

그림 7. 연구지역의 조류유형 

2. 지형 및 식생 

연구지역의 조류유형 및 식생분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지역의 지형은 갯벌， 저위습지， 고위습지로 

분류할 수 았다(그림 8).1Il 

염생습지의 식생은 조류와 지형간의 상호작용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염생습지 퇴적물의 物理·化

學的 특징을 반영하는 지시자 역할을 할뿐만 아니 

라(Brereton ， 1971) ,12) 염 생 습지 의 생 산성 을 측정 

하는 중요한 도구 역 할을 한다(Schubauer et al., 

19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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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갯벌 

연구지역 가장 아래쪽으로는 식생이 자라지 않 

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저위습지와의 고 

도 차는 4.5m이다. 갯벌은 대조의 간조 때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해수에 잠겨 있는 지역이다. 

갯벌에는 갯골이 나타나면서 갯골 양안에는 고 



l뜯~ 
o 20m 

μ 

저위습지 

(해홍나물) 

갯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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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지점 

그림 8. 연구지역의 지형 및 식생도 

도가 제법 있는 뎌然提|행性 지형이 발달하여 있는 

데， 갯골 양안에는 조류의 침식작용으로 堆積層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저위습지 지역 중 갯골 주변 

지역에는 식생이 자라지 않는데， 이는 갯골의 범 

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퇴적물의 염류도가 높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자연제방에는 갈매기나 새들이 

모여서 영양분을 먹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이 

자연제방은 밀물 때에도 그 모습이 수면 위로 떠 

오른다. 

2) 저위슴지 

갯벌 위에는 방조제를 경계로 해홍나물군14)으 

로 특정지워지는 저위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300m x 70m이다. 해홍나물군은 일반적으 

로 진흙의 퇴적으로 퉁퉁마디 집단의 퇴적물보다 

고도가 높고 건조한 곳에서 밀집하여 자란다. 저 

위습지는 밀물시 수시로 해수에 잠기는 지역으로 

고위습지와 저위습지 사이의 고도 차는 약 80cm 

이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악간의 해홍나물， 갈 

대 혼재지역이 미약하나마 나타나며 저위습지내 

해홍나물의 출현빈도는 1m2에 884개이다. 저위습 

지의 경사도를 살펴보면， 매우 미묘한 고도가 나 

경계를 형성한다. 

3) 고위슴지 

저위습지 위쪽으로는 갈대 군락이 주를 이루는 

고위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고위습지와 저위습지 

경계 부분에는 1.7m 높이의 |행測提가 설치되어 있 

는데 방조제 곳곳에는 排水口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조의 만조 때 갯골을 따라 해수가 자유로이 드 

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곳은 소규모 도로를 

경계로 육상생태계에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고위 

습지에 형성되어 있는 식생은 방조제 축조 이전에 

형성된 것이기에 어느 정도 토양의 염류도가 떨어 

진 고위습지에 논을 만들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연구지역 북쪽으로부터는 개천이라 

불리는 작은 하천이 흘러들어 고위습지에 24시간 

담수를 공급한다. 고위습지는 대조의 만조시 갯꼴 

을 따라 방조제의 배수구에 의해서 해수의 영향을 

받지만 방조제로 말미암아 해수에 의한 범람은 받 

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담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갈대의 출현빈도를 살펴보 

면 1m2에 96개가 나타나고 있었다. 

타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저위습지 끝부분에는 ID. 禮生훌훌地 堆積物의 物理的 뺨性 
경사 급변점이 나타난다. 이 경사급변점의 경사는 

약 6 。 정도로서 본 지형 중 가장 높은 경사도를 

보이는데， 이 경사 급변점은 갯벌과 저위습지의 1. 퇴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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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생습지의 퇴적구조는 堆積物의 種類， 地形·生 습지는 층상구조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고， 단 

物學的 要因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 지 還元層에만 갯벌과 같은 앓은 층상구조가 나타 

다. 일반적으로 염생습지 퇴적물은 #土나 실트와 

같은 微밤物質이 주를 이루면서 약간의 組함(모래 

나 細妙) 퇴적물이 혼합하여 있으며， 그 층리는 매 

우 앓은 것 이 특정 이 다(Collinson & Thompson, 
1982). 

퇴적구조를 살펴보면 4곳 모두 함狀構造 

(granular)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板狀構造

로 되어있다. 이렇게 *立團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 

는 소륨 이온(Na)의 농도가 높기 때문인데 

(Moreno et al., 1981), 이는 김포 간척지 연구에서 

도 밝혀진 바 있다. 

각 지 점 의 層狀構造(bedding structure)를 살펴 

보면， 갯벌과 염생습지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植生이 없는 갯별은 층상구조가 매우 잘 나 

타나고 있는데 특히 파랑의 영향이 층상구조에 명 

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조류 

의 유속이 상대적으로 빨라 퇴적·침식작용이 다이 

내믹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층리의 두께 

는 매우 앓다. 반면 식생이 있는 저위습지와 고위 

갯 벌 

口산화충 

靈 산화충 + 반문충 

톰환원층 

나고 있었다. 그 이유로서는 식생이나 그 지점에 

서식하고 있는 연체동물 등에 의한 樓亂作돼 

(Bioturbation)과 해수의 침입에 의한 퇴적물의 魔

縮·뼈鍵作用을 들 수가 있겠지만 자세한 원인은 

본 연구에서는 밝힐 수가 없었다16) 

퇴적구조를 시료의 절개 직후와 음건후의 단면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그림 9이다. 

1) 갯벌 

식생이 자라지 않는 갯벌에서는 80cm의 코아를 

사용하여 50cm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지표로부터 

3cm까지는 黃없色(lOYR 4/6)의 醒化層이 나타나 

며 곳곳에 진한 暗末色(2.5Yr 2.5/2)의 班狀統이 

나타난다. 그 이 하로는 검 회 색 (2.5Y 4/1이의 還元햄 

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환원층은 지표로부터 

24cm 지점까지는 점점 색깔이 짙어지다가 그 이 

하부터 50cm 지점까지는 다시 색깔이 열어지는 

양상을 띤다. 즉 24cm 부분에서 反轉되는 부분 

(break point) 이 나타난다. 또한 12cm 부분에는 연 

저위습지 고위습지 

그림 9. 퇴적물의 단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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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동물이 있다가 나온 듯한 길이 2cm 가량의 구 

멍이 나타난다. 

2) 저위슴지 
해홍나물 식생군으로 이루어진 저위습지에서는 

1.5m의 코아를 사용하여 갯벌에 가까운 지점과 고 

위습지에 가까운 지점에서 100cm의 시료를 각각 

채취하였다. 두 지점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위습지 전체적인 고도가 거 

의 일정한데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표로부터 6cm 지점까지는 뚜렷한 산화층 

(10YR 4/6) 이 나타나며， 지표로부터 85cm 지점까 

지는 산화층내에 어두운 갈색 (7.5Yr 3/4)이나 진 

한 암적색 (2.5Yr 2.5/2)의 반상문이 산재한다. 

85cm 이하 지점에는 검회색 (2.5Y 4/1이의 환원층 

이 계속하여 나타난다. 

3) 고위습지 
고위습지에서 역시 1.5m의 코아를 사용하여 

100cm의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지표로부터 80cm 

부근까지는 산화층OOYR 4/6)이 주를 이루며 반 

상문(7.5YR 3/4, 2.5Yr 2.5/2)이 아울러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부터 95cm 부분까지는 산화층 

과 약간의 환원층이 혼재하여 나타나며 역시 반상 

문이 산재하여 나타난다. 또한 95cm 이하로는 환 

원층(2.5Y 4/0) 이 나타나지만， 앞의 두 지점과 같 

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지표로부터 llcm 

지점과 24cm-28cm지점에는 연체동불 기원으로 

보이는 흑색 이탄이 나타난다. 

음건후 나타난 단면을 살펴보면 4지점 모두 퇴 

적층 곳곳에 앓은 띠 형태의 흰색 층리구조가 나 

타나는데， 이 층리가 조립 퇴적물인 것으로 사료 

된다. 

산화층과 환원층의 경계는 평균적인 地下水面

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Fetter， 1980; 林善

旭， 1988), 이에 따르면 본 연구지역의 갯벌은 지 

표로부터 5cm, 저위습지는 지표로부터 85cm, 고 

위습지는 그 이하로서 95cm 지점에 나타났다. 이 

러한 사실은 3지점의 고도와 침수 정도와도 관계 

가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퇴적물 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 

地理學論護 第25號0995. 2). 

생의 뿌리는 저위습지에서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 

는데， 이는 식생의 특정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해홍나물은 1년생 염생식물로서 주 

기적으로 물에 잠기는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실제 

로 뿌리의 깊이가 그리 깊지 못하다. 또한 그 生命

週뺑Oife cyc1e)가 1년밖에 되지못하기 때문에 뿌 

리의 성장력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 

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습지 퇴 

적물에서는 상대적으로 식생의 뿌리를 많이 발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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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과정 분석 

염생습지의 퇴적과정은 조류와 식생의 작용이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식생에 의한 퇴 

적물 固휩能力이 우세하면 그 성장이 지속되는 반 

면 조류에 의한 찮핸fr用이 우세하면 퇴적작용에 

의한 성장은 멈추게 된다. 

염생습지 퇴적물과 갯벌 퇴적물의 입도분포를 

비교함으로써 염생습지의 과거 퇴적과정을 간접 

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의 

입도분석을 시료의 lOcm 단위로 조사하였다. 

1) 평균 임도분포 

연구지역 4지점의 평균 입도분포는 다음과 같 

다(표 2, 그림 10). 

표 2. 평균 입도분포 (단우1: %) 

조립질(모래) 

미립질(실트， 점토) 

연구지역의 평균 입도분포를 살펴보면 갯벌은 

租핸質(모래)이 19.5%, 微함質(실트， 점토)이 

80.5%로 나타났으며， 저위습지는 조립질이 5.5%, 

미립질이 94.5% , 고위습지는 조립질이 5.3% , 미립 

질이 94.7%로 나타났다. 즉， 식생이 없는 갯벌과 

식생이 있는 염생습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갯벌지역의 조립질 비율이 

염생습지의 그것에 비해서 약 15% 정도 높은 비 

율을 보인다. 그러나 저위습지와 고위습지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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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00 

80 

60 

4U 

2~ 

갯일 ，1위습지 그워습AI 

{ 홉훌 잎HD~트를클도둘기 

그림 10. 평균 입도분포 (단위: %) 

위와 같은 입도분석 결과는 염생습지의 퇴적과 

정을 지시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일반적으 

로 염생습지의 퇴적물은 미립질이 주를 이루는 것 

이 특징인데， 이는 식생의 浮游倚重 고착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Stumpf(1983)는 조류내 부유 

하중의 양을 조사하면서 갯벌보다는 염생습지 위 

를 흐르는 조류내 부유하중의 양이 작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염생습지의 식생이 부유하중을 고 

착하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하였다(그림 11). 

ßO 

50 t----.-.. ------.. --.. --... -.-.---.-- … ..... ~ ........ H ___ ••• __ ~ ___ ._. __ _ 

10 

12 15 18 40 

바다로부터의 거리 (m) 

---' 판측치 예상치 

그림 11. 염생습지 위를 흐르늠 조류내 부유하중의 농도 
출처: Stumpf, 1983, p.23에서 재구성 

본 연구지역의 염생습지가 갯벌에 비해서 미립 

질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한 

다고 할 수 있다. 즉 조류의 퇴적물의 운반·퇴적 

메커니즘에 따라 경사가 낮은 갯벌에 무거운 조립 

질을 우선적으로 퇴적시킨 후 상부의 염생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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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물질을 퇴적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퇴적된 미립물질을 식생이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2) 깊이에 따른 입도분포 변화 
입도분포를 수직적으로 살펴보면(표 3), 하부로 

갈수록 갯벌과 염생습지 모두 미립질의 비율이 줄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염생습지 하부 

90cm와 100cm의 입도조성의 경우， 미 립질과 조립 

질의 비율이 현재 갯벌의 지표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현재 염생습지의 .과거 퇴적환경 

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깊이에 따른 입도분포의 변화 

@ 갯벌 

e 저위습지 
lOcm 20cm 30cm 

조립질(모래) 2.56 2.17 3.36 

미립질 
97.44 97.83 96.64 

(실트 점토) 

‘ 60cm 70cm 80cm 

조립질(모래) 3.61 4.88 5.52 

미립질 
96.39 95.12 94.48 

(실트， 점토) 

@고위습지 

10cm 20cm 30cm 

조립질(모래) 2.95 2.30 3.28 

미립질 
97.05 97.70 96.69 

(섣트 점토) 

60cm 70cm 80cm 

조립질(모래) 4.75 5.70 5.04 

미립칠 
95.25 94.30 94.96 

(실트， 점토) 

(단위:%) 

40cm 50cm 

4.28 3.09 

95.72 96.91 

90cm 100cm 

7.84 12.77 

92.16 87.23 

40cm 50cm 

3.68 3.22 

96.32 96.78 

90cm 100cm 

7.17 9.20 

92.83 90.80 

최근의 퇴적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상부 20cm의 

입도분포를 따로 살펴보면， 미립질의 분포가 갯벌 

은 14.1% - 17.2%, 염생습지는 2.1% - 2.9%로 나 

타남에 따라 위에서 말한 퇴적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3) 실트와 점토의 비율 

염생습지 퇴적물의 입도분포는 염생식물의 성 

장과 다양한 생물의 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특히 미립질 중 실트와 結土의 비율은 염생습 

지의 생태계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된다. 

표 4. 실트와 점토의 비율 
(단위: %, ( ):백분율로 환산한 값) 

설 드 

점 토 

본 연구지역 퇴적물의 미립질 중 실트와 점토의 

비율은 갯별의 경우 52.8 : 47.2 , 저위습지는 66.9 : 

33.1, 고위습지는 60 .1 : 39.9이다. 

이처럼 실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생태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모래와 실트는 

입자 사이의 공극이 크므로 通氣性과 排水性이 양 

호한 반면， 점토는 공극이 작아 통기성과 배수성 

이 상당히 떨어진다. 따라서 실트의 비율이 높다 

는 것은 그만큼 염생식생이나 水底生物(게， 망둥 

이)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간척사엽으로 말미암아 조류의 유속이 떨어지고 

미세한 점토가 많이 쌓여 기존의 생물들이 서식하 

지 못하게 된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지구의 예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디17) 

N. 禮生훌훌地 쳐E積物의 化學的 特性

1. 유기물 함량 

地理學論蕭 第25號(1995. 2). 

有機物은 식물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식물생장에 유리하도록 퇴적물의 화학적 

특성을 증진시킨다(Donahue ， 1988). 

본 연구지역의 지점별 평균 유기물 함량은 갯벌 

이 3.94(%) , 저위습지가 4.33, 고위습지가 4.24로 

갯벌과 염생습지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식생 

의 有無와 관련을 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갯벌의 경우 유기물의 주된 공급처가 조 

류와 연체동물인데 반해서， 염생습지는 이들 이외 

에 식생이 지속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또한 고위 

습지가 저위습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는데， 이는 고위습지에는 이제 해수에 의한 유 

기물 공급은 줄어들고 오히려 기존의 유기물이 분 

해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갚이별 유기물 함량의 변화를 보면 저위습지， 

고위습지 모두 60cm 깊이에서 경사 급변점이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퇴적물 상부에는 

식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기물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연체동물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상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유기불 

함량은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밝힐 수 없었다. 

2. 염류도 분석 

해안습지 퇴적물의 염류도는 조류 및 식생과 밀 

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나는데 18) 염류도의 변화는 

식생의 변화를 수반한다. 일반적인 토양의 염류도 

와 식생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본 연구지역의 電氣傳導度는 갯벌이 평균 

9.3(mmhos/cm) , 저위습지가 5.8, 고위습지가 2.4 

이다.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염류도를 반영하는 지 

표라고 했을 때， 갯벌은 very saline, 저위습지는 

표 5. 지점별 평균 유기물 함량 (단위: %) 

평균 10cm 20cm 30cm 40cm 50cm 60cm 70cm 80cm 90cm 100cm 

갯 별 3.94 4.04 4.03 3.94 3.85 3.84 

저위습지 4.33 4.66 4.62 4.53 4.51 4.49 4.35 4.10 4 .. 02 3.95 3.94 

고위습지 4.24 4.50 4.50 4.41 4.36 4.38 4.34 4.01 4.00 3.97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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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ly saline, 고위 습지 는 slightly sali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점간 염류도의 차이 

가 나는 것은 해수의 퍼錯頻度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대조의 간조 때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수에 잠겨 있는 갯벌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밀물시 수시로 잠기 

는 저위습지가 두 번째 그리고 대조의 만조를 제 

외하고는 해수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는 고위습지 

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연구지역 

의 고위습지에는 淡水가 24시간 지속적으로 공급 

된다는 사실도 이러한 염류도 차이를 나타내는 중 

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염류도의 차이는 연 

구지역의 식생 차이를 곧바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염류도가 식물생장에 미치는 영향 

0-2 2-4 4-8 8-16 16이상 

식불생장 염분의 
민감한 

다종의 
내염 만 l얘샤핍 생흥장기 I 에 영향이 0.j서 뜨 a깅~9-1 

미치는 대체로 
식생에 

생산량을 
종만 

영향 미약 
영향 

제한 
생장 

제시된 non slightly mxlerately very eXtI많터yl 
τHErT ET츠 71 iê-ζ saline saline saline saline saline I 

--'--

깊이별 변화를 살펴보면 갯벌과 저위습지는 뚜 

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갖 

고 있다. 그러나 갯별과 저위습지에 비해서 고위 

습지는 수직적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표층에서 하 

부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염류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특히 60cm 부분에서 경사 급변점이 나 

타나는데， 그 원인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담 

수가 표층의 염류도를 떨어뜨린 반면 그 영향이 

하부까지는 덜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고위습지의 과거 퇴적환경을 암시하 

는 하나의 지표로 사료된다. 

3. 주요 이온농도 분석 

해안 습지토양의 대부분은 소륨 이온(Na) ， 칼숨 

이온(Ca) ， 마그네숨 이온(Mg) ， 포타숨 이온(K) 등 

의 농도가 육상의 일반토양보다 훨씬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온을 보유하고 있는 해수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인데， 퇴적이 이 

루어지고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해수 

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이온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점간 이온농도의 차이는 

해수의 범람 정도， 고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지역의 지점간 평균 이온농 

도는 다음과 같다(표 8). 

표 8. 지점간 평균 이온농도 (단위: ppm) 

Na Ca K Mg 

갯 별 2533.0 395.8 506.2 534.7 

저위습지 2802.0 425.6 633.9 609.1 

고위습지 2360.0 327.9 505.6 528.8 

1) 소둡 

소륨의 평균농도는 갯벌이 2533(ppm) , 저위습 

지가 2802, 고위습지가 2360으로 나타났다. 소륨 

이온은 그 농도가 다른 이온에 비해서 작게는 5배 

에서 크게는 8배까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해수 

의 주요성분이 염화나트륨(NaCI)인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깊이별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2-1), 갯 

벌과 저위습지는 갚이가 갚어질수록 농도가 증가 

하다가 30cm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후 50cm 부분 

에서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고 

표 7. 지점별 전기전도도 (단위 : mmhos/cm) 

평균 10cm 20cm 30cm 40cm 50cm 60cm 70cm 80cm 90cm 100cm 

갯 HE1코 9.3 9.0 9.5 9.5 9.0 9.5 

저위습지 5.8 5.5 5.5 6.0 6.0 5.5 4.5 6.5 6.5 5.5 6.0 

고위습지 2.4 1.5 1.8 2.1 2.1 2.5 3.7 3.8 3.9 4.1 4.9 
'--- -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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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습지에서는 지표면에서 매우 낮은 값을 갖다가 

20cm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그 밑으로도 계 

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 

은 고위습지가 이제 더 이상 해수의 영향을 받지 

못함에 따라 표층의 소륨이 溶脫되기 시작하는 현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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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소률 농도 

2) 칼슐 
칼숨의 평균농도는 갯벌이 395.8(ppm) , 저위습 

지가 425.6, 고위습지가 327.9로 나타났다. 칼숨은 

그 농도가 다른 이온에 비해서 가장 작게 나타났 

는데， 일반적으로 염생습지의 주요 이온 중 칼숨 

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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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마그네슐 농도 

地理學論講 第25號(1995. 2). 

려져 있다. 

깊이별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2-2) , 갯 

벌은 깊어질수록 농도가 증가하다가 30cm 부분에 

서 약간 떨어진 후 40cm 부분에서 수렴하는 경향 

을 나타내며， 저위습지에서는 50cm 부분까지는 

증가하다가 60cm 부분에서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고위습지에서는 지표면에서 매 

우 낮은 값을 갖다가 20cm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 

한 후 그 밑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의 소륨과 같은 이 

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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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칼슐 농도 

3) 포타슐 
포타숨의 평균농도를 보면 갯벌이 506.2(ppm) , 

저위습지가 633.9, 고위습지가 506.6으로 나타났 

다. 

갚이별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2-3) , 갯 

벌은 갚어질수록 농도가 증가하다가 30cm 부분에 

서 약간 떨어진 후 40cm 부분에서 수렴하는 경향 

플 나타내며， 저위습지에서는 40cm 부분까지는 

증가하다가 60cm 부분까지는 다시 약간 떨어지다 

가 60cm 부분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 그러나 고위습지에서는 지표면에서 매우 낮은 

값플 갖다가 20cm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70cm 부분에서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그 밑으로 

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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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포타슐 농도 

4) 마그네슐 
마그네숨의 평균농도는 갯벌이 534.7(ppm), 저 

위습지가 609.1, 고위습지가 528.8로 나타났다. 마 

그네숨은 그 농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마그네숨 이온은 소륨과 더불어 염생 

습지의 주요 이온 중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깊이별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2-4) , 갯 

벌은 깊어 질수록 농도가 증가하다가 30cm 부분에 

서 약간 떨어진 후 40cm 부분에서 수렴하는 경향 

올 나타내며， 저위습지에서는 30cm 부분까지는 

증가하다가 40cm 부분에서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고위습지에서는 지표면에서 매 

우 낮은 값을 갖다가 20cm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 

한 후 그 밑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위의 결파를 종합해 볼 때， 갯벌과 저위습지에 

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이온 

이 지표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어느 부분에서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고위습지에서는 지표면에서는 매우 낮은 값을 갖 

다가 20cm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또 지점에 상관없이 각 이온의 농도는 소륨>마 

그네숨>칼륨>칼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온의 

종류에 상판없이 저위습지>갯벌>고위습지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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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지점별 평균 이온농도 

으로 나타났다. 

4. 全室素(Tota!-Nitrogen) 분석 

질소농도는 식물체 성장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 

에 염생습지의 物質收支를 살펴보는데 있어 주된 

관심사이다. 그런데 염생습지 토양에서의 질소의 

有用性은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난다(Valiela & 

Teal, 1979). 

일반적으로 질소의 농도는 생태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데， 深土의 경우 0.02(mg/g) , 파밟層은 

2.50, 일반적인 뺨作地는 0.06~0.5로 다양하게 나 

타난다. 염생습지에 공급되는 질소의 80%는 大氣

에서 공급되며 19) 그 외에 降水뭘과 地下水를 통해 

서 공급된다. 그리고 식물체의 흡수와 脫室素 {'f 

用 (denitrification) 등의 과정 을 통하여 소모된 다 

20). 따라서 식물의 成長빽와 非成長期동안의 토 

양내 질소농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13).21) 

본 연구지역의 평균 전질소 농도는 갯벌의 경 

우， 0.67(mg/g) , 저위습지는 0.49, 고위습지는 0.95 

로 고위습지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갯벌과 저위습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 

하는데， 일반적으로 갈대 군락의 전질소 농도가 

해홍나물 군락의 전질소 농도에 비해서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 

서의 전질소 농도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 

48 



그림 13. 염생습지의 전질소 순환 과정 
출처 : Carter, 1992, p.350에서 재구성. 

로 낮은 값을 갖는데， 이는 시료 채취 시기와 관계 

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시기는 8월 28일로， 식물의 생장이 한참 활 

발한 시기이므로 식생이 토양의 전질소를 흡수함 

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한계로 염생습지의 계절별 전질소 농도의 변 

화 추이는 살펴볼 수 없었다. 

v. 線合考察

염생습지 퇴적물의 物햄·化學的 屬性을 각 지점 

별로 11頂位를 주어 比較·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갯벌 

대조의 만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 

는 곳으로， 식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퇴적구 

조는 대부분 환원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않은 층 

리가 발달하여 있으며， 평균입도 분포는 모래가 

19.5(%) , 실트가 42.5 , 점토가 38로 3지점 중 조립 

질의 비율이 가장 높다. 

유가물 함량은 3.94(%)로 3지점 중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전기전도도는 9.3 (mmhos/cm)로 3 

지점 중 가장 높은 염류도 값을 갖는다. 이온의 평 

균농도는 소륨 이 2533.0(ppm) , 칼숨이 395.8, 포 

타숨이 506.2, 마그네숨이 534.7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가진다. 전질소의 농도는 0.67(mg/g)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 

t也햄學論護 第25號(1995. 2). 

2. 저위습지 

밀물 때에만 수시로 해수에 잡기는 곳으로， 해 

흥나물 군락이 밀생하여 자란다. 퇴적구조는 

80cm 부분까지는 산화층이 주를 이루며， 그 이하 

는 환원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생이나 연체동물 

등의 교 란작용(Bioturbation)에 의 해 층리 의 발달 

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평균입도 분포는 모래 

가 5.4(%), 실트가 63.2, 점토가 31.4로 갯벌의 입 

도분포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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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 함량은 4.33(%)으로 3지점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전기전도도는 5.8 (mmhos/cm)로 3 

지점 중 두 번째로 높은 염류도 값을 갖는다. 이온 

의 평균농도는 소륨이 2802.6(ppm) , 칼숨이 425.6 , 

포타숨이 633.9, 마그네숨이 609.1로 가장 높은 값 

을 갖는다. 전질소의 농도는 0.49(mg/g)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로는 시료채취 시 

기가 성장기였기 때문에 지상부에서 밀생하고 있 

는 해홍나불 꾼락이 토양의 전질소를 흡수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고위습지 

대조의 만조를 제외하고는 해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으로 대부분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갈대 군락이 밀생하여 자란다. 퇴적구조는 

대부분이 산화층이며， 약간의 반상문층이 나타날 

뿐이고， 저위습지와 마찬가지로 식생이나 연체동 

물 등의 Bioturbation 작용에 의해 층리의 발달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평균입도 분포는 모래가 

5.3(%), 실트가 57.9, 점토가 36.8로 갯벌의 입도분 

포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저위습지와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유기물 함량은 4.23(%)으로 3지점 중 두 번째의 

값을 가지며， 전기전도도는 2.4 (mmhos/cm)로 3 

지점 중 가장 낮은 염류도 값을 갖는다. 이온의 평 

균농도는 가장 소륨이 2360.0(ppm), 칼숨이 327.9, 

포타숨이 505.6, 마그네숨이 528.8로 낮은 값올 갖 

는데， 특히 지표에서는 매우 낮은 값을 갖다가 

20cm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올 나타낸 

다. 전질소의 농도는 0.95(mg/g)로 가장 높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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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속성을 비교·종합한 결과， 본 연구지 

역에서 갯벌과 염생습지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지표는 산화·환원층의 경계， 입도분포， 유기물의 

함량， 층리구조이며， 염류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지점간을 구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생습지 중 저위습 

지와 고위습지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지표는 

염류도， 이온의 농도， 전질소의 농도인 것으로 나 

타났다. 

VI.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강화도 외포리에 발달해 있는 염 

생습지 퇴적물을 대상으로 염생습지 퇴적물의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갯벌 퇴적불과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지역의 조류는 반일형 조석으로서 조 

석간만의 차는 최저 3.2m에서 최고 lO.2m로 나타 

나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류의 유속이 빠르다. 

갯벌은 대조의 간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수에 

잠기어 있으며， 저위습지는 밀물시 수시로 해수의 

영향을 받고， 고위습지는 대조의 만조를 제외하고 

는 해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2. 산화·환원층의 경계는 지표로부터 갯별 퇴적 

물이 5cm, 저위습지가 85cm, 고위습지가 95cm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의 범람 빈도와 관련을 갖 

는 것으로 판단된다‘ 

-4.33%)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염생습지 

에는 조류와 연체동물 이외에 식생에 의한 유기물 

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 갯별에는 식생이 자라지 않으며， 저위습지에 
는 해홍나물(884개/m2 ) 이 밀생하고， 고위습지에는 

갈대 군락(967H/m2 ) 이 형성되어 있다. 

6. 염류도를 나타내는 전기전도도는 갯벌 

(9.3mmhos/sec)>저 위 습지 (5.8mmhos/sec)>고위 

습지 (2.4mmhos/sec)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 

수의 범람 빈도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염류의 용탈이 고위습지 하부에까지는 아 

직 미치지 못하여 고위습지 하부로 갈수록 염류도 

는 증가한다. 

7. 이온의 농도는 소륨>마그네숨>포타숨>칼숨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점간 평균농도는 모든 

이온이 저위습지>갯벌>고위습지의 순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는 지표 밑으로 갈수록 이온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고 

위습지의 지표변은 매우 낮은 값을 갖다가 20cm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해수의 영향을 받지 못하여 표층의 이온이 용탈되 

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8. 전질소의 농도는 고위습지(O.95mg/g)>갯벌 

(O.67mg/g)>저 위 습지 (0.49mg/g)의 순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갈대 군락의 전질소 농도 

가 해홍나물 군락의 전질소 농도에 비해서 높은 

값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 또한 시료채취 시기가 성장기였기 때문에 지 

상부의 식생이 토양내 전질소를 활발히 흡수한 관 

계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3. 평균 입도분포는 갯벌(19.5%)이 염생습지 9. 이와 같은 속성을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지 

(5.3-5.5%)에 비해서 조립질의 비율이 높아 뚜렷 역에서 갯벌과 염생습지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한 차이가 나타나고， 미립질의 경우 실트의 비율 지표는 산화·환원층의 경계 퇴적물의 층리구조 

(42.5 -57.9%)이 점토(33.1 -47.2%)보다 높다. 이 입도분포， 유기물의 함량이며， 염류도 역시 정도의 

는 식생의 부유하중 고착능력이라는 염생습지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지점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퇴적 메커니즘과 퇴적물의 생태적 특성을 설명한 나타났다. 또한 염생습지 중 저위습지와 고위습지 

다. 깊이별 입도분포를 보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염생습지의 분포가 갯벌의 입도분포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낸다. 

4. 유기물 함량은 갯벌(3.94%)과 염생습지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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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지표는 염류도， 이온의 

농도， 전질소의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지역 퇴적물의 특징 및 퇴적 

과정에는 해수의 범람 빈도와 식생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퇴적과정 및 퇴적률은 밝히지 못하였는데， 이는 

시계열적 연구와 함께 차후의 연구과제에서 수행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註>

1) 일반적으로 습지를 영어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해안에 

염생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곳만을 지칭하는 말 

로는 saltwater swamp가 있으며， 담수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는 

freshwater swamp가 있다. 그리고 염수， 담수 

할 것 없이 수상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가 만나 

는 곳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로 wetland가 있 

다. 우리나라의 용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안에 

유수와 조류에 의해 미세한 물질이 퇴적되어 나 

타나는 지형을 가리키는 말로 간석지가 있으며， 

이 중 염생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곳을 염생습지 

라고 칭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염생습지는 

간석지 중 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지형을 지칭하 

는 것이며， 갯벌이라 함은 간석지 중 식생이 정 

착하여 있지 않은 곳을 지칭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최근 간행된 문헌플 보면 북한지역에도 상당 

면적의 해안습지가 간척사업으로 인해 없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3) 외국의 경우에도 식생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 

역의 퇴적물 특성 차이를 비교·연구하는 것은 

염생습지 퇴적물 연구의 주된 접근방법이다. 

4) De Laune et al.(l 983)는 지 난 30년간 동안의 

미국 Louisiana 남서부 염생습지 퇴적률이 

0.8cm/yr인 데 반하여 지 반 침 하율은 1.2cm/yr 

로서 염생습지의 성장률이 해수면 상승률을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5)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박용안(1969)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간 20번 

의 해수면 승강운동을 겪었다고 하였다. 

6)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의 염생습지에서의 연구 

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약 4mm의 퇴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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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7) 계절별 퇴적률이 중요한 이유는 식생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에는 성장기에 비해서 

침식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기와 

같은 퇴적률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실제로 보게 되면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 

해서 퇴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 動力資源따究所， 械|略地質 I웹， 1 :250,000, 경기 

도엽. 

9) 국립지리원， 지형도， 1:25,000, 강화도엽. 

10) 氣象廳， 1994, 歷書， 14-20. 

11) 본 지도는 현지 측량과 다음 문헌을 참조하여 

본인 이 직 접 작성 한 것 이 다. Goudie, A.]. , 1981 , 

Geomorphological Techniques, Oxford Press, 

66-75. 

12) 염생습지의 식생은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내륙 

으로 가면서 퉁퉁마디 (Salicornia herbacea)꾼， 

해홍나물(Suaeda maritima)꾼， 갯는장이 

(Atriplex littoralis)군 등으로 점차 바뀌며， 그 

위로 육상 생태계에 더욱 가까워지면 갈대 

(Phragmites lonivalvis)꾼이 나타난다 

13) Schubauer(1984)는 미 국 Georgia주의 염 생 습 

지를 대상으로 년간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그는 

염생습지의 년간 생산성이 약 2，500g/m2/yr라 
고 하면서 염생습지의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있 

어서 지표식생뿐만이 아니라 지표밑 뿌리 건중 

량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14) 해홍나물을 이 곳 주민들은 ‘나문재’ 라고 부 

르는데 해홍나물은 6.25 당시 강화도 주민들의 

반찬거리로 심심찮게 밥상에 올랐다고 한다(65 

歲， 농업) . 또한 이 곳 외포리에 광범위하게 펼 

쳐진 해홍나물군에 대하여 한 주민(60歲， 어업) 

의 다음과 같은 말은 해안습지의 생태적 특정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저 나문재 

는 민물이 들어오는 곳에만 사는 거예요. 그런 

데 인천쪽이 매립되고 나서 한강물이 잘 들어오 

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화도에서도 나문재를 찾 

아보기가 힘들어요 

15) 이 방조제는 강화도청에서 93년 7월에 축조하 

였다고 한다(63歲，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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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적으로 해안습지의 퇴적물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층상구조를 갖지만， 층상구조를 전혀 

갖지 않을 수도 있다. 

17) 한편 강화도 남쪽 길상면의 경우 인위적으로 

형성된 방조제의 영향으로 최근 1년간 약 1.2m 

두께의 점토층이 쌓여 기존의 해홍나물이나 게 

등이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60歲， 농업). 

18) 일반적으로 간석지에서 식물의 생장에 제한이 

되는 요소는 토양의 함수량과 염류도이다. 

19) 대기 중의 질소가 염생습지 토양과 접하게 되 

면 질소고착 박테리아와 청녹색 조류 

(blue-green algae) 에 의 해 서 암모니 아로 전 환 

된다. 

20) 일반적으로 염생습지는 산화된 형태로 질소를 

받아들이고， 환원된 상태로 질소를 방출한다. 

21) 일반적으로 토양내 질소는 전질소태， 암모니 

아태， 질산돼， 아(亞)질산태， 요소태， 무기 태， 유 

기태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생물체 

가 흡수하는 질소의 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 시점의 토양내 질소의 농 

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태 

가 전질소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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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Salt Marsh Sedìments ìn Kanghwa Island 

Characteristics of Salt Marsh Sediments in Kanghwa Island 

Eui - Joon Park * 

Summary 

Salt marsh is a tide-stressed environment, gradìng from nearly terrestrial to marine ìn character. 

It has a distinct zonation of vege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a1t marsh sediments was studies. Salt marsh sediments and mud flat 

sediments were compared in terms of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Kanghwa-Kun, Naega-Myoun, Oipo-Ri. Three sites were selected. 

One is in the mud flat, which is no vegetation. Another in the low marsh, which represents the 

younger portion of the marsh, is characterized by Suaeda maritima. The other in the high marsh 

is characterized by Phragmites lonivalvis. Four undisturbed samples were cored with vibracoring 

equipment. Each samples was 100cm high and analyzed the sediment' s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10cm units. The concentration of total nitrogen(N) was analyzed to find out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lt marsh sediments. The tide pattern, and plant species were 

investiga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the tidal regime, 

vegetatlOn. 

The major findings were summed up into the followings 

First, tide pattern of the study area is semidiurnal tide. Tide range of the study area is 3.2m -

10.2m, and tide velocity is faster than that of other areas. Mud flat is flooded almost every time, 
except during mean low-water spring tide. Low marsh is flooded fairly regularly. In contrast, high 

marsh is inundated only during spring tides or storm-related high-water. 

Second, the boundary of oxidation & reduction zone of each sediments from surface was ordered 

as mud flat(5cm)>10w marsh(85cm)>high marsh(95cm). This fact seems to be resulted from tidal 

reglme. 

Third, from the grain-size analysis, the percentage of the silt & clay was 80.5% in the mud flat 

sediment, and 94.5 - 94.7% in the salt marsh. Higher silt & clay percentage in the salt marsh 

seems to be resulted from the sediment trapping ability of plants. Silt and clay accounted for 42.5 

- 57.9% and 33.1 - 47.2% respectively. The grain-size distribution of salt marsh sediment was 

similar to that of mud flat sediment in lower part..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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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organic matter contents( O.M) was averaged out 3.94% in the mud flat and 4.24 - 4.33% 

in the salt marsh. The higher percentage in the salt marsh seems to be resulted from organic 

matter supply by vegetation. 

Fifth, electric conductivity(E.C) was ordered as mud flat (9.3mmhos/sec)>low 

marsh(5.8mmhos/sec)>high marsh(2.4mmhos/sec). This order seems to be resulted from tidal 

reglme. 

Sixth, the exchangeable ion percentage was ordered as low marsh>mud flat>high marsh(Ion's 

order was as Na>Mg>K>Ca in each sìte). The ion concentratìon of the lower part in each sìte 

was greater than upper part. Especially, it was very low at the depth 20cm from the surface in 

high marsh. That fact means that leaching velocity of ion is very fast in high marsh , because high 

marsh is little flooded by tide. 

Seventh, the concentration of total nitrogen was ordered as high marsh (o.95mg/g)>mud 

flat (O.67mg/g)>low marsh (O.49mg/g). This order was correspond with previous research. 

Eighth,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the study area differed from salt marsh to mud flat 

was reduction & oxidation zone, particle size, organic matter contents, and in the salt marsh 

differed from low marsh and high marsh was electric conductivity, ion concentration, total nitrogen 

concentratíon. 

Consquently,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edimentation mechanism in the salt marsh seems 

to be affected by the vegetation and tidal regime. 

Key Words: salt marsh, mud flat, tide, salt marsh vegetation, tidal regime, sediment trapping 

ability of plants, total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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