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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순천만을 사례로-

박정 재* 

Physico-chemica1 properties of tida1 creek sediment 
- Sunchon Bay -

Jung-Jae Park * 

요약 : 갯골은 해안습지내 물질 순환 및 해안습지의 발달과정올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퇴적물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해안습지에서 유수의 흐름에 의한 지형발달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 

다. 본 연구는 갯골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올 밝히는 것올 주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각 갯골 퇴적물 입도 분포에 있어서 유속의 차이에 의해 갯골저 퇴적물의 입도가 화우양안 퇴적물 

의 입도보다 크다. 둘째， 각 갯골 퇴적물 유기물량은 입도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셋째， 각 갯골 퇴적물의 전기전도 

도에 있어서는 조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갯골저가 높다. 넷째， 각 갯골 퇴적물의 치환성양이온 농도는 입도 

분포에 영향올 받는다. 다섯째 갯골 퇴적물의 몰리화학적특성은 식생분포에도 영향을 받는다. 여섯째， 육지의 담수 

영향을 받는 갯골은 물리화학적 지표가 특이함올 띤다. 여섯째， 모든 갯골에서 유형에 따라 갯골저 퇴적물과 화우 

양안 퇴적물간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곱째， 주갯골과 소갯골들은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지표에 

서 다른 면올 보인다. 

주요어: 갯골， 해안습지， 에스츄어리，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염생식생， 조수 

Abstract Tidal αeek reflects mat없al circulation within α>as띠1 wetland and development of α>asta1 wetland. 

Properties of tidal α않k sediment can be fundamenta1 data about geαnorphol맹c prlα:ess by water flow in α>éìsta1 

wetland. The 0비ect of this re않arch is to 파ld out phy양∞-chem때1 properties of tidal αeek sediment The major 

findings were summed up into the following. First, grain 혀ze of thalweg s어피lent is bigger than that of both 벼피{s 

똥dirnent due to differenæ of flow vel띠ty. Second, organic matter ∞ntent of both banks sediment is much more 

than that of thalweg 않dirnent due to grain size distribution. Third, electric conductivity of thalweg 않dirnent is 

higher than that of both 벼파{s sediment becau않 thalweg region is influenced directly by tidal flow. Fourth, 

exchangeable ion percentage of both banks sedirnent is more than that of thalweg sedirnent due to 잃nd 

distribution. Fifth, Pro야rties of αeek sediment are influenced by plan엽. Sixth, Properties of thalweg 때irnen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both 벼파{s sedirnent in al1 investigated α와{s. Seventh, sedirnent pro야rties of main tidal 

cre않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ributary tidal crl였{s . 

Keyword: tidal αeek， coastal wetland, estuary, phy잇co-chernical pro맺rties of 똥dirnent， saltmarsh vegetation, tid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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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는 유럽의 북해 연안， 미 

국의 남동부 연안과 함께 세계 3대 해안습지 

(α>aS떠1 we벼nd)가 분포한다. 해안습지는 대표적 

인 해안퇴적지형으로， 이는 다시 식생이 정착하여 

있지 않은 갯벌 (tidal f1at) 다양한 염생식생이 밀 

집해 있고 기질 (substrate )이 빨 (mud)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염생습지 (salt 

marsh) , 그리고 갯골(tid려 channel) 둥의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Reppeπ et 려.(1979)는 해안습지의 

여러 가치들을 일차 기능과 문화적 가치의 범주로 

나누어서 다뤘다. 일차 기능의 범주안에는 생물적 

생산성， 여러 종들의 서식처， 조류의 피난처， 수문 

학적 지지 기능， 해안 보호， 폭풍 및 홍수 조절， 지 

하수 재충진， 물의 정화 자연 학습 장소 둥이 포 

함되며 문화적 가치의 범주안에는 상업용 및 여가 

용 어로 행위， 농업 활동， 여가활동， 미적 기능 둥 

이 포함된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해안습지 

의 가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안습지는 보통 열려있는 

해안， 만， 사주 후방， 삼각주나 에스츄어리 둥에서 

형성되며 전세계적으로 분포한다. 

해안습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갯골은 해안습 

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발달하는1) 이른바 육상생 

태계에서의 하천과 같은 지형으로， 해안습지와 주 

위 수체간 물질과 에너지 통로로써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Mi암1 and Gosse뼈k， 1993). 그리고 

갯골은 해안습지에서 가장 변화가 활발한 지형으 

로 해안습지의 역동성 (Dynan꾀cs)을 보여주는 지 

시자이기도 하다. 갯벌의 퇴적물은 어느정도 구별 

되는 특성을 갖는 입자들이 해안에 평행하게 일련 

의 연속되는 벨트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에 갯골이 가로지르면서 다른 특성을 갖는 갯벌 

퇴적물을 운반함으로써 갯벌 전체의 퇴적 형태가 

결정된다(Evans， G. 1965). 이 러한 이유둥으로 갯 

골은 해안습지내 물질 순환 및 해안습지의 발달과 

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퇴적물의 특성 

을 밝히는 것은 해안습지에서 유수의 흐름에 의한 

지형발달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 

다는 의의를 가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안습지의 중요성을 인식 

하면서 간석지와 염생습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있었지만2) 갯골의 지형 · 생태적 특성을 파 

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3) 더구나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갯골 퇴적물 연구는 우리나 

라의 경우 전례가 없고 외국에서 예가 보인다4) 

본 연구는 해안습지내 물질순환과 해안습지의 

발달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갯골퇴적물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문， 지형， 식생 동 여러 측면에서 특징적 

인 갯골들을 유형별로 나누어본다. 

둘째， 각 유형별 갯골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다. 

1) 해안습지 발달의 초기 단계에는 조수가 앓은 갯벌을 판상류 형태로 밀려오고 나간다. 그 후 퇴적물틀은 갯벌 가장자 
리를 따라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약간 높은 지점 위에 쌓이게 된다. 퇴적작용올 통해 점차 높아지면서 조수는 갯벌의 
낮은 부위로 몰린다. 이러한 식으로 기복이 발달하게 되고 낮은 지점이 갯골의 한 부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Steers, 1977). 

2) 권혁재， 1974, ‘황해안의 간석지 발달과 그 퇴적물의 기원，’ 지리학(10) ， 1-12. 
박동원， 1975, ‘우리 나라 서해안의 간석지 유형-외국의 간석지와 비교하여서 지리학회보(14) ， 1-9. 박동원， 1976, ‘원 
격탐사방법에 의한 천수만 간석지 지형연구 지리학(15) ， 1-15. 
박의준， 1995, 강화도 염생습지 퇴적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우리나라의 경우 갯골의 수리기하학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동원 · 유근배， “천수만의 갯골 형태에 대한 계량적 분석 지리학(22) ， 1-9. 

4) Zeff, M.L., 1988, ‘않dimentation 띠 a sa1t marsh-디없1 channel system, Southem New ]ersey," 뼈rine Geology(82),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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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유형별 갯골 퇴적물의 화학적 특성을 관련을 갖는다. 즉， 해안습지의 고도가 퇴적에 의 

분석한다. 하여 수직상승하면서 갯골의 갚이는 더욱 깊어지 

넷째， 각 갯골 퇴적물 분석결과를 수문， 지형， 식 

생과 연관시키고， 이를 통하여 연구지역 

갯골 퇴적물의 특정을 밝힌다. 

2. 연구의이론적배경 

는 과정을 거친다. Pestrong(1965)은 해안습지가 

발달하여 염생습지가 형성되면서 두부침식에 의해 

서 갯골이 내륙쪽으로 활발하게 확장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상류부로의 확장 뿐만 아니라 측 

면으로의 이동도 나타나는데(De Mowbray, 1983: 

Carter, 1988에서 재인용) , 식생이 밀집해 있는 지 

역일수록 이러한 측면이동은 덜 일어나게 된다. 

1) 갯골의 형성과 발달 사행을 많이 하는 소갯골은 보통 식생이 없는 

갯골은 육상생태계의 담수와 해양생태계의 염수 갯벌이나 잃lt pan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갯골들은 

를 통하여 물질과 영양염류를 해안 환경에 공급하 염생습지의 식생들이 갯골의 양안까지 팽창하면 

는 지형이다. 이러한 갯골은 하도 형성과 같은 원 이동이 멈추어지고 더 이상 사행을 하지 않는다. 

칙에 의해 조절되며 형태상으로 봤을 때 하도와 그리고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갯골 양안은 고 

공통점이 많다(사행 형태， 포인트 바， 소， 여울 둥 정되나 최심하상선은 갯골내에서 이동을 계속하 

동) (Barwis, 1978 A메ley， 1988 재인용) .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갯골의 수력학적 체계는 매우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갯골에서는 물이 양방향으 

로 흐르고 만수위가 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남으로 

써 하천과는 지형 형성 체계상으로 상이하다. 만 

조때의 흐름은 갯골을 범람하여 갯벌에 판상류 형 

태로 넓게 퍼져 나갈 때 점차적으로 힘이 약해진 

다. 반면， 간조때의 흐름은 처음에 염생습지나 갯 

벌에서 이동할 때에는 느리다가 갯골에 모이기 시 

작하면 그때부터 유속이 빨라지기 시작한다(Frey 

and Bason, 1985). 이 와 같이 갯골의 흐름은 양방 

향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고정적이며 단일한 흐름 

을 갖는 하천보다는 사행을 덜한다(Mitsh and 

G∞se꾀k， 1993). 그리고 하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 갯벌이 높아지면서 갯골은 채워져서 사라지게 

된다(Zeff， 1988). 이와 같은 소규모의 지류 갯골이 

많이 생기기 위한 2가지 조건으로는 고도 차이에 

의한 충분한 수압과 대규모의 본류 갯골의 존재를 

들 수 있다(We11s et al., 199이 . 

2) 갯골 퇴적물의 운반， 침식， 퇴적 

앞서 언급하였듯이 갯골은 다양한 기원의 각종 

퇴적물을 운반， 퇴적， 침식시킴으로써 해안습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갯골의 수위가 만 

수위에 다다르면 조수가 염생습지 표면위의 여러 

방향으로 퍼져 흐르게 된다. 이 때 식생의 존재가 

조수의 흐름을 약화시켜서 퇴적작용이 일어나게끔 

한다(Frey and Bason, 1985). 염생습지는 갯벌보다 

바다쪽으로 갈수록 갯골 폭의 변화 속도는 빠르고 세립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갯골을 통 

이에 비해서 갚이의 변화 속도는 낮다(Myrick and 하여 조류에 의하여 운반된 퇴적물들이 식생에 의 

L∞pold 1963). 한편， 갯골은 크게 구하천의 유로에 하여 고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5} 

따라 형성된 것과 해안습지 표면에서 순수하게 2 Letsch and Frey(1980)는 갯골에서의 퇴적작용 

차적으로 형성된 것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염생습지 표변에서보다 4-5배 정도 활발하다 

(박동원， 1976). 고 언급하면서， 갯골내에서 많은 양의 퇴적물들이 

갯골의 성장은 해안습지의 퇴적현상과도 밀접한 포인트-바 지점에 퇴적된다는 것을 밝혔다. 동시 

5) 다음 논문 참조 바람. 
박의준， 1995, 강화도 염생습지 퇴적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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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갯골은 해안습지내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해양 

쪽으로 유출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염생습지 

들이 갯골을 통하여 영양염류과 무기질(miner떠)을 

해양생태계에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Zeff(1988) 가 갯골 유형별로 퇴적물의 물 

리적 특성을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류갯골의 

퇴적물은 주갯골에 비해서 더 세밀한 입자로 구성 

되어 있고 유기물의 양이 많다. 또한 횡단선상에 

서는 갯골저로부터 멀어질수록 구성입자가 작아지 

고 유기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와 같이 갯골 퇴적물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갯골간( Interchannel) 퇴적물 

분석비교， 그리고 갯골 내부( Intrachannel)에서의 

퇴적물 분석비교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 최근의 연구동향이다. 

3. 연구지역개관 

1) 지리적 위치 및 지형 

순천만은 여천반도와 고홍반도를 양옆에 끼고 

깊숙이 만입된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다. 내륙에서 

발원된 옥천， 이사천， 동천이 합류하여 유입되는 

순천만은 순천시 대대동， 안풍동 염생습지에 위치 

하고 있으며(그림 1) , 총 90여종의 철새가 관찰되 

어우러져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그 규모에 비해서 해수면은 상대적으로 매우 넓은 

면적에 걸쳐 펼쳐져 있고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해 

수량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지켜 

질 수 있었다. 순천만의 총면적은 2，700ha로 그중 

갯벌 면적이 2,160ha 정도이고 갈대밭이 70.36ha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순천만의 평균수심은 1.5 
m 가량이다6) 

고 있다. 이러한 하천 주변에는 넓은 면적의 둔치 그림 1. 순천만 연구지역 지형도 

와 그 위에 친수성 사초， 억새， 갈대 둥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 더욱 가까 2) 기온과 강수량 

운 아래쪽에는 염생식생의 일종인 칠면초빼어a 순천시는 우리 나라 호남권의 영향속에 들지만 

japonica)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남단에 위치하며 해안선에 접하여 있는 관계로 대 

순천만은 서남해안의 다른 습지에 비해서 규모 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함께 받아 비 

가 광활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갯벌 주변의 높고 교적 온난한 편이다7) 여름이면 동남풍의 내습이 

낮은 구릉지， 만을 에워싸고 있는 염생습지， 조용 있고 기온의 교차는 그다지 심하지 않으며 고온다 

한 농촌마을과 경지， 그리고 바깥바다쪽으로 바라 습하고 많은 양의 강우가 있다. 겨울이 되면 상당 

보이는 장도， 대여자도， 소여자도 동의 생태계들이 히 강한 서북풍이 많이 불지만 3한 4온 현상이 뚜 

6) 천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1997, 순천만 환정보전올 위한 학술 심포지융 자료집. 
7) 권혁재， 1997,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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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해서 겨울은 그다지 출지않다. 

순천시의 연평균 기온은 13.90C 정도이고， 최고 

평균 기온은 36.2 0C 최저 평균 기온은 -11.3 0C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최고기온(고극기온)은 1938년 

8월의 39.3 0C, 최저기온(저극기온)은 1938년 l월의 

영하 34.6 0C 이다. 초상(初露)은 10월 27일， 만상(曉 

地理學論難 第33號(1999. 2) , 45-65. 

별 시료채취 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갯골 A에서는 소갯골 B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약 100m 간격으로 6개 지점의 갯골저 퇴적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각 지점에 

서 횡단선상으로 갯골의 오른쪽 안과 왼쪽 안의 

퇴적물들을 채취하였다. 처음 4개 지점의 횡단선 

露)은 4월 5일이며 무상일수는 204일이다. 추위는 상에서는 왼쪽 안의 갯벌은 거의 발달이 되어 있 

11월부터 시작되며 12월 하순때부터 2월 초순때까 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사변 1곳(좌a)의 퇴적 

지가 혹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혹한기에도 대체 물만을 채취하였고 오른쪽으로는 경사면(우a) 과 

로 3한 4온의 기후가 반복되는 편이다. 순천 지방 경사변환점 (우b)둥 2곳에서 채취하였다. 반면 나 

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에 비하여 기온의 교차가 중 2개 지점의 횡단선상에서는 왼쪽 안에서 경사 

상당히 적다(기온의 연교차가 약 330C정도 됨) . 순 면(좌a) . 경사변환점(좌b) 둥 2곳， 오른쪽 안에서 

천시의 연평균 강우량은 1，α)()mm를 약간 넘어서 경사면(우a) • 경사변환점(우b) 둥 2곳에서 시료를 

는 정도로서 6~8월에 걸쳐 비가 많이 온다. 장마 채취하였다. 

도 대개 6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온다. 동계 갯골 B에서는 주갯골과 만나는 지점부터 안쪽 

강설량은 그리 많지가 않다(그림 2). 으로 약 10m 간격의 차이를 두고 6개의 횡단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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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순천시의 기후(기온， 강수량) 

에서 갯골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횡단선상에서는 

갯골저 l곳， 왼쪽 경사변환점 l곳(좌) , 오른쪽 경 

사변환점(식생 밑) 1곳(우) 둥 총 3곳에서 채취하 

였다. 

갯골 C에서는 주갯골과 만나는 지점부터 안쪽 

으로 약 10m 간격의 차이를 두고 4개의 횡단선상 

에서 갯골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각 횡단선상에서 

갯골저 l곳， 왼쪽 경사변환점 l곳(좌) , 오른쪽 경 

사변환점 1곳(우) 동 총 3곳에서 채취하였다. 

갯골 D에서는 주갯골과 만나는 지점부터 안쪽 

으로 약 10m 간격의 차이를 두고 6개의 횡단선상 

에서 갯골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각 횡단선상에서 

4. 연구방법 갯골저 l곳， 왼쪽 경사변환점 1곳(좌) , 오른쪽 경 

사변환점 1곳(우) , 그리고 포인트바 l곳(pb) 둥 총 

1) 시료채취 4곳에서 채취하였다. 단 포인트 바가 발달되지 않 

시료는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4개의 갯골8)에서 8 은 지점은 3곳에서만 시료를 얻었다. 포인트바에 

월과 9월에 걸쳐 표충퇴적물을 위주로 채취하였 서는 갯골전체에서 갯골저와 일정한 높이를 두고 

다. 8월에는 전국에 걸쳐 게릴라성 국지 집중 호 규칙적으로 보였고 갯골저， 좌우 양안과는 퇴적물 

우가 있었고 순천만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료채취 특성에 있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퇴 

당시 동천의 유량은 상당히 불어 있었다. 각 갯골 적물을 채취하였다. 

8) 연구지역도와 조사대상 갯꼴 모식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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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갯골저로부터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특성이 다르 lOg에 증류수 50g을 가하여 진탕기에서 30분간 진 

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과 본류의 경우 해양쪽으 탕한 후 Whatmann No.44 여과지로 여과하여 

로 가까워질수록， 지류의 경우 본류쪽에 가까워질 pH.4와 pH.7 완충용액으로 보정한 Fisher Ion/pH 

수록 퇴적물의 특성 양상이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 meter 230A로 측정하였다. 또한 전기전도도와 염 

하에 위와같은 시료채취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류도는 위와 같은 전처리를 한 후 Orion 142 

시료 채취 간격은 채취당시 주변 환경과 제반 조 Conductivitymeter로 측정하였다. 

건에 맞춰 임의로 설정했다. 

@ 치환성 양이온 농도 분석 

2)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2mm체를 통과시킨 음건시료 4g에 20r띠의 1N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의 입도분석을 중심으로 CH3COOHNH4을 가하고 진탕기에서 1시간 진탕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음건시료 10g을 500ml 였다. 이것을 Whatm때n no.44 여과지로 여과한 

비이커에 담아 30% 과산화수소수(H202)를 가하여 다음 S바nadzu ICP Q-1뻐 발광분광계를 이용하 

유기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웅시킨 후 염분 여 치환성 양이온농도를 측정하였다. 

을 제거한다. 이 시료를 4φ(0.0632mm)체에 통과 

시켜 4φ 이하 입자를 1,000ml 메스 실린더에 분리 

하고 4φ 이상의 모래는 전기 오븐에 넣어 105.C에 

서 건조시킨 후 정밀저울로 무게를 측량하였다.4 

φ 이하의 입자는 확산제(칼곤용액)를 가하여 확산 

시킨 후 침전법에 따라 피멧을 이용하여 입자크기 

별로 각각 50ml씩 을 추출해서 50ml 비 이 커 에 담았 

다. 그다음 각 비이커와 시료를 105.C에서 건조시 

킨 후 건조중량을 측정하였다. 

3) 퇴적물의 화학적 특성 

@유기물 함량 

음건시료를 도가니에 넣고 105"C에서 48시간 건 

조시킨 후 데시케이터에서 식히고 무게를 측정하 

였다. 그 후 550.C로 5시간 작열시킨 후 데시케이 

터에서 식히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때 무게의 

차이가 소설된 유기물 함량이다. 유기물 함량을 

구하는 공식을 아래와 같다. 

유기물함량(%) = 

105 "C 가열후 중량 - 550.C 작열후 중량 
x100 

105"C 가열후 중량 

@ 산도(pH)와 전기전도도 

퇴적물의 산도는 2mm체를 통과시킨 음건토양 

1. 연구지역지형 

해안습지 지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갯벌， 

염생습지， 갯골， 천해 둥의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Amos， C.L., 1995) , 이러한 각각의 지 

형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안습지 생 

태계를 이루고 었다. 해안습지내 갯골 퇴적물의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지역의 지형을 관찰 • 분류하 

는 작업도 펼요하다. 

1. 지형 및 식생 

순천만의 지형은 크게 식생이 자라고 있는 염생 

습지와 갯벌， 천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순천 

만 생태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갈대군락과 

칠면초 군락으로 이루어진 염생습지이다. 대대포 

구와 인안방조제를 경계로 동천과 이사천의 합류 

지점부부터 갯골을 따라서 갯벌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퇴적층 위에는 총 50ha에 달하는 갈 

대군락이 해안에서 외해 인접부까지 형성되어 있 

다. 이 갈대군락은 순천만 지형을 대표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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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갈대는 담수와 염수가 교차하는 지점 중 육지 

부에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식생으로9) 1이， 이 지역 

에서는 갈대가 만조위때에도 해수에 완전히 잠기 

지 않는 곳에 서식하고 있다. 순천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염생습지는 외해 가까운 곳에 나타나는 

칠면초 군락이다. 칠면초 군락은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순천만의 염생식생 군락이다. 

순천만의 저위습지는 갈대군락과는 약 2.5m 고 

도차이를 나타내는데11) 대부분 해수의 영향을 받 

는 갯골과 주기적인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는 저위 

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위습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무대로서 어업과 양식업이 이루어 

지는 주무대이고 그 가운데를 주갯골이 관통하여 

흐른다. 이 갯골은 육지로부터 각종 영양염류와 

토사가， 그리고 외해로부터는 부유하중과 영양염 

류가 유입되는 이동통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갯골 주변에는 하천의 지류 

( tributary )와 같은 갯골이 성장 · 발달하고 있어 

육지부로부터의 물질유입이 일어나는 통로 역할 

을 하고 었다. 

2. 연구 대상 갯골의 특징 및 유형 

연구지역은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점이지 

역에 위치한 에스츄어리 환경으로 각각의 갯골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지역 갯골 

퇴적물 특성 파악을 위해 특징있는 갯골 4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갯골 

地理學論義 第33號(1999. 2) , 45-65. 

(A) , 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지류갯골(B) ， 식생이 

정착하여 있지 않은 지류갯골(C) ， 육상으로부터 

물질의 유입이 일어나는 지류갯골(D) 둥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그림 3，4와 표 1은 각 연구 

대상 갯골의 위치와 특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는 본류와 지류갯골간의 퇴적물의 특성 차이， 

조수와 담수에 영향을 받는 갯골과 조수에만 영향 

을 받는 갯골 퇴적물의 특성 차이， 주위에 식생이 

있는 갯골와 없는 갯골간의 퇴적물 특성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4개의 갯골을 연구대상으 

로 설정해 보았다. 

4 

그림 3. 연구지역도 

1) 주갯골(A) 

갯골 A는 동천과 이어져 내려오는 주갯골로 에 

9) 염생습지의 식생은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가면서 퉁퉁마디 (Sali∞m떠 herbacea) , 해홍나물(Suaeda mari마na) ， 

칠면초(Sua어a jap:mica) , 갯는장이 (Atiplex littoralix)군 둥으로 점차 바뀌며， 그 위로 육상생태계에 더욱 가까워지 
면 갈대 (Phragmites lo미val띠s) 군이 나타난다. 

Brereton, A.]., 1971, “The structure of the 얄JeCies populations in the ini벼1 stages of salt marsh suco않sion，" J ournal 
of Ecology(59) , 321-잃8. 

10) 침입종(띠val따19 sαnes) 인 Phragmites는 해양에서 육지쪽으로 갈수록 높이나 생체량이 증가하는 반면 침입당하는 

종(invaded s야ries) 인 S맹피na나 Suaeda는 침입종의 성장에 따라 갑작스럽운 생체량의 감소와 곧이은 소멸로 이어 

진다. 
Ranwel1, D.S. 1972, Ecolo양 of Salt Marshes and Sand Dunes, Chapman and Hall Ltd. 

11) 대대동 어촌계장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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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스츄어리 환경12)내에 있다. 양안으로 갈대밭이 이 

어지다가 해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갈대밭이 patch 

상태로 띄엄띄엄 나타난다. 그리고 좌측 안으로 

소규모의 칠면초 군락이 보인다. 폭은 대략 80~ 

100m 가량이며 간조때 깊이가 2m 정도된다. 
보다 자세히 기술하자면， 대대포구에서부터 본 

격적으로 갯벌이 나타나며 해양쪽으로 갈수록 우 

측안은 갯벌의 크기가 커진다. 반면 좌측안은 갯 

벌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6OO~700m를 내려온 후 

부터 다시 갯벌면적이 커지기 시작한다. 대대포구 

에서부터 양쪽 갯벌에는 갈대군락이 밀생하고 있 

으나 내려올수록 점점 갈대군락이 소규모로 띄엄 

띄엄 나타나고 바다에 가까워지면 갯벌만 보인다. 

좌측， 우측으로 여러 유형의 소규모 갯골들이 존 

재한다. 

2) 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지류갯골(B) 

갯골 B는 해양방향으로 주갯골의 우측안에 발 

달한 소규모 지류갯골이다. 우측안에 갈대 식생이 

자라고 있는 것이 다른 소규모 갯골들과 다르다. 

우측안으로 갈대군락이 계속 이어져 분포하고 있 

으며 좌측안으로는 갯벌만 있다. 갯골의 형태는 

사행의 정도가 미미하며 폭은 1.5-2m 정도이고 깊 
이는 1m 가량이다. 소규모로 주갯골에서 멀어질수 
록 폭이 좁아지며 순수하게 조수의 작용으로 생긴 

갯골로 항공사진 확인 결과 주변의 담수에는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갯골주위 식생에 의해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생과 인접해서 

는 사행을 많이 하지 않는다. 

3) 식생이 정착하여 있지 않은 지류갯골(C) 

갯골 C는 해양방향으로 주갯골 우측안에 발달 

한 소규모 지류갯골이다. 양안에 식생이 존재하지 

않고 폭이 2~2.5m， 갚이가 1m 가량이다. 갯골 B 

와 마찬가지로 조수의 작용으로 생긴 갯골로 전체 

적으로 모래질이 많았다. 

4) 육상으로부터 물질의 유업이 일어나는지류갯골(D) 

갯골 D는 해양방향으로 주갯골 좌측안에 발달 

한 소규모 지류갯골로 육상부에서 담수가 흘러내 

려온다. 다른 소규모 갯골보다 사행을 하며 폭 3m 

정도， 깊이는 2m가량 되었다. 양안에 식생은 없었 

으나 좌측안으로 죽어있는 칠면초 잔재들이 많았 

으며 게， 망둥이 둥의 해안 수저생물들이 많아서 

갯벌위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구멍들이 존재하였다. 

이 갯골은 양안과 갯골저 사이의 입도차가 발끝으 

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갯물의 유형 및 특성 

갯골 유형 = FEr -lμ。l

A 본류 주갯골 

B 지류 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지류 갯골 

C 지류 식생이 정착하여 있지 않는 지류 갯골 

D 지류 육지로부의 물질유입이 일어나는 지류 갯골 

갯골 B 

• 

갯
 을
 저
 

갯골 c 갯굴 D 

갯
 끝
 저
 

그림 4. 조사대상 갯글의 횡단 모식도 

1II. 갯골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1. 물리적 특성(입도) 

전체 갯골 퇴적물의 입도 분석 결과， 평균입도 

12) 에스츄어 리 (estuary) 란 바다로 향하는 끝부분으로 담수와 염수가 만나고 조류의 영 향이 탁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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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적으로 6.0-7.5φ로 실트(의lt) 와 점토(c1ay) 

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분급도(sorting)는 

1.4-2.3의 범위로 분급상태가 불량(poorly sorted, 

very αlOrly sorted) 13)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 

서는 갯골내， 갯골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점별 퇴적물의 평균입도(m않n)를 비교하였다. 

1) 갯골 A 

갯골 A 퇴적물의 경우， 갯골저의 입도가 전체적 

으로 다른 지점들보다 크고 갯골저로부터 바깥 좌 

우측으로 갈수록 입도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갯골 양안의 갯벌위로 흐르는 유수 

의 유속이 갯골저의 최심하상선을 지나는 유속보 

다 느리기 때문에 갯골양안에 보다 세립질의 퇴적 

물이 쌓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었다(Zeff， 

1988). 또한 갯골 A의 갯골저에는 조수와 담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보다 조립질의 퇴적 

물이 쌓임에 따라 횡단선상의 다른 지점들보다 입 

도가 크다. 갯골저의 업도 변동이 심한 것은 하계 

8.00 

7.50 

-‘-와a 
-‘-갯를져 

우a 

우b 

7.00 

6.50 

6.00 

~5O 

~OO 

4‘ 50 

4.00 

그림 5. 갯글 A의 지점별 입도분포( φ) 

표 2. 갯굴 A으| 지점별 입도분포 
(단위: φ) 

1 2 3 4 5 6 평균 

좌b 6.92 6.96 6.94 
좌a 6.78 6.70 6.41 7.13 6.95 6.25 6.70 
갯골저 5.94 6.80 4.30 5.01 6.79 622 5.84 
우a 6.11 6.99 6.90 6.78 6.66 6.50 6.66 
우b 7.18 7.10 7.17 6.97 7.07 6.64 7.02 
평균 6.50 6.89 6.19 6.47 6.87 6.51 6.63 

地理學論難 第33號(1999. 2) , 45-65. 

강수량의 증가에 따른 퇴적물의 교란이 입도분포 

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2) 갯골 B 

갯골 B의 경우， 입도는 “갯골저〉식생이 없는 좌 

측〉식생이 있는 우측”의 순으로 나타났다. 좌측 

퇴적물의 평균인 7.05와 비교해 볼 때 우측 퇴적물 

의 펑균은 7.43으로 나타나 갯골 퇴적물 분포에 있 

어서 식생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갯골 및 주위 퇴 

적물의 입도 분포 경향은 유속의 변화와 식생의 

유무에 좌우된다(Zeff， 1988). 갯골 B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갈대가 밀생하고 있는 우 

측이 좌측이나 갯골저보다 전체적으로 입도가 작 

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갯골에서 뻗로 조수가 이동 

하면서 식생에 미세한 입자들이 걸러지게 되고 이 

에 따라 다른 지점들보다 평균 입도가 작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oo 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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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갯콜 B의 지점별 입도분포(φ) 

한편， 갯골 B는 작은 규모의 갯골이기 때문에 

갯골 A와는 달리 갯골저와 갯골양안의 입도분포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종단선상으로 보 

면， 대체로 본류쪽에 가까워질수록 입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단선상으로 시료의 수가 

많고 시료채취지점간 거리가 길었다면 보다 확실 

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조수의 

유속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3) 분급도는 0φ이하를 Well sαted， 0-1φ를 m여erately 50πed， 1-2φ를 IXJOrly 5Orted, 2-4φ를 V망y IXJOrly 50π.ed， 4φ 

이상을 extremely IXJOrly 50rted 퇴적물로 분류한다. 
Folk, R.L., 1974, Petrology of Sedirnentary Rocks, Hemphill, Au앉in， Tex., pJ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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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표 3. 갯콜 B으| 지점별 입도분포 
(단위: φ) 

2 3 4 5 6 평균 

좌 6.88 7.17 7.07 7.02 7%3 6.95 7.05 

갯골저 6%3 7.08 6.88 7.04 7.45 7.22 6.98 
τ。- 7.14 7.32 7.54 7.45 7.49 7.63 7.43 

평균 6.75 7.19 7.16 7.16 7.38 726 7.15 

3) 갯골 C 

갯골 C도 갯골 B와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의 갯 

골이기 때문에 갯골 A와는 달리 갯골저와 갯골양 

안의 입도분포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종 

단선상으로 보면， 대체로 본류쪽에 가까워질수록 

입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단션상으 

로 시료의 수가 많고 시료채취지점간 거리가 길었 

다면 보다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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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갯을 C의 지점별 입도분포(φ) 

표 4. 갯골 C으| 지점별 입도분포 

4) 갯골 D 
갯골 D는 전체적으로 갯골저와 포인트바의 입 

도가 좌우안보다 크며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속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갯골 D 

의 경우， 갯골저의 종단선상 입도분포는 경향성을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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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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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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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갯콜 D의 지점별 입도분포(φ) 

표 5. 갯골 D의 지점별 입도분포 
(단위: ,) 

2 3 4 5 6 평균 

좌 7.10 7.'2IJ 6.88 726 727 7.'2IJ 7.17 

갯골저 6.48 6.70 6.81 7.08 6.89 6.45 6.74 
우 7%3 7.01 7.12 6.93 6.92 6.99 7.03 
pb 6.80 6.75 425 7.19 6.83 6.49 
평균 6.90 6.92 626 7.00 7.06 6.87 6.85 

띠고 있지 않은데 이는 육지로부터의 담수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조수의 영향도 함 

께 받아서 그러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각 갯골 퇴적물의 입도 특성 비교와 종합 
갯골 A와 D는 갯골저와 좌 · 우안의 입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갯골 모두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갯골 B와 C 

는 갯골 A와 D에 비해 소규모인 갯골로서 양안과 

갯골저의 입도분포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며 이 

는 담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유기물량 분 

포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갯골간 비교의 

용이함을 위해 그래프에서는 갯골 D의 포인트바 

퇴적물 입도 평균값(m않n)과 갯골 A의 좌우 경 

사면 퇴적물 입도 평균값(m얹n)은 제외시켰고 각 

지점들의 평균을 상호 비교했다. 

갯골저의 입도만을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본류 

인 갯골 A가 지류인 갯골 B, C, D보다 많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 

14) 이에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Ashley, G.M., Zeff, M.L., 1988 ‘Ti，때 channel classification for a low-mæJtidal salt marsh" , Marine Geology(82),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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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갯골과 주갯골의 지류로써 해안습지의 범람 과와 비교할 때 갯골저에서 평균입도가 큰 퇴적물 

과 배수에 바로 연관을 갖는 지류갯골간의 입도차 이 유기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평균입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14) 작은 퇴적물이 유기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Zeff，1988) . 
a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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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11 1<1 1. I11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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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지역 갯골의 지점별 입도분포 비교 

N. 갯골 퇴적물의 화학적 특성 

1. 유기물함량 

유기물은 해안습지로부터 갯골로 유입되고 갯골 

에서 다시 주변의 여러 환경으로 이동된다. 해안 

의 각 환경들은 갯골을 통해 유입되는 유기물외에 

그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생물의 활동에 의해 유 

기물을 공급받는다. 유기물량은 대체로 점토의 양 

과 비례하는 경향을 띠는데 이는 생물의 활동과 

연관이 갚다. 즉 갯꼴내에서 점토의 양이 많은 곳 

일수록 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에따라 유기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 더불어 미세한 점토질에서 

는 유기물 산화의 진행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조립 

질에서보다 유기물량이 많다(B. Carson. 1987: 

Zeff, 1988 재인용). 

1) 갯골 A 

갯골 A의 경우， 갯골저와 양안 간의 유기물량차 

가 뚜렷히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경향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유기물의 평균을 

기초로 분석해 보면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가장 적 

고 갯골저에서 멀어질수록 유기물량이 적어지는 

경향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입도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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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갯콜 A으| 지점별 유기물 함량 

표 6. 갯글 A으| 지점별 유기물 함량 
(단위: %) 

l 2 3 4 5 6 평균 

좌b 4.50 4.13 4.32 
좌a 4_65 4.49 420 4.07 4_55 3.49 424 
갯골저 3.78 5J)9 2.84 329 4.79 430 4.02 
우a 4.01 4.64 3.85 5.33 3.91 4.15 4.32 
우b 4.51 4.55 4.51 4.78 4.90 4.85 4.68 
평균 423 4.69 3.85 4.36 4.53 4.18 4.31 

갯골저와 우측 경사면(우a) 의 유기물량이 변동 

이 심하고 반면 좌측 경사면(좌-a)이나 우측 경사 

변화점(우b) 둥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갯골 

저의 유기물량 변동이 심한 것은 하계 강수량의 

증가에 따른 퇴적물의 교란이 입도분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며 우측 경사면(우a) 의 유기물량 변 

동이 심한 이유는 갯골 A의 우측경사면에서 

patch 형태로 나타나는 소규모의 식생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2) 갯골 B 

갯골 B의 경우， 우측안 > 갯골저 > 좌측안 순으 

로 유기물량이 많았다. 갯골 B의 경우， 주갯골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 갈대군락이 분포하기 때문 

에 우측안의 유기물량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 

다. 더불어 식생으로 인해 평균입도가 작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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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갯골 B의 지점별 유기물 함량 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 %) 갯골 D에서는 갯골저의 입도가 포인트바의 입도 

보다 대체로 큰데도 불구하고 갯골저의 유기물량 

이 높게 나왔다. 이는 유수에 의한 유기물 공급이 

갯골저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반해 포인 

트바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갯골저의 유기물량을 보면 대체로 입도분석 결 

과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지로부터의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갯골 D의 

갯골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유기물량이 높게 나온 이유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갯골들과는 달리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좌측 

안보다 대체로 높게 나옹 것은 첫째， 갯골의 규모 

가 작아서 입도에 있어서 갯골저와 양안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둘째， 우측안의 식생들로부터 조수가 

유기물을 갯골저로 운반하고 공급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단선상에서 봤을 때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주 

갯골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적어지는 경향을 띤다. 

이는 유기물량이 입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퇴적물 입자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유기물량 변화로 사료된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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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갯콜 B의 지점별 유기물 함량 

1 2 3 4 5 6 평균 

좌 420 3.93 4.19 3.84 3.23 3.69 3.85 

갯골저 3.17 4.12 421 4.33 5.07 5.30 4.37 

~ 4.34 4.93 5.14 4.87 5.14 5.35 4.96 

평균 3.90 4.32 4.51 4.34 4.48 4.78 4.39 

3) 갯골 C 

갯골 C의 경우 갯골저나 좌측， 우측간의 입도차 

이가 거의 없고 갯골 B와 마찬가지로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많다. 갯골저에는 유수에 의해 유기물 

공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좌측과 우측에 

는 염생식생이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물 

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갯골 D 

갯곧 D는 포인트바와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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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갯골 C의 지점별 유기물 함량 

표 8. 갯콜 C의 지점별 유기물 함량 
(단위: %) 

1 2 3 4 평균 

좌 4.68 3.67 4.39 4.63 4.34 
갯골저 4.12 5.45 4.81 427 4.66 
1。- 424 4.04 424 4.56 4.27 
평균 4.34 4.38 4.48 4.48 4.42 

우 지점의 유기물량보다 적은데， 이 역시 입도의 

차이 및 주위 식생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 갯골 B 

와는 달리 주위에 식생이 존재하지 않아서 갯골저 

로 유입되는 유기물량이 적고 갯골저와 양안간의 

입도차가 커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포인트바의 경우 유기물량은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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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갯굴 D의 지점별 유기물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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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입도변화를 따라 유기물량 

도 같은 경향을 띠며 변하고 있다. 한편， 갯골 D에 

서는 좌측의 칠면초 군락 잔재 때문에 좌측이 다 

른 곳보다 유기물량이 약간 높다. 

표 9. 갯글 D의 유기물 함량 
(단위: %) I 30 

l 2 3 4 5 6 평균 l 
좌 4.48 4.55 4.70 4.67 4.51 4.40 4.55 

갯골저 4.04 4.19 4.62 4.39 4.09 3.66 4.17 
우 4.22 4.41 4.63 4.43 4.21 4.06 4.33 
pb 3.85 3.90 2.89 3.82 3.66 3.62 
평균 4.14 4.26 4.21 4.49 4.15 3.94 4.16 

5) 각 갯골 퇴적물의 유기물량 특성 비교와 

종합 

갯골 A, B, C, D 퇴적물의 유기물량을 상호 비 

교해보면， 유기물은 입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갯골 A, D에서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양안의 유기물량보다 적고 

순수하게 조수에 의해 생긴 갯골 B, C는 반대로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양안의 유기물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갯골 B의 경우 우측안에 식 

생이 바로 인접해서 자라고 있는 관계로 갯골저보 

다는 유기물량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갯골간 비교의 용이함을 위해 위 그래프에서는 갯 

골 D의 포인트바 퇴적물 유기물량과 갯골 A의 좌 

우 경사면 퇴적물 유기물량은 제외시켰고 각 지점 

들의 평균을 상호 비교했다. 

갯골 A, D에서 유기물량이 갯골저에서 작게 나 

온 것은 담수가 모래질을 갯골저에 공급하고 이에 

따라 갯골저의 입도가 큰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갯골 D의 경우， 담수에 영향을 받는 것과 더불어 

주위 가까이에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 한편 갯골 C는 멀리 식생이 분포 

하고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고 갯골 B는 바로 식 

생 옆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수가 식생으로부터 

유기물을 갯골을 통해 운반하면서 갯골저에 유기 

물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地理學論難 第33號(1999. 2) ,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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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지역 갯글의 지점별 유기물량 비교 

2. 산도(pH) 

1) 갯골 A 

전체적으로 갯골 A의 pH는 다른 갯골들과 비교 

해 볼 때 수치가 낮은데， 이는 순천을 가로질러 내 

려오는 동천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코네티컷 

( Connecticut) 에스츄어리에서는 강하구에서 육상부 

쪽으로 거슬러 오면서 유수의 pH가 8.0에서 7.6으로 

낮아지고 퇴적물 표층에서 l&m 아래 퇴적물의 경 

우， pH가 7.4에서 7.0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Fri빼nan 없d Gavish, 1970). 유수의 pH보다 

하부 퇴적물의 pH가 적게 나타나는 것 (Fri뼈nan 

and Gavish, 1970) 을 감안하더 라도 바다물의 pH가 

8~9 가량이고 에스츄어리 유수의 pH가 7.5~8.0으 

로 볼 때 갯골 A의 갯골저는 평균치에 비해 pH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시료채취지점간 간격이 

100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갯골A를 종단선상 

으로 봤을 때 pH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표 10. 갯골 A으| 산도 

(단위: pH) 

2 3 4 5 6 평균 

좌b 7.15 7.15 

좌a 6.62 6.88 7.14 727 6.70 7.34 6.99 

갯골저 6.82 6.fJ1 5.79 7.09 6.77 6.84 6.71 
우a 6.97 7.02 6.50 724 6.67 6.93 6.89 
우b 7.05 7.14 6.85 5.14 6.76 6.50 6.57 
평균 6.87 7.00 6.59 6.69 6.81 6.95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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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2) 갯골 B 

전체적으로 갯골 B 퇴적물의 pH는 갯골 A나 

갯골 C보다는 높고 갯골 D와는 비슷한 7.08-7.66 

의 범위를 갖는데 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에 

서 측정한 pH 범위인 6.8-7.8과 거의 일치한다(임 

병선외， 1998). 횡단으로나 종단으로 별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고 전체 시료들의 pH 수치가 서로 비 

슷하게 나왔다. 

표 13. 갯꿀 D으| 지점별 산도 
(단위: pH) 

2 3 4 5 6 평균 

좌 7.01 7.56 7.58 7.45 7.66 7.46 7.45 
갯골저 7.43 7.35 7.30 7.51 7.35 722 7.36 
7。- 7.(1.) 7.30 7.45 7.61 7.84 7.49 7.46 
평균 7.18 7.40 다캘 7.52 7.62 7.38 7.42 

5) 각 갯골 퇴적물의 산도(pH) 특성 비교와 

종합 

표 11. 갯콜 B의 각 지점별 산도 주갯골인 갯골 A의 갯골저가 동천에서 흘러나 

(단위: pH) 오는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다른 소갯골의 갯 
2 3 4 5 6 명균 

좌 7.39 7.58 7.35 7.55 7.64 7.61 7.52 
갯골저 7.36 7.49 7.08 7.40 7.35 7.35 7.34 

4- 7.66 7213 7.48 7.47 7.50 724 7.44 
평균 7.47 7.45 7.30 7.47 7.49 7.40 7.43 

3) 갯골 C 

전체적으로 갯골 C 퇴적물의 pH는 갯골 A와 

비슷하고 갯골 D나 B보다는 낮다. 갯골 C의 전체 

퇴적물의 pH 범위는 6.70-7.33 정도인데 이는 다 

른 주갯골인 갯골 A를 제외한 다른 소갯골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값이다. 

표 12. 갯을 C으| 지점별 산도 
(단위: pH) 

1 2 3 4 평균 

좌 426 6.70 7.04 7.15 6.29 
갯골저 726 7.12 6.85 6.81 7.01 
우 3.80 7.04 7.11 7.33 6.32 
평균 5.11 6.95 7.00 7.10 6.54 

4) 갯골 D 

전체적으로 갯골 D퇴적물의 pH는 갯골 A나 갯 

골 C보다는 높고 갯골 B와 비슷한 7.00-7.84의 범 

위를 갖는데 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에서 측 

정한 pH 범위인 6.8-7.8과 거의 일치한다(임병선 

외， 1998). 횡단으로나 종단으로 별 경향성이 보이 

지 않았고 전체 시료들의 pH 수치가 서로 비슷하 

게 나왔다. 

골저보다 pH값이 낮게 나오고 있다. 갯골 C의 경 

우， 양안이 교란을 받아서 pH값이 많이 낮게 나왔 

다. 갯골 B, D는 갯골저와 갯골양안의 pH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갯골 A, C보다 pH 

값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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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지역 갯을의 지점별 산도 비교 

3. 전기전도도 

1) 갯골 A 

전기전도도는 염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 

안환경에 있어서 조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갯골 A의 퇴적물 전기전도도 분석 결과， 갯골저의 

전기전도도 수치가 다른 지점에 비해 많이 높았 

다. 갯골 A는 해양으로부터 조수가 직접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전도도 

가 높았으며， 조수의 영향을 덜받는 주위 좌우 양 

안보다 갯골저의 전기전도도가 큰 차이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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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갯콜 A의 지점별 전기전도도 

표 14. 갯글 A의 지점벌 전기전도도 
(단위 : mmhæ!an) 

2 3 4 5 6 평균 

좌b 2.90 2.36 2.63 
화a 1.18 1.80 1.52 1.70 1.92 1.92 1.67 
갯골저 5.08 6.61 3.15 2.97 7.55 5.78 5.19 
우a 1.37 0.83 1.11 1.65 2.04 2.08 1.51 
우b 2.55 2.45 2.34 2.04 2.90 2.29 2.43 
평균 2.55 2.92 2.03 2.æ 3.46 2.89 2.69 

갯골 A 퇴적물의 전기전도도는 대략 0.83에서 

7.55 mS/，αn 범위였고 조사지역 갯골 면적에 비해 

지점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5) 전기 

전도도 값의 크기는 갯골저， 좌우 경사변환점(좌b， 

우b) ， 좌우경사면(좌Cl， 우a)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좌우 경사면 퇴적물의 값이 좌우경사변환점 퇴적 

물의 값보다 일정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자세한 이유를 밝힐 수 없었다. 한편 종단선상에 

서는 일정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2) 갯골 B 

갯골 B 퇴적물의 전기전도도도 마찬가지로 갯 

골저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주갯골(갯 

골A) 에서 지류갯골로 조수가 흘러들면서 갯골저 

의 전기전도도가 좌우 양안의 전기전도도보다 높 

地理學論難 第33號(1 999. 2) , 45-65. 

은 값을 띤다. 1 횡단선 3지점 퇴적물들의 경우， 

전기전도도값이 모두 평균 아래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갯골 A에서 우a 지점들의 전기전도도값 

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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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갯글 B의 지점별 전기전도도 

전체적으로 갯골 B의 전기전도도값은 아주 낮 

은 편으로， 서해안 염생습지 고위퇴적물의 분석결 

과(1.5mmhos/ cm)보다도 낮은 값이다 16) 이러한 낮 

은 수치의 원인은 시료채취 당시 집중호우로 인하 

여 담수의 공급이 증가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17) 

표 15. 갯골 B의 지점벌 전기전도도 

(단위 : mmhæ!an) 

1 2 3 4 5 6 평균 

좌 O뼈 1.57 0.68 0.97 0.70 0.97 0.90 
갯골저 226 1.73 1.33 3.03 4.40 2.67 2.57 

-。「 0.58 0.66 0.70 0.98 1.53 1.40 0.98 
평균 1.10 1.32 0.90 1.65 221 1.67 1.48 

3) 갯골 C 

갯골 C 퇴적물의 전기전도도값은 다른 소갯골 

인 갯골 B나 D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타 갯골들과 마찬가지로 갯골저의 전기전도도가 

대체적으로 높다. 

15) 영광군과 해남군 둥지의 갯벌에서 전기전도도 분석결과 1.없2 -3.888mS/cm 범위를 가졌다. 
임병선 외， 1998， 셔남혜안 갯벌 생태계 조사 보고서， 환경부 p.12. 

16) 박의준， 1995, 전게서， p.34. 
17)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갯벌지역에서 강수량이 많은 여름이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 비해 퇴적물의 전기전도도가 약 

O.5mS/cm 가량 적 었다. 
임병선 외， 1998, 전게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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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갯콜 C으| 지점별 전기전도도 

(단위 :mr띠1OSIan) 

1 2 3 4 평균 

좌 1.53 2.14 1.88 1.68 1.81 
갯골저 1.89 2.30 2.34 1.00 2.11 
τ。- 2.65 1.32 1.77 1.39 1.78 
평균 2.02 1.92 2.00 1.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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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갯을 C의 지점별 전기전도도 

4) 갯골 D 

갯골 D 퇴적물의 전기전도도는 전체적으로 상 

당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역시 하계의 집중호우 

로 인해 담수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낮은 값을 보 

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갯골 D는 육상부에서 

흘러내려오는 유수에 영향을 받는 갯골이라고 볼 

때 높은 강수량은 바로 갯골 전체에 전기전도도값 

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봤을 때， 갯골저 퇴적물의 

평균치가 1.31이고 갯골저의 전기전도도값이 좌우 

양안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보아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을 많 

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7. 갯골 D의 지점별 전기전도도 
(단위 m찌뼈lan) 

1 2 3 4 5 6 평균 

좌 0.92 0.66 1.43 1.26 1.58 1.07 1.15 

갯골저 0.44 1.91 1.61 1.41 1.94 0.57 1.31 

-。「 1.66 0.98 1.26 0.90 1.01 0.77 1.10 

pb 0.65 0.77 0.53 121 1.21 0.96 

평균 0.92 1.08 121 1.25 1.44 0.9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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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갯글 D의 지점별 전기전도도 

5) 각 갯골 퇴적물의 전기전도도 특성 비교와 
종합 

전기전도도의 경우， 갯골 A 퇴적물의 전기전도 

도가 다른 소갯골들의 전기전도도보다 큰 차이를 

보이며 높고 갯골 4개 모두 양안에 비해 갯골저의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갯골 A는 해양 

에서 조수가 직접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전기전도도값이 높다. 그리고 갯골 D의 경 

우는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갯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전도도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갯골 4개 모두 어느 정도 뚜렷한 차이를 두고 

갯골저의 전기전도도가 양안의 전기전도도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갯골간 비교의 용이함을 위해 

위 그래프에서는 갯골 D의 포인트바 퇴적물 전기 

전도도와 갯골 A의 좌우 경사면 퇴적물 전기전도 

도값은 제외시켰고 각 지점들의 평균을 상호 비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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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연구지역 갯물의 지점별 전기전도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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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환성양이온 

이 장은 각 지점 퇴적물들의 치환성 양이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Na, K, Ca, Mg, Al Fe, 

Mn의 이온량을 분석했으나 Fe의 경우는 아주 미 

량인 관계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치환성 

양이온농도는 모든 갯골 퇴적물에서 동일하게 

Na)K)Ca)Mg)Al)Mn 순이었다. 또한 치환성 양이 
온 중 염기 (base) 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지점에 

서 93-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삐 

1) 갯골 A 

갯골 A 퇴적물의 치환성 양이온 분석 결과， 갯 

골저가 좌우양안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 

는 대체로 치환성 양이온이 모래질 비율과 반비 

례19)하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20) 

잃nd는 C떠y에 비해 이온흡착력이 떨어지므로 

CEC(양이온치환용량)가 낮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전기전도도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갯골 A는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다른 갯골에 비해 전체적으로 치환성 양이온농 

도가높다. 

표 18. 갯콜 A으| 치환성 양이온 농도 

地理學論養 第33號 (1999. 2) , 45-65. 

그림 21. 갯글 A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 

2) 갯골 B 

갯골 B는 전기전도도값이 갯골저가 현저하게 높 

게 나왔지만 치환성양이온총량은 좌우양안과 갯골 

저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는 갯골 B에서 갯골저와 

갯골양안의 입도차이와 비교할 때 치환성양이온총 

량이 입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단위 : ppm) I 2뼈 

Na K Ca Mg Al Mn 

좌b 20120 712 낌4 186 13.1 1.6 
좌a 19918 701 228 185 13.2 1.1 

갯골저 17262 732 149 147 9.4 3.8 
우a 21189 600 249 180 13.4 5.7 

우b 20451 725 241 188 13.4 2.0 

그림 22. 갯굴 B으| 치환성 양이온 농도 

18) 전체 치환성 양이온 중 염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토양 또는 퇴적물내의 생산성을 지시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예를 들 
어 열대지역의 삼림토와 같이 토양의 산도가 높고 영양염류의 용탈이 빈번한 생태계에서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며， 프레이리나 스웹과 같이 비옥한 초본생태계 토양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 양이온 치환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나 점토에 의해 홉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토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면 그에 비례해서 양이온의 치환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20) ‘한국 남서남해안 초간대의 종합조사연3구’에 의하면， 주요 및 미량원소들이 해안선에서 외조간대쪽으로 멀리 떨어 
질수록 농도가 줄어드는데 이는 sand 함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연구소， 1989, 한국 남서혜안 조간대의 종합조사연구(II)，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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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갯골 C 

갯골 C는 좌우 양안과 갯골저의 치환성양이온 

총량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이는 입도에 따른 결 

과로 보인다. 

표 20. 갯골 C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 
(단위: ppm) 

AI 

.1 '!!훌저 

그림 23. 갯굴 C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 

4) 갯골 D 

갯골 D는 갯골저와 좌우양안의 입도차에 의해 

갯골저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가 좌우양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21. 갯골 D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 

5) 각 갯골 퇴적물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 특 

성 비교 및 종합 

각 갯골별로 치환성 양이온 농도를 비교해본 결 

과， 비교적 갯골저의 모래질이 많은 갯골 A, D는 

갯골저의 치환성양이온농도가 좌우양안의 값보다 

그림 24. 갯콜 D으| 치환성 양이온 농도 

작게 나왔으며 갯골저와 양안의 입도차가 별로 없 

고 모래질의 함량비율도 서로 비슷한 갯골 B, C는 

그렇지 않았다. 갯골 B. C는 소규모의 갯골로 치 

환성양이온농도에 있어서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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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구지역 갯물의 지점별 치환성 양이온 농도 비교 

V. 요약및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순천만 에스츄어리 습지에 분 

포하고 있는 갯골 분석을 통해 갯골 퇴적물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갯골 A에서는 갯골저로부터 바깥 좌우측으로 

갈수록 입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갯골 

저와 양안 간의 유기물량차가 뚜렷히 나타나 

지는 않는다. 반면， 갯골저에서 평균입도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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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이 유기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평균입도가 작은 퇴적물이 유기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pH는 5.17-7.25로 낮은 편이 

다. 전반적으로 전기전도도는 높고 주위 양안 

보다 갯골저의 전기전도도가 큰차이로 높다. 

치환성양이온 농도는 갯골저가 좌우양안보다 

작다. 

2. 갯골 B에서는 좌측안과 우측안의 입도가 차이 

가 있다. 갯골저와 갯골양안의 입도분포차가 

뚜렷하지 않고， 종단선상에서는 주갯골쪽에 가 

까워질수록 입도가 커진다. 유기물량은 우측안， 

갯골저， 좌측안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우측 

안에서 유기물량이 높게 나왔으며， 갯골저가 

좌측안보다 유기물량이 높게 나왔다. 종단선상 

에서는 유기물량이 주갯골쪽으로 갈수록 약간 

씩 적어진다. pH는 7.08-7.77의 범위로 갯골 D 

와 비슷하다. 갯골저가 양안보다 전기전도도값 

이 높고 전체적으로 보면 값이 낮은 편이다. 

치환성양이옹 농도는 갯골저와 좌우양안이 서 

로 비슷하다. 

3. 갯골 C는 소규모의 갯골로 갯골저와 양안의 

입도차가 뚜렷하지 않다. 대체로 주갯골쪽에 

가까워질수록 입도가 커진다. 갯골저에 유기물 

량이 많다. pH는 6.70-7.33의 범위를 가지며 

다른 갯골들과 비교해볼 때 낮은 값이다. 전기 

전도도의 경우， 갯골저의 전기전도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다른 소갯골보다 높은 수치를 보 

인다. 치환성양이온 농도는 갯골저와 좌우양안 

이 서로 비슷하다. 

4. 갯골 D에서는 갯골저의 입도가 양안보다 크다. 

종단선상에서는 담수의 영향으로 입도분포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다. 포인트바 퇴 

적물은 입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포인트바와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양안의 유기물량보다 많 

이 적었고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포인트바의 

유기물량보다 많았다. pH는 7.00-7.84의 범위 

로 대체로 전체시료들의 pH 수치가 서로 비 

슷하다. 전기전도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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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보이며 갯골저와 좌우양안의 차이가 

별로 없다. 치환성양이온 농도는 갯골 A와 마 

찬가지로 갯골저가 화우양안보다 낮다. 

5. 각 갯골 퇴적물 입도 분포에 있어서 유속의 차 

이에 의해 갯골저 퇴적물의 입도가 좌우양안 

퇴적물의 입도보다 크다.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갯골 A와 D의 경우 갯골저와 좌우양안 

간의 입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6. 각 갯골 퇴적물 유기물량에 있어서는 입도 분 

포에 영향을 받아서 갯골 A와 D의 경우 갯골 

저 퇴적물의 유기물량이 적고 좌우양안 퇴적물 

의 유기물량이 많다. 반면 갯골 B, C는 유수의 

유기물 공급으로 갯골저의 유기물량이 많다. 

7. 각 갯골 퇴적물의 전기전도도에 있어서는 조 

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갯골저가 좌우 

양안보다 전기전도도값이 높았다. 그리고 주갯 

골인 갯골 A가 나머지 소갯골들보다 전기전도 

도값이 많이 높았다. 

8. 각 갯골 퇴적물의 치환성양이온 농도에 있어 

서는 입도 분포에 영향을 받아서 갯골 A와 D 

의 경우 모래질이 많은 갯골저의 치환성양이 

온농도가 좌우양안의 치환성양이온농도보다 

적었다. 

9. 갯골 B는 우측안에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관 

계로 갯골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지표들이 다 

른 소갯골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갯골 D의 경우도 육지의 담수 영 

향을 받아 다른 소갯골들에 비해 갯골 퇴적물 

의 물리화학적 지표가 특이함을 띤다. 

10. 모든 갯골에서 유형에 따라 갯골저 퇴적물과 

좌우양안 퇴적물간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갯골의 경우， 폭이 

2-4m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갯골내 

에서 퇴적물의 거의 모든 물리화학적지표들이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 

연구결과 드러났다. 

11. 주갯골 A가 다른 소갯골들과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지표에서 다른 면을 보이는 것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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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츄어리 주갯골과 그 지류들인 소갯골의 

퇴적물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갯골내 시료 채취지점간 거리가 짧아서 종단선 

상 물리화학적 지표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완전하게 갯골전체를 잡아서 종단선상 분석 

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갯골내 시료채취 지점에서 깊이 

별 물리화학적 지표 변이를 조사해본다면 갯골의 

형성과정과 해안습지의 발달과정 둥을 밝히는데 

더 많은 도움올 줄 것이다. 이러한 갯골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지표 분석 결과와 항공사진에서 드러 

나는 갯골 및 해안습지의 형태변화를 결합시켜 보 

는 것은 차후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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