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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순천만 염하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 

염하구는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만입지형으로， 하천과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은 염하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간축척 

속에서 나타나는 염하구 퇴적과정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변화과정과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년간 

빠른 속도로 퇴적환경의 변화를 겪은 순천만 염하구를 대상으로， 염하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퇴적과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여과 

지 트랩법을 이용하여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량을 분석하였다. 셋째， artificial marker 

plot법과 bottle법을 이용하여 연간 퇴적률， 조류의 유출입에 따른 부유하중의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비교 · 종합하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파 

악하였다. 

연구지역은 하천의 영향이 강한 구역， 하천이 영향이 감소하면서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역， 조류의 영향이 강한 구역으로 구분되며， 지난 30여년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퇴적과 

정이 변화되었다. 1963년부터 1980년대까지 계속된 해안선과 유로 변화는 파랑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퇴적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퇴적물이 하구에 퇴적되 

게 되었다. 1991 년 이후 댐 건설에 따라， 내륙에까지 영향을 미치던 조류에 의한 퇴적 현 

상과 여름철 주기적인 홍수에 의한 염하구 양안의 미립질 제거 현상이 중단되어， 조류에 

의한 미립질 퇴적작용이 염하구 양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퇴적 

과정은 하천의 영향이 강한 구역과 조류의 영향이 강한 구역으로 공간적 분화를 보이고 

있다.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은 경사변환점이 염생습지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하구에 

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퇴적량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로의 공격사면인 좌안이 우안에 비 



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석간만의 차는 퇴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따라서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과정에서는 경사급변점의 제방효과와 부유하중의 농 

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다. 

연간 퇴적률은 염생습지가 경사변환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 

적과정과는 다른 공간적 변이를 보였다. 그러나 하구에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퇴적률이 감 

소하고 수로의 공격사면인 좌안이 우안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였다. 따 

라서 연간 퇴적과정에서는 식생에 의한 부유하중 고착능력과 조류의 정체시간， 부유하중의 

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부유하중의 농도는 전체적으로 썰물시 염생습지를 통과한 직후가 밀물시 경사변환점을 통 

과한 직후보다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썰물시 경사변환점을 통과한 직후의 부 

유하중 농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는 썰물에 의해 경사변환점의 퇴적물이 침식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은 시간축척과 지점에 따라 시 · 공간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l년간의 퇴적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빠른 

0.9 - 3.5cm/yr로 모든 지점에서 퇴적이 침식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지역이 새 

로운 퇴적환경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주요어: 염하구. 퇴적환경의 변화. 홍수때 의한 미립질 채거 현상. 수로. 조석의 일주기 

간의 퇴적량. 제방효과. 연간 수직적 성장률. 석생에 의한 부유하중 고착. 시간 

축적.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 

95208-802 박 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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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저1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염하구(題河口， estuary)는 육지와 해양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반폐쇄된 만입지형 

(semi-enclosed inlets)으로， 담수와 해수가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외해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는 지 형 이 다(Darlymple et al., 1992)1). 염 하구에 대 한 정 의 는 관심 의 초점 에 

따라 다양한데， 해양생물학자들은 다양한 염도에 따른 생물 분포를 강조하는 반면， 해 

양물리학자들은 하천과 조류의 상호작용 및 밀도의 분포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리학자 

들은 하천과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에 관심을 갖는 경향으로 보여왔다2). 

염하구는 하천을 통하여 운반된 각종 영양염류가 조류와 혼합되면서 잘 보존되고， 밀 

물과 썰물에 의한 침수와 노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저서생물에 의한 광합성이 활 

1) 현재의 염하구는 대부분 지난 최후 빙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퇴적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형성 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첫째， 해수면이 상숭하면서 평원에 존재하던 하천이 침수되어 형성된 염하구， 둘째， 고 

위도 해역에서 빙하에 의해 침식된 U자형의 피요르드 염하구， 셋째， 파랑에 의하여 해 

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된 사주에 의해 바다와 부분적으로 차단된 초호 염하구， 넷 

째， 지각변동에 의한 단층이나 습곡에 의해 부분적으로 침강된 염하구이다(Dyer， 1979). 

2) 염하구 지형형성에 대한 일반화 작업이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염하구를 국문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삼각강(三角江) 또는 기수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삼각강은 형태적인 측면에， 그리고 기수역은 염류도의 변 

화라는 측면에 치중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염하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염하구는 담수와 염수의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는 반폐쇄된 만입지형으로 염수의 양 

을 정 량화할 수 있는 지 형 이 다(Pitchard， 1967). 

·염하구는 육지부로부터 담수의 공급이 일어나면서 해수를 붉게 하는 지형이다 

(Ketchun, 1971). 

• 염하구는 육지부의 담수공급과 해수의 공급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일 

어나는 지형으로， 염류도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Day ， 1980). 



발하여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가치가 큰 어패류를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해양 생물이 염하구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많은 종류의 물새와 조류들도 

먹이와 휴식， 산란과 번식장소로 염하구를 이용한다. 이와 함께 염하구에 발달한 갯벌 

과 염생습지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해일이나 폭풍과 같 

은 자연재해로부터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기도 한다. 

염하구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육상과 해상 운송의 중간 장소로써 활 

용되어 인구가 밀집하였고 항만이 발달하여 도시가 형성되었던 곳이다. 현재도 전세계 

적으로 염하구 지역은 수산 양식업과 연안 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을 이 

루고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안선 변화， 댐과 하구언 건설 등으로 인하여 염하구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염하구에는 하천과 조류에 의해 많은 양의 부유하중이 콜로이드(colloid) 상태로 공급되 

며， 운반된 부유하중은 염수와 담수가 혼합된다는 염하구의 특정 때문에 입단화되어 

(flocculation) 빠른 속도로 퇴 적 된다(Vile and Spencer, 1995: 160). 조류와 하천에 의 한 

퇴적작용은 염하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Dyer， 1979), 염하 

구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하구 퇴적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시간축척 (time scale)3) 속에서 나타나는 염하구 퇴적과정의 

공간적 특성을 살피는 작업은 지금까지의 변화과정과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유럽의 북해와 북미의 대서양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 

다4). 

3)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시같축척은 길게는 수백년 · 수십년 단위에서 짧게는 조석의 일주 

기 (individual tidal cycle) 단위 를 포함한다. 

4) 김준호 · 오계칠(1982)은 인천의 염생습지에서의 퇴적과정을 artificial marker plot법을 이 

용하여 실측한 결과， 현재 0.8cm/yr의 퇴적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Park et 

al.(1 990)은 서해안 남양만 간석지에서 탄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지난 5，000년간의 

퇴적과정을 분석한 결과， 0.1 5 -2.0cmlyr의 퇴적율을 기록하였음을 밝혀 내고 현재도 수 

직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1999)에서는 우리 나라의 갯 

2 



:폐i納석-획핑뚫콰화“--r-……--…--딛둠호-필뚫화-…

댐건설 

• 주상시료 분석 
·입도분석 
• 염류도， 이온농도 분석 

서
「
 

부
}
 

훨
-

류
 지
 

부
}
 벼를
 

여
「
 여
「
 

구
 구
 

• 조석주기에 따른 퇴적양 
• 연간 퇴적률 

• 부유하중의 농도 변화 

종 합 

염하구 퇴적과정의 시공간적 변이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염하구 퇴적과정의 변화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을 분석하여， 염하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지난 30여년간 빠른 속도로 퇴적환경의 변화를 겪은 순천만 염하구를 대상으로 다 

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순천만 염하구의 퇴적환경 변화는 퇴적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둘째， 순천만 염하구에서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은 어떠한 공간적 변이를 나타내 

벌 생태계 조사와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에서 함평만 갯벌의 퇴적률을 2개월간 실 

측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특정 기간의 퇴적과정만을 살폈 

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했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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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셋째， 순천만 염하구에서 연간 퇴적과정은 어떠한 공간적 변이를 나타내며， 이는 조석 

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과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퇴적과정의 변화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을 비교 • 종합할 때， 순천만 염 

하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는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연구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수문 · 지형 · 식생 분석을 통해 연구 

지역의 지형을 구분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를 살피기 위해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량과 연간 퇴적률을 살핀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지역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정 

리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한다. 

저12절 연구동향 

Richard(l 934)와 Steers(l934, 1938)가 영국의 염하구내 염생습지를 대상으로 염하구의 

수직적 성장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수행한 이후， 염하구 퇴적과정은 20세기 전반에 걸 

쳐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특히， 염하구는 최근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형이기 때문에(Reed， 1990: 285), 염하구 퇴적 

과정에 관한 연구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염하구의 퇴적과정에 관한 연구는， 조석간만의 차와 퇴적률의 관계 

(Harrison and Bloom, 1977; DeLaune et al., 1983; Hutchinson et al, 1995), 퇴 적 률과 수로 

(tidal river)5)에 서 의 거 리 와의 관계(Stumf et al., 1983; Stoddart et al., 1989; Leonard et 

5) 염하구 환경에서 tidal river는 하천이 바다와 만나서 그 유로가 바다로 연장된 수로 

(channel)를 의미한다. 따라서 육상에서의 하천과는 달리 하구에서부터의 tidal river는 밀 

물 때에는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썰물 때에는 그 형태가 나타는 지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간석지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갯골(tidal creek)과는 다른 것이다. 한편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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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5 , Ford, 1997 ; Donald and Reed, 1995), 하구에 서 의 거 리 와 부유하중의 농도 변 

화(Dyer， 1995; French, 1993),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퇴적률 측정과 현재의 퇴적률 예측 

(Reed et al., 1997; DeLaune et al., 1978; Hotton et al., 1983), 퇴 적 환경 변화와 퇴 적 과정 

의 관계(Orme， 1988; Allen et al., 1980; Dyer, 1979; Slaymaker, 1991; Hart and Long, 

1990; Guillén and Palanques, 1992)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Harrison and Bloom(l 977)은 artificial marker plot을 이 용 하 여 미 국 코 넥 티 컷 (Connecticut) 

염하구의 연간 퇴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의 수직적 성장률은 0.2-

0.6cm/yr로 밝혔고 조류에 의한 침수빈도가 염하구 퇴적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들은 조석간만의 차는 염하구의 퇴적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DeLaune et al.(l 983)은 미국 남서부 바라타리아(Barataria)만 염하구의 연간 

퇴적률을 artificial marker plot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의 수직적 성장률 

은 0.8 -1.8cm/yr라고 하면서 퇴적률의 공간적 변이는 조석간만의 차와 해수의 정체시 

간(high slack water)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Hutchinson et 

al.(l 995)은 사우스 캐롤라이t+(South Carolina) 염하구에서 여과지법을 이용하여 여과지 

법을 이용하여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량을 분석한 결과， 조류의 범람빈도와 성장 

률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Stumpf et al.(l983), Stoddart et al.(l989), Leonard et al.(l995), Ford(l 997)는 조석 의 일주 

기에 따른 퇴적량을 분석한 결과，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해수의 부유하중은 tidal river를 

범람하여 양안을 따라 내륙으로 전진하면서 점차로 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염하구의 퇴적률은 tidal river 경계부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 

다. 이러한 공간적 변이는 tidal river 경계부분에 발달되어 있는 경사변환점의 ‘제방효 

과(levée effecr)’에 의한 것으로 tidal river 양안 퇴적층의 경사변환점 부분이 높은 퇴적 

률을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부분 조 

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량을 근거로 퇴적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Donald and 

역의 주민들은 동천이 바다로 유입하는 하구에서의 이 채널을 ‘물길’ 또는 ‘갯강’이라고 

칭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지역의 tidal river를 수로라고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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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1995)는 루이지애나(Lousiana) 염하구에서의 연구에서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 

량은 tidal river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지만， 연간 퇴적률은 오히려 tidal river에서 떨어 

진 염생습지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는 식생의 부유하중 고착능력과 경사변 

환점에서의 침식현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Dyer(1 995)는 미시시피강에서의 연구에서 하구에서의 거리에 따른 부유하중의 농도 변 

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염하구내 부유하중 이동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염수와 

담수가 만나는 하구 지점에 부유하중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 (turbidity maximum 

zone)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는 퇴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과 일 

치한다고 하였다. French(1 993) 역시 영국 노포크(Norfolk) 해안에서의 연구에서 여과지 

법과 부유하중 농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염수와 담수가 교차하는 하구 지점이 가장 

높은 퇴적률을 나타내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같은 염하구라고 하더라도 하천 

유량의 변화와 같은 수문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부유하중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도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축척에 따라 공간적 변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과거의 퇴적률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퇴적과정을 

예측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Reed et al.(1 997)은 Pb-210 동위원소 분석을 통 

하여 미국 윌라파(Willapa)만 염하구의 지난 100년간 퇴적률이 0.1- 1.0cm/yr라고 밝히 

고， 현재로 올수록 퇴적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시간적 

변이를 퇴적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염하구의 고도가 높아지게 되고 조류의 침수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보다 앞서 DeLaune et al.(1978)은 Cs-137 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미국 바라타리아(Barataria)만 염하구의 지난 40년간 퇴적률이 다른 지역 

에 비해서 높은 0.8 -l .4cm/yr라는 것을 밝히고， 이는 인위적인 해안선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퇴적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높은 값을 유지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같은 지역에서 5년 후에 실시된 Hotton et 

al.(1 983)의 연구에서도 l .3cm/yr로서 거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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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환경변화가 염하구 퇴적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rme( 1988)는 빠르게 변화하는 해안환경에서의 퇴적과정에는 지형 · 수문변화와 

같은 환경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된 퇴적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퇴적과정을 살펴야만，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Allen et al.(l 980)은 프랑스의 지롱데(Gironde) 염하구를 대상으로 해안선의 변화가 염 

하구 퇴적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방조제의 건설에 따른 해 

안선의 변화는 하천과 조류의 흐름을 변화시켜서 하천의 유입이 해안선 변화 이전보다 

40%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류의 영향이 커지면서 미립물질의 퇴적과정이 가속 

화되어， 점차 염하구의 유로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이는 해 

안선 변화에 따라 조류에 의한 퇴적과정이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한다. 

Dyer(l 979)는 온대지방 염하구 퇴적과정의 연구에서 여름철 하천의 홍수는 염하구 양 

안의 퇴적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하천의 수문현상 

이 댐 건설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조절됨에 따라 나타날 퇴적과정의 변화를 퇴적의 증 

가와 침식의 감소로 예측하면서， 그 변화는 염하구의 유형， 지형 및 수문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Slaymaker(l 991)는 염하구의 퇴적환경의 변화는 퇴적과정의 

빈도와 강도의 관계(magnitude and 잔equency of geomorphic processes)를 변화시 키 는 것 

이라고 하였다. 즉， 수문환경 변화에 따라 여름철 홍수와 같은 강도 높은 지형형성 작 

용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퇴적과 침식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rt and Long(l 990)은 댐 건설에 따른 유량의 감소가 염하구 퇴적과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캐나다 퀘백주의 우타드(Outard) 염하구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 

으로는 표층 퇴적물의 입도분포와 주상시료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지역의 

경우 1970년대에 발전의 목적으로 건설된 댐의 영향으로， 1960년대까지 나타났던 퇴적 

환경이 전면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댐 건설 이전에는 봄철에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1800 - 2800m3/sec 유량의 홍수와 범람(freshet)으로 인하여 조류에 의한 미립질 퇴적현 

7 



상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댐 건설 이후 유량이 조절되고 범람 현상이 중단 

되자 조립질 바아에 미립질 퇴적물이 퇴적되고， 수로 양안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식생 

이 정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염하구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퇴적과 침식이 반 

복되는 고에너지 (high-energy) 환경에서 조류에 의한 퇴적이 주를 이루는 저에너지 

(l ow -energy) 환경으로 전환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와는 상이한 연구결과도 있다. Guillén and Palanques( 1992)는 스페인의 에브로 

(Ebr이 염하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댐 건설이 오히려 염하구 도입부의 침식작용을 

강화시켰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댐 건설에 따라 방류되는 유량이 감소함에 따 

라 저수지 (reservoir)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바다로 운반되는 퇴적물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천의 영향력 감소에 의해 조류와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이 강해 

진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 방법으로 주상시료의 퇴적구조와 표층 퇴적물의 입도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염하구의 퇴적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퇴적과정 및 지형의 변화 

를 연구한 것으로 최근에는 주로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리고 각각의 연구에서 도출한 변화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염하구의 유형과 

퇴적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적과정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현재의 

퇴적과정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듯 염하구 퇴적과정에 관한 연구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 

만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Pethick et al(1 990)은 해안 

지역은 주변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퇴적률이 낮아서 직접적인 관찰이 쉽지 

않으며， 현장에서 모든 변수를 빠짐 없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염하구 퇴적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염하구 퇴 

적과정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의 지형과 수문현상， 퇴적과정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현장에서 상이한 시간축척에 나타나는 퇴적과정을 동시에 살펴야하는 필요 

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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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1 퇴적환경 변화와 지형조사 

퇴적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 변화와 수문환경 변화를 조사하였다. 지형 

변화는 1918년 . 1964년 . 1986년 . 1988년 . 1998년의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해안 

선과 유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현지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도 참조하였다. 그리고 

수로(tidal river)의 형태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대조의 간 

조시 노출과 침수범위를 지도화하였다. 수문환경 변화는 1981년 -1998년의 수위 자료 

를 이용하였다. 

지형조사는 실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실내조사에서는 현재의 지형도와 지질 

도， 해도， 토지이용도를 분석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식생 분포， 갯벌과 염생습지의 공 

간적 분포， 토지이용， 갯골과 salt pans의 분포 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지역의 지형을 구분하였다. 

표 1. 연구에 이용된 지도와 영상자료 

쩨I쌓년휠 

1918 지형도 1 : 50,000 1981 LANDSAT 1 : 250,000 

1964 지형도 1 : 50,000 1991 해도 40,000 

1998 지형도 1 : 25,000 1997 항공사진 20,000 

1998 토지이용도 1: 5,000 1992 

3.2 퇴적물 분석 

1) 시료채취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층 퇴적물과 주상시료를 채취하였 

다. 표층 퇴적물은 조류에 의한 침수와 노출의 빈도， 식생의 유무와 종류， 빈도를 고려 

하여 모두 30지점에서 채취하였다. 주상시료는 구역 I 의 교량교 근처와 구역 H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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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아 지형， 구역 m의 transect 4에서 지름 75mm, 길이 1m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 

용하여 채취하였다. 

2) 물리적 특성 

퇴적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채취한 주상시료를 곧바로 실험실로 옮겨와 절개한 뒤 新

版 標準土色貼6)을 이용하여 10cm 단위로 퇴적물의 색상(color)， 층상구조를 기술하였 

다. 그리고 절개한 시료를 5일간 음건한 후 다시 한번 관찰하여 재기술하였다. 

퇴적물의 입도분석은 피렛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표층 퇴적물과 주상시료 10cm 단위의 

음건시료 10g을 500ml 비이커에 담아 30% 과산화수소수(H202)를 가하여 유기물이 완 

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응시킨 후 염분을 제거하였다. 이 시료를 4(þ(0.0632mm)체에 통 

과시켜 4φ 이하 입자를 1,000ml 메스실린더에 분리하고 4φ 이상의 모래는 전기 오븐 

에 넣어 105t 에서 건조시킨 후 정밀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였다.4φ 이하의 입자는 확 

산제를 가하여 확산시킨 후 침전법에 따라 피멧을 이용하여 각각 8φ 까지 φ 별로 

50ml 비이커에 담았다. 그 후 각 비이커와 시료를 105 0

C 에서 건조시킨 후 건조중량을 

측정하였다. 

2) 화학적 특성 

염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퇴적물의 전기전도도(E.C)를 측정하였다. 2mm체를 통과시킨 

음건시료 10g에 증류수 50g을 가하여 진탕기에 30분간 진탕한 후 Whatmann No .44 여 

과지로 여과하여 IP A Conductivitymeter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구한 전기전도도를 기준 

으로 하여 염류도를 추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mm체를 통과시킨 음건시료 4g에 20ml의 

몰농도 lN의 CH3COOHN~를 가하고 l시간동안 진탕한 후 Whatmann No.44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그리고 여과액을 가지고 Shimadzu ICP Q-I000 발광분광계를 이용하여 치 

6) 農林水훌省農林水훌技衛會議事務局 藍修(1997)， 新版 標準士色뼈， 財團法人 日本色彩짧 

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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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성 양이온의 농도를 구하였다. 

3.3 퇴적과정 분석 

퇴적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과지 트랩법을 이용하여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량 

을 측정하였고， artificial marker plot을 이용하여 연간 퇴적률을 측정하였으며， bottle법 

을 이용하여 부유하중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1) 퇴적량 측정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과지 트랩법을 이용하여 퇴적량 

을 측정하였다. 측정 지점은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이 일어난다고 판단된 구역 H 와 구 

역 m을 6개의 transect로 구분하고， 구역 H 의 3개 tmasect는 경사변환점과 염생습지， 

구역 m의 3개 transect는 경사변환점과 갯벌， 염생습지로 세분하였다(그림 10). 따라서 

경사변환점과 염생습지 부분은 모두 12지점， 갯벌 부분은 모두 6지점으로 총 30지점에 

서 측정되었다. 그리고 연안방조제 인접부분에는 최근 각종 공사 및 도로포장 둥으로 

많은 교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교란지역은 측정지점에서 배제하였다 . 

. . 여과지 

종이컵 
여과지룰 종이컵에 
고정시킨 후 지표면에 
수핑이 되도록 묻는다 

그림 2. 여과지 트랩의 설치방법 

측정기간은 1999년 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로， 1 개월에 1회씩 모두 11 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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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지 트랩 설치를 위해서 우선 종이컵 윗부분에 지름 9cm의 와트만 여과지를 고정 

시켰으며， 설치 전에 각각의 여과지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 무게를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되는 전자저울(OHAUS Model No. 220S)로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트랩은 지표면에 

안정되게 묻어 지표면과 여과지의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였으며(그림 2), 주위의 식 

생과 퇴적물에 의해서 접시 표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 트랩은 지점별로 

밀물이 오기 전에 설치한 후 썰물이 되어 다시 노출되었을 때에 철거하였다. 

2) 퇴적률 측정 

연간 퇴적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artificial marker-plot을 이용하여 퇴적률을 측정하였 

다. 이는 습지표면에 marker horizon을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위에 쌓 

인 미립자의 양을 살피는 것이다. Richard(l934) 이후， 이 방법은 여러 유형의 해안습지 

에서 퇴적률을 구하는 데에 많이 이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오랜 시간동안 순 

수하게 쌓인 양만을 계산해내기 때문에 순간 순간 쌓였다가 침식되는 현상은 살필 수 

가 없다. 또한 압착 현상도 측정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광물토양으로 구성된 퇴적물 

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Allen， 1990). 

marker horizon 

~ 

28cm 

석영질 모래 

~cm 단위의 눈금이 있는 
30cm의 marker plo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림 3. artificial marker plot의 설 치 방 법 

실험 지점에 흰색 모래를 지름 28cm의 모양으로 앓게 깔아서 marker horizon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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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렇게 되면 이 모래층은 기존의 습지표면과 이후 쌓이는 퇴적물과의 경계 역할 

을 하게 된다. 이러한 marker horizon에 인간에 의한 교란을 막기 위하여 7cm의 간격으 

로 지점당 4개의 marker plot을 꽂고 3개월에 한번씩 각각의 horizon에서 plot을 뽑아서 

mm단위로 퇴적량을 계산하였다(그림 3). 그리고 이 결과를 앞서의 여과지 트랩을 이용 

한 퇴적량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3) 부유하중의 농도 변 화 

조류의 유출입에 따른 부유하중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bottle법 (bottle method) 

을 이용하여 유출입수를 채취하였다. bottle은 수로 경계 부분，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 

습지의 3지점에 설치하였다(그림 10). 조류가 범람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아랫 지점의 bottle부터 유입수가 채워지게 된다. 만조가 지난 후 다시 수위가 낮아지 

게 되면 외부로 노출되는 지점의 bottle을 수거하여 밀봉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썰물 때의 부유하중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4m의 긴 막대에 bottle을 부착하여 주 

요 지점에 썰물이 도착하게 되면 출입수를 직접 채취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수위가 내 

려간 후 수거한 bottle을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로 운반한 각각의 bottle내 물의 부피를 측정하고 이 물을 증발시켜 물 속에 포 

함되어 었던 부유하중의 중량을 소수점 3자리까지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같은 지점에 

서 유입되었을 때의 부유하중 농도와 출입되었을 때의 부유하중의 농도 차이를 구하여 

채취 지점의 부유하중의 농도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야외실험과 실내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지역 퇴적과정의 공간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여과지 트랩을 이용한 퇴적량(glm 2/ tc )7) 분석에서는 수로으로부터의 거리， 식 

생의 유무 및 유형 · 빈도，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였고， artificial marker plot을 이용한 

퇴적률(cm/yr)8) 분석에서는 수로으로부터의 거리， 식생의 유무 및 유형 • 빈도를 고려하 

7) 여과지 트램을 이용한 퇴적량 분석은 조석주기에 따른 것이므로， 퇴적량 단위에 tidal 

cycle의 약자인 tc를 표기하였다. 

8) artificial marker plot을 이용한 퇴적률 분석을 지표면에서 수직적으로 쌓인 높이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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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유하중의 농도 변화 분석{mgll}에서는 조류의 표고，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였 

다.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량을 연간 퇴적률로 환산하여 시간축척에 따라 퇴적과정의 

공간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석의 일주기에 따른 퇴적량 

을 연간 퇴적률로 환산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석의 일주 

기에 따른 퇴적량에 연간 범람빈도를 곱하여 연간 퇴적량을 산출하고， 일정한 길이의 

파이프로 채취한 시료의 무게， 부피를 구하여 연간 퇴적량을 수직적 퇴적률로 환산하 

였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적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고 판단된 구역을 대상으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cmJyr의 단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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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순천만 염하구 

저11절 지역 개관 

1.1 지리적 위치 

순천만은 여천반도와 고흥반도를 사이에 두고 깊숙이 만입된 모습으로 위치한 염하구 

해안습지이다(그림 4). 순천만의 해안선은 총 39.8km이며 행정구역 상으로 순천시 인안 

동， 대대통， 해룡면 선학리， 벌량면 우산리 · 학산리 · 무풍리 · 마산리 · 구룡리에 포함된 

다. 순천만에 유입되는 하천으로는 동천과 이사천이 있는데 1991 년 이후 주암조절지댐 

의 조절을 받고 있으며， 순천만 입구에서 합류한다. 지리적 위치는 북위 34
0 

49' -3 

40 57' , 동경 12T 30' -12T 35' 이다. 순천만의 서쪽에는 순천시 인근의 남산 

(346.2m)을 비롯하여 남단의 운동산(465.2m)， 호사산(523.2m) ， 오봉산(590.5m)， 제석산 

(563 .3m) 등의 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순천만 북서쪽의 대대동과 안풍동， 벌량면 쌍림 

리 일대에는 경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1.2 기후 

순천만 지역은 우리 나라 호남권의 영향속에 들지만 남단에 위치하며 해안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여름이면 동남풍의 내 

습이 있고 기온의 일교차는 심하지 않으며 고온다습하고 강수량이 많아 주곡생산에 알 

맞다. 겨울이 되면 강한 북서풍이 불지만 3한 4온 현상이 뚜렷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서 줍지 않다. 따라서 월동에 어려움이 적어 시설원예 등 농업에 적당하다. 

연평균 기온은 13.9
0

C 정도이고， 최고 평균 기옹은 36.2 0C 최저 평균 기온은 -1 1.3
0

C 이 

다. 지금까지의 최고기온은 1938년 8월의 39.rc , 최저기온은 1938년 l월의 영하 34.6 0C 

이다. 초상(初露)은 10월 27일， 만상(曉露)은 4월 5일이며 무상일수는 204일이다. 기온 

의 연교차는 약 33
0

C 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1 ，083.8mm를 약간 넘어서는 정도로서 6-8 

월에 걸쳐 비가 많이 오며， 장마도 대개 6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옹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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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톨 AI 가 ÃI 
5짧깐 깐책농저 

서면 

그림 4. 순천만 주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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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순천만의 월별 기온과 강수량CC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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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강수량듀j온| 

그림 5. 순천만의 월별 기온과 강수량 

1.3 수문 

염하구의 수문은 크게 내륙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과 바다에서 유입되는 조류로 구분 

할 수 었다.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크게 유역면적 137.7km2의 동천과 194.6km2의 

이사천으로 나누어진다(사진 1, 그림 6). 이 두 하천은 교량통에서 합류하여 순천만으 

로 유입되는데， 바다로 유입하면서 수로의 형태로 조류와 하천의 교량역할을 한다. 한 

편， 19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까지 동천과 함께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주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해룡천은 그 세력이 약화되어 현재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 

다. 

순천만의 수문은 1991 년 축조된 주암조절지댐(일명 상사댐)에 의해 조절을 받고 있다. 

주암조절지댐은 순천시에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여름철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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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다. 주하천인 동천과 이사천은 하상구배가 완만한 감조하천으로써 댐 건설 이전에 

는 소강우시에도 만조시간대가 겹칠 경우 순천만의 수위상숭으로 말미암아 시가지와 

주변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다9) 또한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동천과 이 

사천의 경우 주암조절지댐 건설 이전에는 여름철의 2,932m
J Isec의 홍수로 순천만의 해 

수유동에 상당한 영향올 미쳤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 199이 그러나 현재는 

주암조절지댐에 의해 이사천의 홍수가 100년 빈도 69%로 조절됩에 따라 댐 건설 이전 

과 같은 홍수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주암조절지댐의 영향올 받지 않는 

동천의 경우에는 하도정 비사엽을 통하여 100년 빈도 홍수조절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만 

사진 L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9) 실제로 1 962년에서 1 989년 사이에 이 지역옹 모두 15차례의 대형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329영， 재산피해 284억원올 입었다 

순천시 ( 1 999)， 단위사업계획서(동천개수사업) 보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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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지역의 하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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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은 우리 나라 서남해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두 번 조석이 반복되 

는 반일형 조석 (diurnal cycle)에 속한다. 연구기간(1999년)의 조석간만의 차는 평균 

272cm, 대조의 평균 만조위(MHWST) 365cm, 대조의 평균 간조위(MLWST) -O .5cm, 소 

조의 평균 만조위(MHWNT) 234cm, 소조의 평균 간조위(MLWNT) 133cm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중 최고조위는 6월과 8월의 대조의 만조(384cm)였고， 최저조위는 12월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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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간조(-17cm)로 나타나서 순천만의 조석간만의 차는 서해안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다(표 3, 그림 7)10). 

순천만은 만조시 염하구 양안의 퇴적지형이 대부분 조수에 잠긴다. 이는 퇴적과정에 

있어서 조류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대조의 만조의 

경우에는 수로 양안 뿐만 아니라 방조제까지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어， 이 지역 주민 

들은 농경지의 침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표 3. 순천만의 조석간만 데이터(단위: cm) 

J짧1 fèb Mar Apr May Jun July AUg Sep Oct T냥OV Dec X흉균 

MHWST 365 352 352 343 369 384 379 384 367 351 363 371 365 

MLWST -9 -13 -18 -7 -11 -10 30 27 17 13 -8 -17 -0.5 
MHWNT 242 228 211 198 210 235 254 253 244 239 244 247 234 
MLWNT 137 I 145 145 139 126 121 122 131 140 153 120 106 133 

( 
ε
 
u 
) 

;;“““‘;‘ 《‘댁 

그림에서 ‘는 부유하중 측정 시기.는 여과지 트랩을 이용한 퇴적량 측정 시기 

그림 7. 순천만의 조위 (1999.1 '" 1999.12) 

10) 참고로 우리 나라 서해안 주요 지점의 조석간만의 차는 다음과 같다. 인천(730cm)， 태 

안(540cm)， 군산(530cm)， 목포(3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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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증 지 질 

순천만 주변지역의 지질은 주로 경상계의 퇴적암류 중 화산암류로 이루어진 유친층에 

속한다(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9: 2) 그리고 동천 하류에는 넓은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어 농정지로 이용되고 있다(그립 8) 따라서 순천만 영하구 지형은 충적충과 대략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순 천 만 • o ， ~ 

그림 8 순친만 주변부 표층 시 짙 

이 충적층의 층서를 구성물질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순천시， 1999: 10 - 12), 표토는 1.0 

- 2 .8m이고， 그 아래에 암회색의 해성정토가 1.0 -3.5m의 두께로 나타나는데 내륙에서 

하구로 가면서 충후가 두꺼워진다 해성접토 아래에는 쐐기 형태의 접토총이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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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후가 두께로 나타나는데 하구로 내려가면서 

두께로 나타나 

로 앓게 나타나는 모래층이 1.1 ~5.0m의 

점토층(sandy clay)이 3.7~10.7m의 층 아래에는 모래섞인 앓아진다. 이 

층후가 두꺼워진다. 모래섞인 점토층 아래에는 점토가 부분적 는데 하구로 내려가면서 

두께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은 으로 피복되어 있는 자갈(傑)층이 1.0~2.0m의 

않는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혼전석층은 2.6~4.0m의 두께를 보이는데， 모래 나타나지 

있다. 기반암층은 

까‘ 
가一 

피복하고 

전반적으로 갚이 17~ 18m 지점에서 출현하며 매우 견고하다. 이러한 표층 지질의 

직구조는 순천만 염하구가 최종 빙기에 침식된 하곡이 이후 해면상승과 함께 퇴적되었 

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기반암층을 1.2~2.0m의 자갈， 해성점토층과 흔재되어 미
 

} <

지형분석 저12절 

연속적으로 나타난 

염하구가 하천과 바 

2.1 지형의 구분 

일반적으로 염하구는 육지부에서 바다로 전진하면서， 3개의 구역이 

다(그림 9). Perillo(l 995)와 Pethick( 1994)은 염하구 지형의 구분에서 

다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염류도의 변화에 따라 하천의 영향이 

구역 (mixεd 동시에 나타나는 

area) , 조류의 영 향이 강한 구역 (tide dominated area)으로 구분하였다. 

영향이 강한 구역 (fluvial dominated area), 하천과 조류의 

..". 

구역별 경계는 환경변화와 계절에 따라서 변화힘 

.-..나듀;./、、;;: 

“ ;.~、

하부구역 r ::;:0:::: l=I二그O계 
동.1::'; 

출 처 Open University Course Tearn, 1995: 160 
]림 9. 일반적인 염하구의 구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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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구지익의 지 형 과 시 료채취 지짐 
1 964년의 지형도와 비교하였올 때‘ 구이사천의 유로가 바셰어 현재는 저수지 역할올 하 
고 있고. 구동천과는 다른 새로운 유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하구에 바아 지형이 형성 
되어 있다 팔호안의 숫자는 본문에 제시된 사진촬영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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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 

2 ... _ ðf헌 

- 갯힐 - 외빼 
그림 11. 인구지역의 해 도 

표시된 숫자는 수심올 나타내는 것으로. 수심이 알은 것올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링 
1 0>의 구역 구분과 해도상의 지형 구분이 일치함을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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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2. 순천만 명하구의 인공위성 엉성 
순천만 영하구의 1992년 인공위성 영상에 〈그림 10>의 지형도를 

중첩시킨 그링 대조의 간조시 촬영한 것으로 육상의 식생(적색)과 

갯벌(열은 청색 )， 염생습지(청록색)， 수로가 잘 나타난다 〈그렴 10> 
에 비해서 영생습지의 연적이 줍게 나타나는데 주목할 휠요가 있 

다 이는 댐 건설 이후 지속적으로 염생습지의 연적이 증가하고 있 

음올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애서는 식생의 종류가 영류도의 변화를 지시한다고 판단하여 식생의 분포 패턴 

을 기준으로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0) 11) 첫째 ， 하천의 영향이 강한 구역 (구 

11 ) 해안습지의 식생은 일반적으로 답수환경에서 엽수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강대 ， 갯잔디， 

갯는장이， 실땅초， 칠연초. 해홍나물， 퉁퉁마디 군락으로 천이한다(Bereton ， A.J. , 1971 
321 - 338). 그리고 U.S. Salinity Laboratory Staff(1954)의 기준에 따르면 전기전도도가 
0- 2(mmhos/cm)일 때에는 염분의 영향이 미약하여 담수식생이 서식하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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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 )은 댐 건설 이전 조류유입의 한계지점인 교량교에서부터 실망초가 분포하는 바 

아 지형 직전까지로 설정하였다. 둘째， 하천과 조류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역(구 

역 II)은 바아 지형에서부터 칠면초가 분포하기 시작하고 sa1t pans이 나타나는 지점 

직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셋째， 조류의 영향이 강한 구역(구역 ITI)은 칠면초가 분포하는 

지점에서부터 외해 직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한 구역을 연구지 

역의 해도와 비교하여 보았다(그림 11). 일반적으로 해도에서는 담수의 영향이 강한 구 

역은 하천이라는 범례로， 염수의 영향이 강한 구역은 갯벌이라는 범례를 사용하여 지 

형을 구분하며， 지형도와는 달리 sa1t pans을 표시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연구에 

서의 구역 구분은 해도상에서의 지형 구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2.2 구역별 지형의 특색 

순천만은 갯벌의 면적이 21.6km2 식생군락의 면적이 5.4km2를 이루고 있으며 평균수섬 

은 1.5m이다(그림 9, 10, 11). 하천 주변에는 넓은 면적의 둔치와 그 위에 친수성 사초， 

억새， 갈대 등 식생이 밀생한다. 그리고 바다에 더욱 가까운 하부에는 염생식생의 일종 

인 칠면초(Suaeda japonica)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염생 

식생 정밀조사에 따르면(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9: 70~71)， 총 36과 92속 116 

종의 염생식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 

1) 구역 1: 하천의 영향이 강한 구역 

현재는 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으로 하천에 의한 퇴적이 주를 이룬다. 하천 

은 크게 동천과 이사천， 동천과 이사천의 합류하천， 해룡천， 과거 이사천이 하도가 변 

하여 형성된 구하도 저수지(사진 3)로 구성되어 었다. 하천 주변에는 좁은 띠 모양으로 

갈대와 억새가 밀생하고 있다(사진 4). 식생군락 위로는 경사 17 。 ’ 고도 2.3m의 자연 

제방이 나타나며， 자연제방과 인접하여 배후에는 논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천과 식생군 

락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그림 13)12), 하구 가까이에 가서야 하천과 식생 사이에 식 

(mmhos/cm)인 경우에는 민감한 식생에 영향을 준다. 4-7(mmhos/cm)인 경우에는 다종 

의 식물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8-16(mmhos/cm)인 경우에는 내염종만 생장하며， 16 
(mmhos/cm) 이상인 경우에는 극소수 내염종이만 생장하거나 식생이 생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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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정착하지 않은 퇴적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이 구역이 조류에 의한 퇴적작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용올 거의 

깅띠 억써 
"디 억새 

; 

좌 안 

'-_ _ _ 100(m) 

(f !40!! 어 !OI ~fI 21디 

링 13. 구익 l 의 단면도 
하천과 식생 사이에 퇴적충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진 2. 탱 건싣 이전 조류유입의 상힌지정 인 교링교 
화살표가 주상시료륜 채취환 지정이다 

n . m의 단연도는 제4장의 transect 단면올 참조할 것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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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3. 이시천 구하도의 모습 
하구쪽에서 내륙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사진 4. 구역 l 의 갈대 군릭 
교량교에서 100m 아랫 부분으로 내륙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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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우점종은 출현빈도 149 - 234 7H /m썩 주하도 양안의 갈대이다 그리고 하구쪽으 

로 내려오면서 개체수가 증가하연서 갯잔디와 갯는장이와 소규모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데， 이러한 분포는 하구쪽으로 내려오연서 조수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구역 U 조류와 01천의 영황을 동시에 받는 구역 

하천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조류의 영향올 많이 받는 구역으로， 퇴적과정은 

조류에 의한 I유유하중 공급과 입단화 과정이 우세하다 

사진 5 구의 11 미됩 질 비이의 식생괴 퇴적층 
가운데의 즙은 불길(화살표)이 해룡천이 유입되는 곳이다 

구역 n 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로 양안의 갯벌과 하구에 형성된 5ha 연 

적의 바아 지형이다(사진 5) 이들은 모두 조류에 의한 부유하중의 공급에 따라 형성된 

지형으로， 조류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퇴적의 진전에 따라 육지부와 

바아 사이의 하도기 거의 매워져 현재는 해홍친이 하도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1lJ. 식생의 종류도 다양한데， 바아 지형과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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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을 따라서 갈대가 대군락을 이루면서 분포하며， 실망초， 갯잔디， 갯는장이 군락이 

분포한다. 이는 조류에 의한 염수의 공급이 담수와 결합하여 다양한 식생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순천대 지역개발연구소， 1998). 갈대군락의 

출현빈도는 1m2 에 243~295개， 실망초 군락의 출현빈도는 1m2에 58 ~85개이다. 

3) 구역 111 : 조류의 영향이 강한 구역 

조류와 파랑의 영향을 받고，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양 생태계에 근접한 구역으로 

갯벌과 염생습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구역은 조류와 파랑에 의한 퇴적작용이 주를 

이룬다. 

구역 m의 입구(transect 4)에는 댐 건설 이전 하천에 의하여 운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조립질 퇴적층이 대조의 간조시 노출된다(사진 8). 이는 댐 건설에 따라 인위적으로 하 

천의 영향이 줄어들고， 즈류에 의한 미립질 퇴적이 수로 양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댐 건설 이전에는 하천의 범람에 

의하여 수로 양안 퇴적층의 전체적인 입도분포를 조립질화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에는 모래층에 서식하는 재첩(조개의 얼종)이 많이 서식하였다고 한다. 

구역 m에는 소규모 갯골14)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갯골은 조류의 흐름이 우세할 때 

조류가 육상생태계로 유입되는 통로로서， 조류가 퇴적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지시한다(Ashley ， 1988). 그러나 서해안의 갯벌과는 달리 갯골의 수가 매우 적고 

규모도 작은데， 이는 퇴적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최근에 형성된 갯골이라는 것을 반영 

하는 것이다 15). 갯골의 분포는 우안에 2개， 좌안에 2개가 나타나며， 곡률도는 평균 1.15 

13) 이에 따라 해룡천은 하천에 의한 범람이 잦아지게 되고， 주변 논이 침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 역 주민들은 이 야기 한다. 

14) 일반적으로 갯골은 크게 구하천의 유로에 의해 형성된 것과 해안습지 표면에서 순수하 

게 2차적으로 형성된 것의 두 종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박동원， 1976: 32), 본 

구역에서의 갯골이라 함은 후자에 속한다. 

15) 일반적으로 갯골의 성장은 해안습지의 퇴적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해안습지 

의 고도가 퇴적에 의하여 수직상승하면서 갯골의 갚이는 갚어지고 이에 따라 두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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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표 4). 좌안의 갯골은 우안의 갯골에 비해서 많이 전진해 있으며 곡률도 역시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좌안이 우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육지로부터 물질유입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표 4. 구역 111 갯골의 특징 

위치 및 특성 곡률도 위치 및 특성 곡률도 

A 
우안 

1. 12 C 
좌안 

식생 밀집구역 전까지 확장 내륙 부분까지 확장 
1.18 

B 
우안 

1. 10 
좌안 

D 1.20 
식생 밀집구역 전까지 확장 내륙 부분까지 확장 

salt pans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그림 10, 11). salt pans은 해안습지 지표면 

에 나타나는 소규모 웅덩이 같은 지형을 의미하는데， 형성 과정에 따라 l 차 salt pans과 

채널형 salt pans으로 구분된다. 1차 salt pans는 식생이 부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웅덩 

이 같은 곳에 해수가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고 해수가 증발하면서 염류도가 높게 되 

어 형성된 지형이다. 채널형 salt pans은 갯골의 성장이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지형이다. 

연구지역에는 l차 salt pans과 채널형 salt pans이 동시에 나타난다. 식생분포를 보면 갈 

대군락과 칠면초 군락이 흔재하여 나타나는데， 외해쪽으로 전진하면서 수로과의 거리 

가 200~500m로 멀어지고(사진 9), 패취 (patch) 상으로 분포패턴이 변한다(사진 10). 이 

는 염류도가 다른 구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식생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칠면초(Suaeda japonÍca) 군락의 출현빈도는 1m2에 1847~ 이 다. 

요약하면， 연구지역의 지형은 염수와 담수의 영향 정도에 따라 3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역에는 삭생과 지형의 특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역구분과 

지형 · 식생 분석은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연구지역의 퇴적과정 변 

화를 분석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식과 측방침식에 의하여 내륙쪽으로 갯골의 길이와 규모가 성장한다(Pestrong ， 1965; 

Carter, 1988; 박정 재， 1998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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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구역 川 시직 부분의 모슴 

바다쪽으로 나아가연서 우안에서 좌안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경 

사변환점의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함을 알 수 있다(화살표) 

시진 7. 구역 ” 끝부분의 모슴 
바다쪽으로 나아가면서 좌안에서 우안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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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갯벌 퇴적즘에 노출되 이 있는 조립 질 퇴잭층 
간조시 노출된 조립질 퇴적층으로 퇴적환경의 변화를 지시한 

다， 화살표는 주상시료 채취 지정이디 

시진 9. 구익 111 의 갯벌괴 잉생습지 

우안의 모습으로 갯벌과 식생의 거리가 매우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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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구역 川 의 패취싱 갈대군략 
매를 세워 놓고 좌안에서 우안 냉향으로 촬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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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퇴적특성의 변화 

순천만 염하구는 인위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지난 30여년간 퇴적환경의 변화를 겪었으 

며， 이는 퇴적특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을 올바르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퇴적특성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제3장에서는 퇴 

적물 분석을 통하여 퇴적특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 1절 퇴적환경의 변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안지역의 인위적 환경변화(man-made environmental change) 는 

염하구의 퇴적환경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겪은 염하구는 과거의 평형상 

태( equi1ibrium)에서 새로운 평형상태로 변이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는 지형이다. 순천만 

염하구는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주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퇴적환경에 직접적인 변 

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크게 다음의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1 해안선과 유로 변화 

순천만 염하구는 1960년대 이후 해안습지가 농경지로 간척되어 해안선이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500m 전진하여 외해와 육지부의 통로가 좁아져 만입 형태를 띠게 되 

었다(그림 14의 1986, 1988 지도). 이는 다음과 같은 퇴적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해안선 변화 이전에는 하천에 의하여 하구에 공급된 퇴적물이 조류와 파랑의 영향으로 

제거되어 외해쪽으로 운반되는( reworking) 현상이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조립질 퇴적 

물이 많이 퇴적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구가 바다와 개방된 형태로 접하면서 파랑 

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염하구 환경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Hart， 1995 : 

219-220). 그러나 간척사업에 따라 하구가 만입형태로 변하고 바다와 반폐쇄된 형태 

로 접하게 되면서 파랑과 조류에 의한 퇴적물 제거와 운반 현상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미립질 퇴적물이 하구에 퇴적되는데 유리한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35 



1963 

1988 o 

E 짚f획농^I 

• 납}하^I 형 

lkm 

1986 

1999 

그림 14. 순천만 염하구의 유로와 해안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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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이후 시행된 동천 일부 구간의 유로 변경과 직강화(곡률도가 1.72에서 1.05로 

감소됨)는 하천에 의한 퇴적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16)， 하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퇴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1991 년 이후에 바아 지형이 새롭게 

형성되기에 이르렀으며(그림 14의 1999년 지형도)， 이 바아 지형은 이후 조류에 의한 

미립질의 퇴적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장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 

1.2 댐 건설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 

순천시의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1991 년 축조된 주암조절지댐은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 

로 조절하게 되었다(그림 16). 댐 건설 이전에는 갈수기와 같이 하천의 흐름이 미약한 

환경이 대조의 만조 시간대와 겹칠 경우 내륙(교량교)까지 조류의 영향이 미쳤다. 그러 

나 댐 건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량이 적은 하천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염수와 

담수가 일정한 지점에서 교차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류의 영향이 

내륙에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댐 건설 이전에는 2932m3/sec 규모의 홍수(freshet)가 여름철에 주기적으로 일어났으나， 

댐 건설 이후에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홍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염하구 양안의 미립질 제거 현상(flushing effect)이 중단되어 조류에 의한 미립질 퇴적 

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으로 변하였다<그림 15, 16>은 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수 

위독선으로 댐 건설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는데， 댐 건설 이전에는 수 

위의 계절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수위의 계절적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량은 적지만 일정한 양의 하천수가 지속적으로 수 

로 양안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수로의 염류도는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로 양안 

에 친담수성 염생식생인 갈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였다. 이는 조류가 범람 

할 때에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하중이 식생에 의해 포획되어 퇴적이 활발하게 일 

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표 5). 

16) 이러한 하도작업에 따른 유로변경으로 말미암아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동천의 흐름은 

과거에 비하여 원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현지 주민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64 

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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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탱 건설 이전 이사천의 월 평균 수위: 1981-1990 

2.0 

1.5 

E 
01- 1.。
<r-

0.5 

0.0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그림 16. 댐 건설 이전 이사천의 월 평균 수위: 199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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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지역의 퇴적환경 변화 

인위척 환경벌화 휩쩍환경의 변화 

해안선 변화와 
• 조류와 파랑에 의한 퇴적물 제거 및 운반작용 약화 

• 미립질 퇴적물의 하구 퇴적 유리 
유로의 변경 및 직강화 

。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퇴적물 공급 

·조류의 내륙 유입 중단 

• 여름철의 주기적인 홍수 중단 

댐 건설 
• 미립물질의 퇴적 증가 

• 바다에 미치는 하천의 영향 감소 

• 지속적인 담수의 공급으로 수로의 염류도 감소 

@ 식생에 의한 미립물질 포획과 퇴적 가속화 

저12절 퇴적물 분석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은 퇴적과정의 특성과 함께 변화를 지시하므로(Viles， 1990: 

285),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퇴적특성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2.1 주상시료 분석 

1) 퇴적구조 

염하구의 퇴적구조는 퇴적물의 종류， 지형 ·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를 띤 

다. 일반적으로 염하구 퇴적물은 점토나 실트와 같은 미립물질이 주를 이루면서 모래 

와 세사와 같은 조립물질이 혼합되어 있고， 그 층리는 매우 앓은 것이 특징이다 

(Dennis, 1981: 304; Collinson and Thompson, 1982: 140). 그러나 이러한 퇴적구조의 특 

징은 염하구의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면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퇴적구조 

를 구역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성가 있다. 

퇴적구조를 살펴보면 3구역 모두 평행층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퇴적의 메카니즘 

이 유속이 느린 포상홍수(sheet flow) 형태의 조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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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생습지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구역별 퇴적구조를 층상구조와 색상(color)을 중 

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7). 

구역 I 의 주상시료는 댐 건설 이전 조류유입의 한계지점인 교량교 부근에서 채취하였 

다. 이는 댐 건설 이전의 퇴적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지표면으 

로부터 40cm까지는 하천에 의하여 운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평균 입경 4.90φ 의 회색 

(5Y 4/1) 퇴적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곳에서는 층상구조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식생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식생이 서식하고 있는 곳에서는 식생뿌 

리 생흔에 의해 1차 퇴적구조가 흩어지게 된다(조성권 외， 1995: 418). 그 아래로는 

10cm 두께로 평균 입경 6.83φ 의 녹회색(lOGY 6/1) 미립질층이 나타난다. 이 퇴적층은 

댐 건설 이전 조류가 내륙으로 유입되었을 때에 운반된 퇴적물로， 윗쪽의 퇴적층과는 

달리 조류의 흐름을 반영하는 앓은 층상구조가 나타난다(조성권 외， 1995, 417 ~419). 

미립질층 아래로는 20cm 두께로 평균 입경 2.63φ 의 회색 (5Y 411) 조립질 퇴적물이 나 

타나며， 그 아래로는 다시 10cm 두께로 평균 입경 6.1 0φ 의 녹회색(lOGY 611) 미립질 

층이 나타난다. 그리고 20cm 두께의 평균 입경 2.32φ 의 회색(5Y 4/1) 조립질 퇴적물이 

연속하여 나타나는데， 이 지점에는 자갈층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천에 의해 운반된 두꺼운 조립질과 조류에 의해 운반된 앓은 미립질층이 교차하 

여 나타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17). 

구역 n 의 주상시료는 현재 퇴적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바아 

지형의 염생습지에서 채취하였다. 지표면으로부터 10cm까지는 평균 입경 7.32φ 의 황 

갈색(10YR 4/6) 미립질 산화층이 나타나며， 곳곳에 진한 암적색(2.5YR 2.5/2)의 반상문 

이 나타난다. 그리고 식생뿌리의 잔재로 보이는 유기물이 나타난다. 그러나 식생과 연 

17) 일반적으로 하천의 흐름이 계절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하천의 흐름이 매우 

미약한 경우에 조류의 유입이 육지부까지 연장되어 쐐기 (wedge)모양의 미립질층이 조 

립질 퇴적층 중간에 나타난다. 실례로 미시시피강은 조류 침입의 범위가 하천의 흐름 

이 약할 때에는 육지쪽으로 150km인 반면， 하천의 흐름이 강할 때에는 1.5km에 불과 

하다(Dyer， 1979). 구역 I 의 퇴적구조도 댐 건설 이전에 이와 같은 퇴적과정을 겪었음 

을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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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동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Colinson and Thompson, 1982: 141) 층상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산화층 이하 40cm까지는 평균 입경 7.02φ 의 검회색(2.5Y 4/0) 미립질 환원층 

이 나타난다. 이 역 시 조류에 의 하여 운반된 퇴 적 물로서 앞서 의 산화층과는 달리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의 층리는 주로 두께 lcm 이하의 평단 엽층리이며 18)， 

반문층이 나타난다. 깊이 40cm-60cm 사이에는 평균 입경 4.93φ 의 황회색(2.5Y 5/1) 

퇴적층이 나타나는데， 위의 퇴적층에 비해서 조립질이며， 층리의 발달도 미약하다. 깊 

이 60cm-80cm 사이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평균 입경 3.07φ 의 회색(5Y 

4/1) 모래층이 나타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립질층이 두께 5mm 이하로 나타난다. 

이 지점에는 깊이 10-60cm 사이와는 달리 사엽층리가 미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 층 

리가 조류의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님을 지시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깊이 40cm와 60cm를 경계로 퇴적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퇴적과정의 변화 

를 지시하는 것이다. 

구역 m의 주상시료는 transect 4의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지점에서 채취하였다(사진 

8).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cm까지는 황갈색(lOYR 4/6)의 미립질 산화층이 나타나며， 곳 

곳에 진한 암적색(2.5YR 2.5/2)의 반상문이 나타난다. 연체동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 

기물이 나타나는데， 구역 H 와는 달리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평단 엽층 

리가 나타난다. 산화층 이하 30cm까지는 두께 lcm 이하의 평단 엽층리가 주를 이루는 

평균 입경 6.78φ 의 검회색(2.5Y 4/0) 미립질 환원층이 나타나는데， 곳곳에 암갈색 

(7.5YR 3/4)이나 진한 암적색(2.5YR 2.512)의 반상문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구역 H 의 

10-40cm의 퇴적구조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 깊이 30cm-50cm 사이에는 구역 H 의 

40-60cm의 퇴적구조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평균 입경 5.01φ 의 황회색(2.5Y 5/1) 퇴적 

층이 나타나는데， 위의 퇴적층에 비해서 조립질이며， 층리의 발달도 미약하다. 깊이 

40cm-60cm 사이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평균 입경 3.02φ 의 회색(5Y 411) 

모래층이 나타나는데， 0-40cm의 깊이와는 달리 사엽층리가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구역 H와는 달리 미립질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18) 평단 엽층리는 조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간대 환경에서 나타나는 층리로， 매우 앓은 

수평 층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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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도운포 

앞서의 퇴적구조 기술은 퇴적과정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정성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적구조를 정량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깊이에 따른 어떠한 입도 

분포를 나타내는가를 살펴야 한다. 입도분포는 퇴적구조를 분석한 주상시료를 10cm 단 

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입도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그림 18). 

표 6. 깊이에 따른 평균입도(단위: ø) 

IOOïn 20ëm 30cïn 40cm 50cm 600m 700m 80cm 90cm lOOcm 

구역 I 4.81 4.92 5.01 4.92 6.83 2.65 2.63 6.1 0 2.32 2.32 

구역 n 7.32 7.25 6.94 6.89 4.99 4.86 3.01 3.1 3 

구역 m 7.01 6.89 6.43 5.01 4.98 3.11 2.94 

구역 I 은 깊이 0-40cm는 4.81-5.01φ 이고， 40-50cm는 6.83φ 으로 나타나 40cm 깊 

이에서 입도분포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50-70cm는 2.62-2.64φ 이고 70-80cm 

는 6.10φ ， 80-100cm는 2.32φ 로 나타나 70cm와 80cm 깊이에서도 입도분포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별된다. 이는 퇴적구조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역의 특징과 퇴적환 

경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구역 n 는 깊이 0-40cm는 6.89-7.32φ ， 40-60cm는 4.86-4.99φ ， 60-80cm는 3.01-

3 .1 3φ 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깊이에 따라 조립질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특히 

40cm와 60cm에서 입도분포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40cm 깊이 이하에서 

점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구역 m은 깊이 0-30cm는 6.43 -7.01 φ ， 30-50cm는 5.00φ ， 40-60cm는 3 .1 1-2.94φ 

로서， 30cm와 40cm에서 입도분포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구역 H 와 유 

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그러나 퇴적층의 두께는 구역 n 에 비해서 앓게 나타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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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깊이에 따른 입도분포 
구역 I 은 지표에서 40cm와 60cm에 미립질 퇴적층이 나타난다. 이는 댐 건설 이전 조 
류가 내륙으로 유입하면서 퇴적된 퇴적층이다. 구역 H 는 지표에서 40cm 깊이부터 입 
도분포의 차이가 나타나며， 60cm에서는 모래입자로 급변한다. 구역 m은 지표에서 

30cm 깊이부터 차이가 나타나며 50cm 깊이에서는 모래입자로 급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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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H 에 비해서 퇴적작용이 덜 활발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갚이 0-30cm의 

경우 구역 m의 입도분포가 구역 H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립질로 나타나는데， 이 

는 조류의 유속 차이와 식생의 유무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구역 m은 외해로부터의 거 

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류의 유속이 빠르고 파랑의 영향을 받으며 식생에 의한 미립질 

고착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2.2 표층 퇴적물 분석 

염하구 지형 형성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육지에서 바다 부분으로 전 

진하면서 퇴적 메카니즘이 변하는 것인데(Darlymple， 1989), 육지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하천이 퇴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바다쪽으로 전진할수록 조류의 영향이 커져서 

조립질 퇴적층의 운반빈도가 줄어든다19). 따라서 표층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통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퇴적과정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1) 입도분포 

구역 I 은 하천을 따라 모두 6지점에서 표층 퇴적물의 입도분포를 분석하였다. 구역 

I 은 육지에서 하구쪽으로 오면서 I지점이 4.91φ ， 2지점이 4.95φ ， 3지점이 5 .41φ ， 4지 

점이 5.61φ ， 5지점이 5.70φ ， 6지점이 6.01φ 로 나타나 하구에 가까와지면서 입도분포 

가 미립질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천의 유속이 약해지면서 점차로 운반능력이 약해 

짐을 의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조류의 영향으로 미립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지점의 모래와 실트， 점토의 평균 비율을 살펴 보면， 모래 20.01(%), 

실트 52.19(%), 점토 27.80(%)로 나타나 실트와 점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역 H 는 transect 1 에서 transect 3으로 내려오면서 경사변환점은 6.74φ ， 6.87φ ， 6.46 

φ ， 염생습지는 7.32φ ， 7.41φ ， 7.04φ 로 나타나 transect별 입도분포는 큰 변화가 나타 

나지 않는다. 경사변환점과 염생습지의 값을 비교하면 3개의 transect 모두 염생습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류가 범람하면서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사변 

19) Dyer( 1986)는 온대지방 염하구의 지형을 형성하는 퇴적물은 대부분 바다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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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점에 일차적으로 무거운 입자가 퇴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식생의 부유하 

중 고착능력 때문에 미립물질이 염생습지에 많이 퇴적된 것이다. 모래와 실트， 점토의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경사변환점은 모래 9.87(%), 실트 58.84(%), 점토 31.29(%)로 나 

타났으며， 염생습지는 모래 5.56(%), 실트 55.28(%), 점토 39.1 6(%)로 나타나 두 지점 역 

시 설트와 점토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역 rn은 transect 4에서 transect 6으로 내려오면서 경사변환점은 6.88φ ， 6.76φ ， 6 .32 

φ ， 염생습지는 7.01φ ， 6.99φ ， 6.88φ 로 나타나 구역 H 와 같이 transectquf로는 큰 변화 

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사변환점과 염생습지의 값을 비교하면 3개의 transect 역시 염생 

습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구역 H 와 동일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역 n 와 구역m에서는 transect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염생습지 

가 변이가 크다(그림 19). 모래와 실트， 점토의 평균 비율을 살펴 보면， 경사변환점은 

모래 8.77(%), 실트 60.1 9(%), 점토 31.04(%)로 나타났으며， 염생습지는 모래 5.66(%), 실 

트 61.11(%), 점토 33.23(%)로 나타나 실트와 점토의 비율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구역 

m의 이러한 입도분포는 구역 H 의 그것과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 

I 과 구역 II.rn의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퇴적물 운반 메카니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구역 I 은 유속이 빠른 하천 중심의 퇴적물이 주를 이루 

는 반면， 구역 II. 구역 m은 조류의 범람이 주를 이루어 점토의 비율이 높은 미립질 
퇴적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구역별 평균 입도분포(단위 0/0) 

구 쩍 f탔래 실릎 첩포 ’ 
구역 I 20.01 52.1 9 27.80 I 

경사변환점 9.87 58.84 3 1.29 I 
구역 H 

39.16 I 염생습지 5.56 55.28 

경사변환점 8.77 60.19 31.04 
구역 m 

염생습지 5.66 61.11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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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지점별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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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점별 입도분포(단위 0/0) 

구협 져첨 쪼ï!ß 실f증 점토 ￠ 

21.22 60.76 18.02 4.91 

2 20.61 65.39 14 .1 0 4.95 

3 20.45 59.13 20.42 5.41 

4 20.27 58.21 21.51 5.61 

5 19.86 58.11 22.03 5.70 

6 17.65 56.24 26 .1 1 6.01 

경사변환점 9.87 58.31 31.82 6.74 
tr. 1 

염생습지 5.98 56.44 37.58 7.32 

경사변환점 9.65 59.1 3 31.24 6.87 
H tr. 2 

염생습지 5.65 53.13 41.21 7.41 

경사변환점 10.09 59.09 30.82 6.46 
tr. 3 

염생습지 5.73 56.27 38.00 7.04 

경사변환점 8.89 60.31 30.80 6.88 
tr. 4 

염생습지 5.78 60.14 34.08 7.01 

경사변환점 9.01 59.87 30.1 2 6.76 
m tr. 5 

염생습지 5.66 61. 16 33.18 6.99 

경사변환점 8.57 60.38 29.61 6.32 
tr. 6 

염생습지 5.87 62.04 32.09 6.88 

유로변경 및 직강화， 댐 건설에 따라 나타난 수문변화가 수로 하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기 위해 수로 하상 퇴적물의 입도분석을 하였다. 수로 하상 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 모래는 12.52-16.32(%), 설트와 점토는 83.68 - 87.48(%)의 분포를 나타 

내었다(표 9). 이는 표층 퇴적물 입도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구역 I 에 비해서는 미립 

질이고， 구역 n . rn에 비해서는 조립질인데， 이는 수로 하상의 퇴적물은 조류보다는 
하구로 오면서 유속이 감소한 하천에 의해 공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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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로 하상 퇴적물의 입도분포 

------‘“ 

업도분포 

모 래 12.52 - 16.32(%) 

실 E 52 .35 - 62 .34(%) 

점 토 32.13 - 25.14(%) 

펴。 균 6.38 - 5.37(φ) 
1 

2) 염류도 

염하구 퇴적물의 대부분은 염류도의 농도가 육상의 일반 토양보다 훨씬 높다(Adam， 

1992: 73).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염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수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인데， 육지부로 갈수록 해수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염하구 표층 퇴적물의 구역별 염류도의 차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염하구 퇴적물의 염류도는 조류와 하천의 혼합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염 

류도의 변화에 따라 식생분포는 변화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도 식생의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지형을 구분한 바 있다(제2장 참조). 일반적으로 염류도는 육지부에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높아지며， 조류의 영향이 강한 구역에서는 침수빈도가 높은 수로 부근이 

더 높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염하구 환경에서는 염류도가 변함에 따라 식생의 분포패 

턴과 생산성의 공간적 차이가 나타난다20). 

전기 전도도는 구역 I 이 평 균 2.25(mmhos/sec), 구역 H 가 6.0(mmhos/sec ), 구역 m이 

8.63(mmhos/sec)이다(표 10).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염류도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U.S. Salinity Laboratory Staff, 1954: 160)에 따르면 구역 I 의 1 . 2 . 3 지 점 은 

non saline, 구 역 I 의 4 . 5 . 6 지 점 은 slightly saline, 구 역 R 는 modelately saline, 구 역 

m은 very sali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역별로 염류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20) 일반적으로 염하구 표층 퇴적물의 염류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류 

에 의한 침수빈도， 둘째， 수로의 경사도와 배수조건， 셋째， 퇴적물의 입도분포， 넷째， 

육지로부터의 담수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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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퇴적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표 10. 구역별 표층 퇴적물의 엄류도(단위 mmhos/sec) 

채취착첩 2 3 4 5 6 평균 
구헬 I 

염류도 1.5 1.8 1.9 2.1 2.5 3.7 1.96 

구혈 n 
채취착첩 tr.l tr.2 tr.3 i챙11: 

염류도 5.5 6.0 6.5 6.00 

채취짜접 tr.4 tr.5 tr‘6 i혔놓f 
구f협 m 

염류도 7.8 8.5 9.3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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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지점별 염류도의 변화 

퇴적과정에 있어서 구역 I 은 현재 하천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조류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있고， 구역 H는 조류와 하천의 영향을 통시에 받으며， 구역 m은 하천의 영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그림 20>을 보면 염류도의 변화가 구역 n 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데 이는 하구 지점이 조류 유입의 한계지점이라는 사실을 지시한다. 

따라서 제2장의 식생에 의한 지형 구분은 정확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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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온의 농도 

염하구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영양염류를 보유하고 었다.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토양 

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된 공급처는 기반암의 풍화산물인 반면， 염하구의 영양염류 

는 하천과 해수에 의해 대부분 공급된다. 특히 하천은 범람과 홍수시 풍부한 영양염류 

를 이동시켜 염하구를 비옥하게 만든다(Phelger， 1977). 따라서 댐 건설에 의해 하천의 

범람과 홍수가 없어진 연구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양염류 공급의 기회를 잃게 되었 

다21). 

연구지역의 소륨은 염류도와 마찬가지로 구역 I 에서 m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소륨의 평균 농도는 구역 I 은 1,475(ppm), 구역 n 는 1,824 

(ppm), 구역 m은 2，286(ppm)으로 나타나 바다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1 , 그림 21). 소륨 이온은 칼숨에 비해서 7배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이 

유는 해수의 주요 성분이 염화나트륨(NaCI)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구 

역 I 과 rr.III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는 구역 I 이 해수의 영향을 거의 받 

지 못함에 따라 표층의 소륨이 용탈되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구역 

I 과 구역 rr.III의 퇴적 메카니즘이 공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1. 구역별 소둠 이온의 농도(단위: ppm) 

21) 현지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순천만 염하구의 경우 댐 건설 이전에는 갯벌이 매우 비 

옥하였으나， 댐 건설 이후에는 비옥도가 떨어져 어패류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고 한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림 2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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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점별 소률 이온의 농도 변화 

칼숨의 평균 농도는 구역 I 은 303(ppm), 구역 H 는 376(ppm), 구역 m은 246(ppm)으로 

나타나 소륨과는 달리 구역 H 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표 12, 그림 22). 일 

반적으로 칼숨은 해수에 풍부하지만 해수와 담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높은 농도 

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Adam， 1992). 이 연구에서의 결과도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한 

다. 즉， 염수와 담수가 교차하는 구역 H 지점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칼숨은 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지점이 없는 지점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고 알려져 있다. 연구지역의 구역 III 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사실은 이러한 사 

실을 뒷받침한다. 

표 12. 구역별 칼슐 이온의 농도(단위: ppm) 

채취~p합 2 3 4 5 6 평균 j 
T합 I 

이온농도 262 286 288 306 326 352 303 .33 

채강혐짜첨 11'.1 tr:2 tr,3 평균 
구협 표 

이온농도 367 371 388 375 .33 

채취착첨 깐'，4 tr.5 tf'~6 i챙훌f 
구혈 m 

이온농도 287 229 221 2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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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점별 칼숨 이온의 농도 변화 

저13절 퇴적특성의 변화 

퇴적환경의 변화와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연구지역 퇴적특성이 

겪어옹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댐 건설 이전과 현재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3.1 댐 건설 이전의 퇴적특성 

댐 건설 이전의 순천만 염하구는 계절과 시기에 따라 하천의 흐름이 달랐다. 즉， 하천 

의 흐름이 미약한 경우에는 조류의 영향이 내륙에까지 미쳐 미립물질을 퇴적시켰고， 

여름철 홍수시에는 하천의 영향이 바다에까지 미쳐 하구와 수로 양안의 미립물질을 제 

거하고 조립 물질을 퇴적시켰다. 

구역 I 의 주상시료 퇴적구조(그림 17)를 보게 되면， 조립질 퇴적층 사이에 층상구조로 

이루어진 미립질 층이 나타나는데， 댐 건설 이전 하천의 흐름이 미약한 시기에 내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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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입된 조류의 영향으로 퇴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하천에 의해 

서 퇴적된 표층 부분(깊이 0-40cm)의 입도분포보다 하부(깊이 50 -70cm, 80 - 100cm) 

의 입도분포가 조립질로 나타났는데(그림 18, 표 6), 댐 건설 이전의 하천유속이 현재 

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띔빠구 농쩌 

면
 

년
 표
 

뾰
 
-
증
 

-
적
 

퇴
 

농지의 지표면 
(1963-1999) 

면
 

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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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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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간척사업 이후 퇴적층의 성장: 1963-1999 
1963년 연안방조제 건설 이후 염하구의 퇴적이 진전되어 현재는 간척농지보 
다 고도가 높다<그림 10>의 (1 2) 지점에서 측량한 것이다. 

구역 II.III 주상시료의 입도분포를 보게 되면 깊이 40cm와 30cm에서 점토의 비율이 

떨어지는데， 이는 댐 건설 이전에는 여름철에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홍수에 의해 미립 

물질이 제거되고 조립물질이 퇴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구역 H 의 

깊이 60-80cm, 구역 m의 깊이 50-70cm의 입도분포를 보면 모래가 많은 조립질 물 

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해안선이 만입 형태로 변화되기 이전에 강한 조류와 파랑 

에 의해 퇴적된 조립물질로 해석할 수 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간척사업 이후 현재까지 

30여년간 50-60cm의 퇴적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196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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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조제 건설 직전에는 간척농지가 갯벌보다 30cm 정도 높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갯 

벌의 고도가 40cm가 높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22)(그림 23).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댐 건설 이전의 순천만 염하구는 조류에 의한 미립물질 퇴적과 

주기적인 홍수에 의한 미립물질 제거 현상이 평형을 이루어 퇴적율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동향에서 살펴본 Hart and Long(1 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다. 

3.2 현재의 퇴적특성 

주암조절지댐은 1991 년 건설되어 홍수를 조절하고 하천의 유속을 감소시켰으며， 지속 

적인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순천만 염하구로 유입되는 하천의 계절 

적인 차이와 조류가 내륙으로 유입하는 현상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표층 퇴적물의 입도분포와 염류도 · 치환성 양이온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보게 되면 내 

륙쪽인 구역 I 과 바다쪽인 구역 II.III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조류 

의 영향이 하구까지로 제한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하구에 새롭게 바아지 

형이 형성되고， transect 1 과 2의 입도분포가 가장 미립질이라는 사실 역시 이러한 퇴적 

과정을 뒷받침한다. 이는 Dyer (1 995)가 지적한 부유하중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하구인 transect 1 과 2라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다. 

구역 H 와 m의 표층 퇴적물은 점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댐 건설 이후에 

는 홍수에 의한 미립물질 제거와 조립물질 퇴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댐 건설 

이전에 비해 점토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퇴적물의 배수성과 통기성을 떨어뜨려 

어패류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어패류 생산량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그림 24). 

22) 1963년의 고도 자료는 대대동 어촌계 자료를 이용하였고， 현재의 자료는 대대동 대책 

위원회 자료와 연구자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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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구지역 어패류의 생산량 변화 

구역 H 의 주상시료 입도분포를 보면 표층 퇴적물과 거의 같은 입도분포가 깊이 40cm 

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댐 건설 이후 10년간 진행된 퇴적률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형도에 바아 지형이 나타난 시기는 1991년 이후이다. 

이는 바아 지형이 대조의 간조시 노출된 것은 댐 건설 이후라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형도 분석과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대조의 간조시 

바아 지형의 높이를 실측(1999년 6월 17일)한 결과 43cm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구 

역 H 의 0-40cm 깊이와 구역 m의 0-30cm 깊이는 댐 건설 이후 변화된 퇴적과정 

속에서 퇴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었다(그림 25). 

댐 건성 이후(1999)의 

바아퇴적흥표면 

댐 건얼 이전(1991 )의 

바아퇴쩍흥표연 

그림 25. 탱 건설 이후 퇴적층의 성장: 199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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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순천만 염하구는 조류의 영향이 구역 H 로 제한을 받고 있 

으며， 홍수의 조절에 따라 수로 양안에 점토 비율이 높은 미립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 

되고 있는 환경이다23). 이와 같은 현재의 퇴적특성은 제4장에서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 

이를 분석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23) 이러한 퇴적환경의 변화는 현재 순천만 염하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래채취 사업과 

관련이 있다. 순천만 주민들은 수로 하상과 양안의 지속적인 고도 증가에 따라 양식 

업과 어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로 하상의 퇴적물을 일부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순천시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 당국은 퇴적구조에 나타난 

모래를 공업용 자재로 씀과 동시에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동천 하상과 수로 

하상의 모래채취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현재까지 

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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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퇴적과정의 공간적 특성 

제3장에서는 퇴적환경 변화와 퇴적물 분석을 통해 연구지역 퇴적과정의 변화를 파악하 

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퇴적과정이 어떠한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며 진행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제 I 절에서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을 분석하고， 제2절에서는 연간 

퇴적률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과 연간 퇴적률을 

비교 • 종합하여 연구지역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를 도출한다. 

표 13. 각 transect의 지 형 과 식 생 

transect ;<1 형과 씩생 분포 특성 

바아지형을 중심으로 한 지점. 우안과 좌안의 고도차는 거의 없음. 경사변 

환점과 식생군락과의 거리는 1O -15m. 식생은 2.5-3.0m의 갈대군락과 실 

망초가 혼재. 

transect 1 에서 250m 하부에 위치. 좌안이 50cm 높음. 경사변환점과 식생군 l 

2 락과의 거리는 좌안 40m, 우안 30m. 식생은 2.5-3.0m의 갈대군락과 실망 

초， 갯는장이 혼재. 

transect 2에서 500m 하부에 위치. 좌안이 50cm 높음. 경사변환점과 식생군 

3 락과의 거리는 좌안 120m, 우안 100m. 식생은 2.5-3.0m의 갈대군락과 실 

망초 혼재. 좌안에 과거 하천에 의해 운반된 사질 퇴적물 노출. 

transect 3에서 500m 하부에 위치. 좌안은 고도 220cm, 우안은 72cm로 차이 

4 
가 많이 나고 경사급변점의 경사가 급함. 경사변환점과 식생군락과의 거리 

는 좌안 250m, 우안 200m. 식생은 2.5-3.0m의 갈대가 칠면초와 혼재하여 

패취상으로 나타남. 우안에 과거 하천에 의해 운반된 사질 퇴적물 노출. 

transect 4에서 550m 하부에 위치. 좌안이 70cm 높음. 경사변환점과 식생군 

5 락과의 거리는 좌안 400m, 우안 450m. 식생은 2.5-3.0m의 갈대군락과 칠 

면초가 혼재. 

transect 5에서 550m 하부에 위치. 좌안이 10cm 높음. 경사변환점과 식생군 

6 락과의 거리는 좌안 550m, 우안 600m. 식생은 2.5-3.0m의 갈대군락과 칠 

면초가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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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11. 만조때의 transect 1 

대대포구가 있는 하구에서 활영한 것이다 

시진 12. 만조때의 trans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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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13. 간조때의 transec! 3 
구역 ([] 21 끝 부분으로 갯벌과 영생습지가 나타난다 

시진 14. traosec! 4의 질면초 군략 
칠연초 군락(화살표)이 나타나는 것은 염류도 증가와 판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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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15. 간조때 으I tr.nsect 5 

이 지정부터는 식생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 제방의 경사도 낮다 

시진 16. tr.nsect 6 옆에 위치힌 비지선 
바지선은 transect 6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은 대조의 만조때에 촬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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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실망초 경사변환점 

transect 1 transect 2 

갈대.실망초 
경사변환점 

갈대.칠먼초 

transect 3 transect 4 

갈대.질면초 경사번환점 

transect 5 transect 6 

] 럼 26. transect의 단 면 도 

경사변환점은 수로 양안 제방과 갯벌을 경계짓는 경사급변점을 막 지나서 

상부에 나타나는 평 탄한 부분을 지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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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절 조석의 일주기와 퇴적량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순천만 염하구의 퇴적과정에는 조류가 주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석의 일주기간에 발생한 퇴적량을 살피는 작업 

은 퇴적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24).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을 1999년 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매월 1회 11 번 측정하였 

다. 월별 측정일은 연구지역의 조석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그림 7). 

각각의 실험에서는 모두 30지점에서 여과지 트랩법을 이용하였으며(그림 10 참조)， 11 

번의 실험 중 10번은 기후조건이 양호하였으나， 1 번(1999년 4월 17일)은 약한 비가 내 

린 직후 실시되었다. 퇴적량은 지름 9cm의 여과지 넓이에 쌓인 양을 1m2의 넓이에 쌓 

인 양으로 환산한 값으로， 3.550 ~ 12.522(glm싸c)로 나타났다25). 

퇴적량의 평균값은 경사변환점 13 .480(glm2/tc ), 갯벌 4.285 (glm2/tc ), 염생습지 8.784 

(glm싸c)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경사변환점에서 갯벌로 나아가면서 감소하다가 염생 

습지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조류가 범람할 때 공격사면에 위 

치해 있는 염하구의 좌안이 우안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Leopold and 

Wolman, 1964). 이는 좌안의 고도 및 경사도가 우안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인데， 총 11회의 실험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는 같은 염하구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퇴적과정은 지점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 시 한다(Bricker-Ulso et al., 1989: 308). 

24) Reed(1 989)가 지적하였듯이 염하구 퇴적환경에 있어서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을 측 

정하는 것은 수직적 성장을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수직성장을 결정짓는 퇴적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이 연구에서 경사변환점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수로으로부터 양안으로 이어지는 갯벌 

부분 중 경사급변점 바로 뒤의 평평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염하구의 

퇴적률 연구에서는 수로가 조류에 의하여 범람하는 현상을 중요한 퇴적과정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경사변환점과 배후의 평탄한 갯벌 부분 그리고 식생이 정착한 염생습지 

부분을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Leon따d， 1995: 3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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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조차: 351cm 

짧짧짧뿔짧챙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99. 3. 19 - 조차: 352cm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99. 4. 17 - 조차: 265cm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그림 27. 일별 평균 퇴적량: 99.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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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일별 평균 퇴적량: 99.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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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8. 29- 조차: 322cm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99. 9. 30- 조차: 329cm 

용짧짧짧앓짧짧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99. 10. 9 - 조차: 240cm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그림 27. 일별 평균 퇴적량: 99.8-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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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99. 12. 13 - 조차: 292cm 

톰훌훌뿔뿔 

경사변환점 갯벌 엄생습지 

그림 27. 일별 평균 퇴적량: 99.11-99.12 

1.1 조석간만의 차와 퇴적량 

염하구 퇴적과정의 많은 연구에서는 조석간만의 차와 퇴적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일 

군의 연구(Harrison and Bloom, 1977; DeLaune et al., 1983)에 의 하면 염 하구의 퇴 적 량은 

조석간만의 차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Stoddart 

et al., 1989; Hutchison et al., 1995)에 의 하면 조석 간만의 차와 퇴 적 량은 상관관계 가 높 

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조석간만의 차가 크면 부유하중의 농도가 높아 퇴적의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침식의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67 



표 14. 일별 퇴적량: 평균값 

쪼류훼 
평 균 퇴 척 량(g/mt/tc) 

설함 달책 수 위 우 싼 확 딴 

(cm) 청변환 사첩 갯활 습 염 생지 ;흉 J..). 
갯벌 

염 생 
*혈활첩 숍 Ãl 

1999. 2. 2 351 11 .428 3.671 7.867 15.534 6.332 9.1 98 

1999. 3. 19 352 13.253 3.988 8.632 14.334 5.002 9.443 

1999. 4. 17 265 12.481 3.544 7.916 13.987 4.1 98 8.989 

1999. 5. 22 279 11.876 4.567 8.543 14.887 5.656 9.012 

1999. 6. 27 215 12.636 3.332 8.014 14.3 12 4.886 9.298 

1999. 7. 13 188 11.987 3.432 7.866 12.453 5.322 7.566 

1999. 8. 25 322 13.571 4.3 12 9.141 15.667 6.132 10.244 

1999. 9. 30 329 12.964 2.876 6.364 14.699 3.988 9.237 

1999. 10. 9 240 12.498 3.112 7.761 14.345 5.023 8.456 

1999. 11. 7 323 13 .341 4.021 9.631 15.023 4.432 10.799 

1999. 12. 13 292 11.879 2.195 8.982 13.577 4.249 10.278 

펴。 균 287 12.522 3.550 8.240 14.438 5.020 9.320 

연구지역의 조석간만의 차와 조석의 일주기에 의한 퇴적량의 상관관계를 multiple 

R-square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사변환점이 0.4136, 갯벌이 0.0282, 염생습지가 0.1 510 

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낮으며， 상대적으로 경사변환점의 상관관계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8, 29). 이러한 해석은 일별 퇴적량의 분포가 세 지점 모 

두 평균값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별 퇴적량 

의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경사변환점은 평균 6.878, 갯벌은 0.676, 염생습지는 3.675으 

로 나타나， 경사변환점이 가장 크고 갯벌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사변 

환점의 transect별 차이가 다른 지점에 비해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구 

지역의 퇴적과정에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연구기간 중 퇴 

적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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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조석간만의 차와 퇴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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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조석간만의 차와 퇴적량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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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로에서의 거리와 퇴적량 

염하구 환경에서 수로는 퇴적물 공급의 일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로를 따라 공급 

되는 퇴적물은 일차적으로 퇴적 초기에 수로의 제방 인접부분에 퇴적된다(French and 

Spencer, 1993; Leonard et al., 1995).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거리보다는 수로에서 멀어지 

면서，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의 순서로 나타나는 지형에 따라 퇴적량이 어떻게 변 

하는가에 주목하였다. 

20 
Q 

듣 15 
“‘ 
으 10 
ôO 
"Kr 5 
파 

O 
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갯강에서의 거리에 따른 지점 

뽑우안 

.좌안 

그림 30. 수로에서의 거리와 퇴적량: 평균값 

경사변환점의 퇴적량은 24.849 - 5 .4 18(g/m2/tc)이고 염생습지의 퇴적량은 15.098-4.345 

(glm2/tc)로 나타나 경사변환점에서 습지로 넘어가면서 퇴적량이 감소하였는데(그림 30), 

이는 일반적인 간석지(siliciclastic tidal t1at)26)에서의 연구 결과와 비교되는 것이다. 조 

류가 포상홍수의 형태로 간석지를 흐를 때에는 내륙으로 전진하면서 유속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지쪽으로 오면서 더 많은 부유하중이 퇴적된다고 알려져 있다(Pethick， 1985: 

147; Stumpf, 1983: 234). 그러나 수로를 중심으로 하는 염하구 환경에서는 수위의 상승 

에 따른 조류의 육지로의 이동 뿐만 아니라， 조류가 수로 양안의 제방(levée)을 범람하 

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Ford， 1997: 96-97). 

26) 여기서 간석지 (silliciclastic tidal flat)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서해안의 갯벌과 같이 

조류의 유입이 포상홍수(sheet flow)의 형태로 유입되는 지형을 말한다. 따라서 수로와 

같이 일정한 채널을 유로로 하여 조류가 유출입되는 염하구와는 구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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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하구에서 조류가 범람할 때의 최대 유속은 수로의 제방을 넘어서는 경우이며， 그 이 

후 유속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경사변환점에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퇴적물이 일 

차적으로 퇴적된다. 그리고 연중 1-2회 정도 범람하는 육상의 하천과는 달리 700회 

이상의 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하구의 경사변환점은 높은 퇴적률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염하구 퇴적과정에 있어서 제방효과(levée effect)라고 하는데， 경사변환 

점의 경사가 완만할수록 그 효과는 감소한다(Pethick， 1984: 176). 

표 15. 조석의 일주기간의 transect별 • 지점별 퇴적량(glm2/tc) 

쩡λ}뺑환첩 ?혔픽헬 혈행쏠r~l 
tråì잉ect 

;홉책쩍헨환췄 경했견웰 합생좋r?:.l 
tran.5ect 

봐얀 ~ .. ~ 짧한 우쌀 확싼 」흙얄 혔항 」폼안 쫓홍얀 *싼 짝안우혈 l 

24.849 20.445 - - 15.098 12.896 4 9.593 9.324 4.455 4.1 06 4.863 4.434 

2 18.086 19.1 87 - - 13.214 12.134 5 8.3 10 5.819 4.345 3.303 5.662 5.323 

3 16.985 14.941 - - 14.1 54 9.751 6 8.807 5.418 4.656 3.241 5.537 4.944 

연구지역의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도 이러한 퇴적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경사변환점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배후의 습지 환경에 비해서 조류의 유입 

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가 크고 퇴적과 침식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Anderson， et al., 

1979: 735),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을 곧바로 연간 퇴적률로 이용하는 데에는 무리 

가 따른다. 여기서 염하구 퇴적과정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시간축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30>에 의하면 6개의 transect에서 모두 경사변환점이 염생습지에 비해서 높은 퇴 

적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transect 5 . 6으로 오면서 염생습지와 경 

사변환점 사이의 퇴적량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해에 가 

까워지면서 제방의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제방효과가 미약해졌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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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로에서의 거리와 퇴적량 transect 1.2.3 
괄호안의 숫자는 수로에서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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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에서 제방 효과가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에 얼마나 유의한가를 살피기 위 

해 퇴적량의 값을 경사변환점과 염생습지라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다(표 16)27). 연구지역에서의 퇴적량의 분산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 

다. 

표 16. 경사변환점과 염생습지 퇴적량의 분산분석 

혈자양 추훌쯤 홈풋홉수 합 i혔숱f 환산 

경사변환점 66 803.053 12.354662 39.359383 

염생습지 66 528.43 8.129692 15.264048 

변풍향 요인 까훌좁f합 자퓨표:.(Ø) 쩌I팝 i챙끓 r .... F. l:Jl 유벌수출{α) F-차각쳐 1 

처리 580.1 3686 580.13686 21.241319 0.0966 3.915 

잔차 3495.8996 128 27 .3 11716 

계 4076.0365 129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수준 a=O.096과 자유도 φ1=1 ， φ2=128에서 F-기각치 

를 살펴 보면 3.915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값과 F-비 (2 1.241 )를 비교하면 F-비 >F

기각치가 되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구역별 퇴적량의 분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은 제방효과에 의해 경사변 

환점이 염생습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공간적 변이를 뒷받침한다. 

습지 부분 중 갯벌과 염생습지 부분의 퇴적량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염생습지 부 

분이 갯벌 부분에 비해서 퇴적량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지만， 그 차이는 경사변환 

점과 습지와 같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그림 31). 미세하나마 염생습지 부분이 갯벌 

부분에 비해서 높은 값을 갖는 것은 식생의 유무， 식생에 의한 부유하중 고착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 분석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힐 수 

27) 두 집단을 비교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로에서의 거리를 따라 나타나 

는 퇴적량의 변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표본집단의 수가 다른 갯벌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일별 데이터(low d없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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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1.3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량28) 

염하구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를 살피는데 있어서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량의 관계 

를 살피는 작업은 앞서의 수로에서의 거리와 퇴적량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작업이다.<그림 32>는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량과의 관계를 경사변환점과 염 

생습지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2지점 모두 하구에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퇴적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율은 구역 H와 구역 m을 경계로 명확하게 구별된다. 즉， 구역 H 에서 구 

역 m으로 넘어가면서 (transect 3에서 transect 4로 넘어가면서) 퇴적량이 급격하게 감소 

하는데， 이는 조류의 유속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외해에 

서 하구쪽으로 조류가 이 동하면서 조류의 유속은 점 차 감소하고 이 에 따라 부유하중의 

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9). 

U 

--

25 

20 

트 15 
。

캘 10 
K' 
파 

5 

O 
1(0 m) 2(250매 3(750m) 4(1 ，250미 5(1 ， 800메 6(2 ，350때 

transect(하구에서의 거리) 

-훌-경사변환점 -6-엄생습지 

그림 32.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량 

28) 여기서 하구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 즉 수로의 입구를 말한다. 

29) 본 연구지역은 제3장에서 밝혔듯이 댐 건설에 따라 하천의 흐름이 수로 양안의 퇴적작 

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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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염하구 퇴적환경에서 밀물과 썰물의 유속 차이와 퇴적물 운반의 관 

계를 살펌으로써 더 명확해진다. 일반적으로 밀물의 유속은 썰물의 유속에 비해서 빠 

르기 때문에， 밀물때 운반된 부유하중은 썰물 때에는 퇴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속 

의 차이는 육지쪽으로 오면서 더 크기 때문에 하구의 퇴적률이 높아지게 된다(Dyer， 

1973). 연구지역에서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량의 관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구역 11 와 구역 삐 퇴적량의 분산 분석 

인'^r와 수춘 판흉츄: 합 i청윷f 환싼 

중부구역 66 986.696 14.94994 20.48795 

하부구역 66 390.3 16 5.913879 3.405394 

변홉의 A양I 쳐I짧합 '^r￥r!ξ{φ) 처l팝 i웹팔 F .. 벼 유의수뿔(a) F-71zt치 

처리 2694.463 2694.463 225.541 0.0096 3.914 

잔차 1553.068 130 11.94667 

계 4247.53 131 

구역 H 와 구역 m의 퇴적량의 차이가 연구지역에 있어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수준 a=0.0096과 자유도 φ 

)=1 , φ2=130에서 F-기각치를 살펴 보면 3.914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값과 F-비 

(225.541)를 비교하면 F-비 >F-기각치가 되므로 귀무가셜은 기각되어 구역 n 와 구역 m 
사이의 퇴적량 분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석의 일주기간 

의 퇴적량은 하구에서 바다로 가면서 감소한다는 공간적 변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구역 H 와 구역 m사이 퇴적량의 감소 현상은 염생습지가 경사변환점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경사변환점은 14.941-16.985(g/m2/tc)에서 9.324 - 9 .593(glm2/tc)로 

감소하였고， 염 생습지는 9.751-14.1 54(glm2/tc)에서 4.1 06 -4.863(glm야c)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재 연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은 구역 n 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경사변환점과 염생습지 사이의 퇴적량의 공간적 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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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생습지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2절 연간 퇴적률 

제 1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은 공간적으로 변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을 연간 퇴적률로 직접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이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 관찰은 연구지역내 모든 조류의 유형을 다 살 

필 수 없고， 지점별 조류에 의한 침식현상을 살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Kearney， et al., 1995: 373). 따라서 1년동안 진행된 수직적 성장율을 직접 관찰하 

는 작업은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일찍이 

해안습지의 성장률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시행된 전통적인 방법이다(Dennison， 1989). 

연간 퇴적률을 조사하기 위해 1999년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1년동안 현장에서 조사 

를 하였다. 각각의 실험에서는 모두 30지점에서 artificial marker plot법을 이용하였으며， 

I지점에서는 인간에 의한 교란을 막기 위하여 4개의 plot을 동시에 설치하였다(그림 3). 

퇴적률 측정 실험은 조석의 일주기에 의한 퇴적량 실험과 마찬가지로 조류에 의한 퇴 

적작용이 일어난다고 판단된 구역 n 와 구역 m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지점은 앞서의 

퇴적량 실험에서의 지점과 같다. 

표 18. transect별 • 지 점 별 연 간 퇴 적 률(cm/yr) 

II..~-..:.;~，-， ~ _-_‘ ;쳤 4￥획웰훨첨 킹했혁蠻 혔/행습짜 
trártsect 혹청사판변월환첨7 꿇 갯]벌 

창한 ;￥F합 짧f향 }환[안 짤한t 추앞 양R싼 홉{한추딴 1 

2.8 2.8 - - 3.6 3.5 4 1.9 1.5 1.4 1.2 2.3 1.6 

2 2.9 3.0 - - 3.4 3.4 5 1.7 1.4 1.4 1.2 2.1 1.6 

3 2.9 2.4 - - 3.4 3,0 6 1.0 0.8 0.7 1.2 1.3 1.0 

연구지역에서 측정된 연간 퇴적률은 0.7 - 3.6(cm/yr)로 나타났다. 지점별 평균값을 살펴 

보면， 경사변환점 2. 13 (cm/yr)’ 갯벌 1.08(cm/yr), 염생습지 2.50( cm/yr)으로 나타나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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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사변환점보다는 염생습지 부분의 퇴적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18). 이 결과는 조 

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의 결과와는 오히려 상반되는 것인데， 이는 염하구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가 시간축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좌안이 우안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패턴은 앞서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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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변환점 갯벌 염생습지 

그림 33. 연간 퇴적률: 평균값 

2.1 식생과 퇴적률 

해안습지 퇴적과정에서 식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유하중의 고착능력이기 때문에 

식생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의점이다. 연구지역의 경우 <표 20>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식생이 있는 염생습지 부분이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경사변환점과 갯 

벌보다 높은 퇴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에 있어서 식생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즉， 연구지역의 경우 조류가 수 

로를 범람하고 부유하중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식생의 부유하중 고착능력에 기인하여 

많은 양의 부유하중이 염생습지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류의 정체 

기간이 염생습지가 더 길다는 사실(high slack water)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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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ect 1 

4 

틀이EEm 3 2 짧우안 

.좌안 
i<r 
파 1 

0 
경사변환점 (Om) 염생습지 (15m) 

transect 2 

4 

ξ삐E5 3 2 
원우안 

.화안 
i<r 
패 1 

O 

경사변환점 (Om) 염생습지 (40m) 

transect 3 

4 

ξ울m~E 3 2 
짧우안 

.좌안 
Kr 
파 1 

O 
경사변환점 (Om) 염생습지 (120m) 

그림 34. 석생과 퇴적률 transect 1.2.3 

괄호안의 숫자는 수로에서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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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ec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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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2| 짧우안 - .좌안 
i<r 
파 1 

0 
경사변환점 (Om) 갯벌 (100m) 염생습지 (250m) 

transect 5 

4 

훌 2 | 
짧우안 

.좌안 
i<r 
파 1 

O 

경사변환점 (Om) 갯벌 (200m) 염생습지 (450m) 

transect 6 

4 

關우안 

.좌안 
i<r 
iiií 1 

O 

경사변환점 (Om) 갯벌 (300m) 염생습지 (600m) 

그 림 34. 식 생 과 퇴 적 률 : transect 4.5.6 
괄호안의 숫자는 수로에서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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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부유하중 고착능력은 해안습지 퇴적과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퇴적환경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습지표면의 고도가 높아지고 안 

정화 단계에 이른 지역에서는 조류의 범람빈도가 적어 퇴적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 

고 단지 미립질의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30). 둘째， 퇴적환경이 평형상태에 도달하 

지 못하여 퇴적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미립질의 비율을 높이는 것 이외 

에 퇴적률을 상승시켜 퇴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Stumpf， 1992). 따라서， 연구지역에 

서의 식생의 역할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31). 

2.2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률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은 하구에서 바다로 이동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 

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연간 퇴적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기 위해 

연간 퇴적률에서도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률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5>는 하구에서의 거리와 퇴적률의 관계를 지점별로 살펴본 것이다. 연간 퇴적 

률 역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구에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구로 오면서 조 

류의 유속이 감소하고 담수와 염수의 혼합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부유하중의 퇴적 

30) 강화도 해안습지에서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도의 증가로 인해 조류의 범람빈도가 적 

은 갈대 군락의 표층 퇴적물이 퇴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갯벌에 비해서 미 

립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준， 1995, r강화도 염생습지 퇴적물에 관한 연구J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1) 이러한 현상은 연구지역의 방조제를 경계로 습지와 배후 논과의 고도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지역의 습지는 배후의 논보다 오히려 고도가 

40cm 정도 더 높다. 이는 아직도 이 지역의 퇴적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 
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퇴적과정의 활발함을 감지하고 여름 

철 논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갈대 군락의 빨(이 지역 주민들은 퇴적물을 이렇게 부름) 

을 제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 

정하여 갈대군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이에 반대하여 방조제 주변의 갈대를 불 

태워버리는 단체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1998년까지 매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순천만 갈대축제’가 1999년에는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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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구에서 멸어질수록 퇴적률이 감소하는 공간적 변이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과 

마찬가지로 구역 H와 구역 m을 경계로 명확하게 구별된다. 즉， 구역 H 에서 구역 m 
으로 넘어가면서 (transect 3에서 transect 4로 넘어가면서) 퇴적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과 달리 구역 H 와 구역 m 내에서의 퇴적률의 편차 
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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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m) 2(250m) 3(750m) 4(1 ,250m) 5(1 ,800m) 6(2 ,350m) 

transect(하구에 서 의 거 리 ) 

-+-경사변환점 →용-염생습지 

그림 35. 하구때서의 거리와 퇴적률 

2.3 조류의 유출입과 부유하중의 농도 변화 

염하구의 퇴적과정은 조류의 유출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유하중의 이동 및 퇴적현상 

과 밀접한 관련이 었다. 조류의 범람과 정체， 후퇴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유하중의 

농도변화는 퇴적과 침식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과지법이나 marker plot법에 

서는 살필 수 없는 퇴적과정의 역동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도 앞서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류의 유출입에 따른 부유하중의 농 

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조류내 부유하중의 농도는 조석간만의 차32)， 외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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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공간적으로는 4지점， 시간적으 

로는 대조시와 소조시의 2시점을 선정하였다(표 19) 

표 19. 조류의 유출입과 부유하중의 농도 변화(단위: mgll) 

구협 조차 
딸 물 시 쩔 흩 i 시 

수폴 변환점 갯벌 염생습짜 염생습Ãl 갯벌 변환점 수활 

대조 11 .322 9.309 9.057 8.807 5.284 5.032 5.032 5.536 

tr.2 소조 9.761 8.025 7.808 7.592 4.555 4.338 4.338 4.772 

평균 11 .322 9.309 9.057 8.807 5.284 5.032 5.032 5.536 

대조 9.309 7.799 7.799 7.296 4.780 4.277 4.025 4.277 

tr.4 소조 6.741 5.648 5.648 5.284 3.462 3.097 2.915 3.097 

평균 8.025 6.724 6.724 6.290 4.1 21 3.687 3.470 3.687 

대조 7.788 6.793 6.541 5.787 5.1 85 4.935 4.431 4.935 

tr.6 소조 5.639 4.919 4.737 4.196 3.755 3.573 3.208 3.573 

평균 6.714 5.856 5.639 4.989 4,470 4.254 3.820 4.254 

<표 19>는 조류의 유출입에 따른 부유하중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유하중 농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지점은 밀물시 경사변환점 통과 직후와 

썰물시 염생습지 통과 직후이다. 이는 앞서의 퇴적량 및 퇴적률 패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밀물시 경사변환점을 지나게 되면 제방효과에 의하여 부유하중 

이 많이 퇴적되고. 썰물시 염생습지를 지나게 되면 조류의 정체에 의한 부유하중의 퇴 

적과 식생에 의한 부유하중 고착에 따라 부유하중의 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썰물시 경사변환점을 통과하여 수로으로 

재유입할 때의 부유하중의 농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썰물시 경사 

변환점의 퇴적물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다(그림 36).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연구지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점에서 퇴적이 침식보다 우세 

하게 나타나고 있다. 

32) 일반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시가 조석간만의 차가 적은 소조시에 비해서 많은 

양의 부유하중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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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조류의 유출입에 따른 부유하중의 농도 변화 

그리고 밀물시 경사변환점을 통과할 때보다는， 썰물시 염생습지를 통과할 때의 부유하 

중 농도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지역의 부유하중 퇴적에 있어 제 

방효과보다는 식생에 의한 퇴적물 고착 능력이 더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역별 

로 살펴보면 조류에 의해 유입되는 전체적인 부유하중의 농도는 바다로 내려가면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기별 부유하중의 농도를 비교하면 대조시 유입되는 

부유하중의 양이 소조시 유입되는 부유하중의 양에 비해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퇴적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조류의 유형 및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서 퇴적되는 양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13절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을 살펴본 결과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은 제방효과， 연간 퇴 

적과정은 조류의 정체와 식생에 의한 부유하중 고착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 

서 연구지역의 경우 시간축척에 따라 진행되는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는 상이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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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다(표 20, 21). 



표 20. 수로에서의 거리에 따른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 

12.522 8.240 I 14.438 9.320 

연간 퇴 적률(cm/yr) I 1.983 I 1.200 I 2.350 I 2.033 I 1.195 I 2.683 

수로에서의 거리에 따른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 비교. 여기서 퇴적량은 조석 

의 일주기에 의한 양이고， 연간 퇴적률은 I년간 수직적으로 퇴적된 높이이다. 
여기서는 절대값보다는 지점별 퇴적량(률)의 변이을 살펴야 한다. 

표 21. 하구에서의 거리에 따른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 

---,‘ 

-’
j 

獅-
獅-
職

n 
-n 

-
π
 

댔
 -服
-M 

13.95 

12.75 

11.92 

2.80 

2.95 

2.65 

3.55 

3.40 

3.20 

nansect 4 I 9.46 4.25 4.65 I 1.70 1.30 1.95 

transect 5 I 6.67 I 3.82 5.49 I 1.55 1.30 I 1.85 

transect 6 I 7.1 2 I 3.95 5.24 I 0.90 I 0.95 1.65 

여기서는 〈표 20>과 달리 transe다별(종적인) 변이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지역의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은 수로과의 접근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경 

사 변환점은 12.522 -14.438(glm2/tc)인 반면， 염생습지는 8.240 - 9.320(glm싸c)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다른 몇몇 결과와 동일한 것인데， DeLaune et al.(1 978)과 

Baumann( 1984)은 루이지애나의 소규모 해안습지에서 비슷한 경향을 밝혀 내었다33). 

연구지역의 연간 퇴적률은 식생의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경사 변환점은 1.983 

33) De Laune 등(1978)은 바라타리아(Bar없aria)만 근처 염하구 해안습지의 연구에서 제방 

주변이 내부보다 2배 가까운 퇴적량을 가져왔다고 하였으며， Baumann 등(1984)은 자신 

들의 연구지역의 경우 제방 주변은 13g1m2/tc인 반면 내부는 이보다 느린 5.6g1m2/tc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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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 cm/yr)인 반면， 염생습지는 2.350 - 2.683( cm/yr)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외국의 다른 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Stumpf， 1983). 그러나 하구에서의 거리에 

따른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 · 연간 퇴적률 모두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하구에서의 거리에 따른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는 시간축 

척과 무관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은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 · 연간 퇴적률 모두 구역 n 와 구역 

m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 구역 n 가 구역 m에 비해서 퇴적과정이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으며， 구역 n 중에서도 transect 1 . 2의 퇴적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유하중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 (turbidity maximum)은 구역 H 

의 하구지점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유하중과 퇴적과정은 어떠한 관계 

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masect별 퇴적률과 표층 퇴적물의 입도분포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 았다(표 22, 그 림 37)34). 

표 22. 부유하줌의 농도와 퇴적률 

짧f흘엽I~t혈 1:11 옳《웠} 혈쳤? 랩 깅함 讓:(çm했샤 

;뤘샤뺑J쫓~첼 협 ?생}좁~l ?협사響;혔;섭 혈2짧숍펙 

transect 1 31.82 37.58 2.80 3.55 

transect 2 31.24 41.21 2.95 3.40 

transect 3 30.82 38.00 2.65 3.20 

transect 4 30.80 34.08 1.70 1.95 

transect 5 30.1 2 33 .1 8 1.55 1.85 

transect 6 29.61 32.09 0.90 1.65 

표층퇴적물의 점토입자의 비율과 퇴적률의 상관관계를 multiple R-square를 기준으로 보 

았을 때 경사변환점이 0.8166, 염생습지가 0.8658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상관관계는 매 

34) 본 연구에서 부유하중의 비율은， 유속이 느린 조류가 부유하중의 운반 메카니즘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표층 퇴적물의 입도 분포 중 점토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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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유입수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따라서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에는 부유하중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류의 

농도가 퇴적률이 높은 transect 1 . 2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입단화 작용이 

내 부유하중의 

(엄생습지) 

。

。

IlU ltiple R-square = O.뼈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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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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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변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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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30.5 

30.0-

3’ 5 31.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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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그림 37. 퇴적률과 표층 퇴적물내 점토 비율의 상관관계 

공간적 변이가 시간축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 

35) 일반적으로 선형회귀분석에서는， multiple R-squre 값이 0.5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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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을 연간 퇴적률로 환산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36) 

(표 23 , 그림 38). 여과지에 퇴적된 양을 수직적 성장률로 환산하는 작업에서는， 퇴적된 

유기물의 95% 이상이 습지 퇴적불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이론적 전제를 가정하 

였다(Dankers， 1984; Oenema and DeLaune, 1988). 그리고 지표면에 침전된 유기물의 대 

부분은 조류의 범람과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제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 23. 환산한 퇴적률과 실측한 퇴적률의 비교(cm/yr) 

뼈ns짧 i ?훌청했형k셀확용훨 짧 갯f!효용훌 짧 영꺼l필습X혹l 끼활용λ}현않환혹정"'4 환산 갯질벌측 협생습Ãl 
tratlsect 

환산쌀휴 

4.0 2.8 - - 2.4 3.5 4 1.6 1.7 0.7 1.3 0.8 1.9 

2 3.3 2.9 - - 2.2 3.4 5 1.2 1.5 0.6 1.3 0.9 1.5 

3 2.8 2.6 - - 2.1 3.2 6 1.2 0.9 0.7 0.9 0.8 1. 1 

경사 변환점의 퇴적률은 환산한 값이 1.2 ~4.0(cm/yr)， 실측한 값이 0.9 ~ 2.8{ cm/yr)로， 환 

산값이 실측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경사변환점은 식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 

서 침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둘째， 경사변환점은 밀물시 제방효과에 의 

해서 퇴적되는 현상 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적물이 빠른 유속에 의해서 제거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 실제로 염하구의 수로에서는 육상의 하천과는 달리 밀물이 제방을 범람 

하는 시기의 유속이 가장 빠르다. 셋째， 썰물시 조류 에너지에 의하여 침식현상이 나타 

나는데， 이는 부유하중 농도 측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년에 730회 

36) 이렇게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을 연간 퇴적률로 환산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에서 이 

용되어 왔다. Reed et al.(l 989)는 멕시코만 염하구를 사례로 한 성장률 연구에서 총 12 

회의 여과지법의 결과로 성장률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French et al(l 993)은 영국 노 

-포크 염하구에서 총 10회의 여과지법의 결과로 성장률을 도출해내었다(표 26 참조). 

이들은 모두 조석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여과지법을 수행하여 그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으로 나누어 성장률의 범위를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Leonard et al., 1995)는 여과지법의 결과를 marker plot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성장률을 도출해내었는데， 이 연구와 같이 여과지법의 환산값이 실측값보다 높게 나왔 

음을 밝혀내고， 이는 제방효과와 침식의 관계， 식생의 역할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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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유출입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환산하는 데에서 오는 오차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과지법만을 이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퇴적량을 연간 퇴적률로 환산하 

는 작업보다는 퇴적량의 최소값과 중간값， 최대값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사변환점 

tr. 6 

tr. 5 

tr.4 嚴쨌 .실측값 

tr. 3 짧환산값 

tr. 2 

tr. 1 

O 2 3 4 

퇴 적 율 (cm!m!yr) 

염생습지 

tr. 6 

tr. 5 

tr.4 I .실측값 

關환산값 

tr. 2 

tr. 1 

0 2 3 4 

퇴 적 율(cm!m!yr) 

그림 38. 퇴적률의 환산지와 실측지 

염생습지의 퇴적률은 환산한 값이 0.8 ~2.4(cm/yr)， 실측한 값이 1.1 ~3.5(cmlyr)로， 실측 

값이 환산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염생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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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염생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의 대부분은 높이 2m 이상의 갈대이다. 따라서 

조석의 일주기때 갈대의 잎이나 줄기에 포획된 부유하중이 지표면에 침전되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조석의 일주기에 따라 여과지를 수거하는 시간 

과 퇴적되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의 캡이 이러한 차이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 

에 퇴적량의 환산값은 지표와 지중에서 식생 생체량이 부유하중과 결합하는 현상을 설 

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Weiget et al., 198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만으로 퇴적률을 구하는 연구에서는 조류의 유출 

입 후 식생의 줄기에 묻어 있는 부유하중을 증류수로 씻어내어 정량화하는 작업을 병 

행한다(Gardes， et al., 1985). 둘째， 식생에서 떨어진 지표면의 부식과 유기물 등은 밀물 

과 썰물，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지표면을 보호한다. 특히 연구지 

역의 염생습지는 유속이 가장 느린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류에 의한 침식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그리고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 연구는 모든 조류의 유형을 전부 포 

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표 24. 연구지역 퇴적물의 유출입 관계 

T 합 휩첼짧확 흙짧(f) $확 챔훌윷훼 ￥F驚(~)
。 제방효과에 의한 상대적으로 조 。 외부요인에 의한 침식현상 

경사변환점 
립물질의 퇴적 。 밀물과 썰물의 진행시 퇴 

。 밀물과 썰물의 정체시 부유하중 적물 침식현상 

의 퇴적 

갯벌 
。 밀물과 썰물의 정체시 부유하중 。 밀물과 썰물의 진행시 퇴 

의 퇴적 적물 침식현상 

。 밀물과 썰물의 정체시 부유하중 

의 퇴적 

염생습지 。식생에 의한 부유하중 고착과 -
고착된 부유하중의 지표면으로 

의 퇴적 

연구지역 퇴적물의 유출입은 <표 24>와 같이 시 · 공간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며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퇴적과정의 변화 주기도 매우 빠르게(dynamic)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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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연구지역내 퇴적과정을 상이한 시간축척 속에서 분석한 본 연구의 방법은 

설득력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연구지역은 퇴적물의 유출입 관계에 있어서 정(+)의 관계 

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환경은 지난 1년간 0.9-3.5cm의 수직적 성장을 기록한 퇴적 

이 우세한 환경이다. 특히， transect 1 은 3 .5 cm/yr의 퇴적률을 기록했는데 이를 댐 건설 

이후 10년에 적용하여 보면 지난 10년간 35cm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도 

출할 수 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바아의 주상시료 깊이 43cm가 댐 건설 이후 퇴적되었 

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표 25. 다양한 연구에서의 성장률 비교 

연 구 착 C‘빼1 활 처 뽑;향방볍 성창훌홍 합위 

맥 시 코(Maxico) 만 Reed et al.( 1989) 여과지법 0.1 - 0.5( cm/yr) 

미 남동부 해안 Armentano et al. (1 975) Pb-2 1O 0.5 - 0.7(cm/yr) 

미 메 인(Maine) 만 Wood et al.(1989) marker plot 0.1 - 1.3( cm/yr) 

미 모로(Morro) 만 Ford(1996) marker plot 0.4 - 3.5(cm/yr) 

영 국 노-포크(Norfì이k) French et al.(l993) 여과지법 0.3 - 0.8(cmψw 

미 중서 부 플로리 다(Florida) Leonard et al.(1995) 
여과지법 0.6 - 1.8(cm/yr) 

marker plot 0.2 - 0.8(cm/yr) 

미 윌라파(Willapa) 만 Reed et al.( 1997) Pb-2 1O 0.1 - 1.0(cm/yr) 

미 바라타니 아(Baratania) 만 De Laune et al.( 1978) Cs-137 0.8 - 1.4( cm/yr) 

<표 25>는 다양한 연구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한 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값은 맥시코 만， 미국 남동부 해안，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의 경우보다 높은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나타난 최소값 역 

시 다른 지역의 연구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이다. 셋째， 이렇게 다른 

연구에 비해서 높은 퇴적률을 나타내는 것은 연구지역이 인위적인 환경변화를 겪음에 

따라 새로운 퇴적환경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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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결론 

염하구는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반폐쇄된 만입지형으로， 

하천과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은 염하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염하 

구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위적 환경변화는 퇴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퇴적과정 

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퇴적과정은 지형 • 식생 · 수문조건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변이 

를 나타낸다. 따라서 퇴적과정의 변화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 

를 분석함으로써 염하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 염하구를 사례로 염하구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도별 지형도와 인공위성 영상， 항공사진 분석， 현지 

조사를 통하여 연구지역의 지형과 퇴적환경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둘째， 퇴적환경 변 

화와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퇴적특성의 시간적 변이를 살 

펴보았다. 셋째，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량과 연간 퇴적률， 조류의 유출입에 따른 부유 

하중의 농도 변화를 분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를 살펴보 

았다. 

연구지역은 여천반도와 고홍반도를 사이에 두고 깊숙이 만입된 염하구 해안습지이다. 

지형은 크게 하천의 영향이 강하고 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구역 1 , 하천의 영 

향이 감소하면서 조류에 의한 퇴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역 IT , 조류와 파랑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양생태계에 근접한 구역 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염수와 담수 

의 혼합 정도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염하구의 구역 구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구지역은 지난 30여년간 해안선과 유로 변화， 댐 건설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를 겪 

었다. 1963년부터 1980년대까지 계속된 해안선과 유로 변화에 따라 조류와 파랑에 의 

한 수로 하상의 퇴적물 제거 현상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퇴적물이 하구에 

퇴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1991년 축조된 홍수조절용 주암조절지댐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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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류가 내륙으로 유입하는 현상과 여름철의 주기적인 홍수가 중단되는 수문환경 

의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조류에 의한 퇴적이 내륙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홍 

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염하구 양안의 미립질 제거 현상이 중단되어 조류에 

의한 미립질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댐의 유량 조절 

에 따라 일정한 양의 하천수가 지속적으로 수로 양안에 영향을 미쳐 친담수성 염생식 

생인 갈대가 서식하게 되었고， 이는 부유하중의 퇴적을 가속화시켰다. 이는 연구지역이 

갈대군락으로 대표되는 철새 도래지로 각광을 받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주상시료의 물리적 특성은 구역 I 과 구역 rr.m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를 통해 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퇴적과정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구역 I 은 조립질 퇴적물이 

주를 이루면서 미 립질 퇴적층이 깊이 40cm와 70cm에 10cm 두께로 앓게 나타났다. 이 

는 조류가 내륙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퇴적된 층으로 댐 건설 이전 조류에 의한 퇴적과 

정이 대조의 만조시 내륙에까지 미쳤음을 의미한다. 구역 rr.m은 평균 입경 7φ 의 

점토의 비율이 높은 미립질층이 깊이 40cm와 30cm까지 나타났는데， 이는 댐 건설 이 

후 10년간 퇴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역 H 의 깊이 40-60cm, 구역 m의 깊이 

30-50cm에는 평균 입경 5φ 의 상대적으로 조립질의 비율이 높은 퇴적층이 나타나는 

데， 이는 댐 건설 이전 미립질의 퇴적과 홍수에 의한 미립질 제거 현상이 평형을 이루 

었던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역 n 의 깊이 60-80cm, 구역 

m의 깊이 50-70cm에는 평균 입경 3φ 의 조립질 퇴적층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안선 

변화 이전에 강한 조류와 파랑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층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 역시 구역 I 과 구역 rr.m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구역 I 은 조립질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고 염류도와 이온의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현재의 퇴적과정에서는 조류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구역 rr.m 
의 입도분포는 점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댐 건설 이후 홍수의 중단에 따 

라 미립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염류도와 이온의 농도 역시 구역 

I 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층 퇴적물 특성의 공간적 차이는 연구지역 

퇴적과정의 공간적 변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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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지 트랩법을 이용한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 분석에서는 수로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량이 감소하였으며， 하구에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퇴적량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 

로의 공격사변인 좌안이 우안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석간만의 차 

는 퇴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연구기간 중 퇴적환경은 큰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transect 1 의 좌안 경사변환점이 24.849 

(g/m싸c)로 가장 높은 퇴적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에서는 

경사급변점의 제방효과와 부유하중의 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artificial marker plot을 이용한 연간 퇴적과정 분석에서는 염생습지가 경사변환점보다 

높은 퇴적률을 나타내어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과는 다른 공간적 변이를 보였다. 

그러나 하구에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퇴적률이 감소하고 수로의 공격사면인 좌안이 우 

안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transect 1 의 염생습지가 

3 .5(cm/yr)로서 가장 높은 퇴적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간 퇴적과정에서는 식생에 의한 

부유하중 고착능력과 조류의 정체시간， 부유하중의 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 

이다. 실제로 가장 높은 퇴적률을 기록한 transect 1 의 표층퇴적물이 가장 높은 점토의 

비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연구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은 시간축척에 따라 상이한 공 

간적 변이를 보인다. 조류의 유출입에 따른 부유하중의 농도변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부유하중의 농도는 전체적으로 썰물시 염생 

습지를 통과한 직후가 밀물시 경사변환점을 통과한 직후보다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썰물시 경사변환점을 통과한 직후 부유하중의 농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 

였는데， 이는 썰물에 의해 경사변환점의 퇴적물이 침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석의 일주기간의 퇴적과정에서는 퇴적작용 이외에 조류에 의한 침식작용도 나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보이는 염생습지가 더 높은 퇴적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지역의 퇴적률은 0.9 ~ 3.5(cm/yr)로 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연구지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조제 뒤 논의 침수현상과 이에 따른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갈등에 직접적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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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정리하면， 첫째， 연구지역은 지난 30여년간 인위적 환경변화를 겪었으 

며， 이는 퇴적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연구지역의 퇴적과정은 댐 건설 이전에 

는 조류와 하천의 영향이 연구지역 전체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하천 

의 영향이 강한 구역과 조류의 영향이 강한 구역으로 공간적 분화를 보이는 시간적 변 

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연구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과정은 시간축척에 

따라 공간적 변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에 따른 퇴적과정의 변화와 

함께 연구지역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연구지역의 퇴적 

과정은 현재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염수와 담수가 교차하는 하구 지점 

에서 가장 활발한 퇴적작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연구지역이 인위적인 환경변화를 

겪음에 따라 새로운 퇴적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위원소나 화분분석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퇴적과정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퇴적과정의 시 • 공간적 변화를 좀 더 

장기적인 스케일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법을 이용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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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Sedimentation Processes in Estuary, 
Sunchon Bay 

An estuary is semi-inclosed inlets, located between terrestrial and marine environment. 

Since many estuaries along south-westem coasts of Korean peninsula were affected by 

human settlemnents and activities, significant changes in sedimentation processes have been 

observed. An analysis of the sedimentation at various time scales is important work for 

understanding and managing estuarine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sedimentation processes in an estuary, Sunchon 

Bay, in the southem coastal region of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2 Feb 1999 to 1 Feb 2000. 

Sunchon bay is located between Sunchon and Kohung, Chollanam-do. π1Ïs region is 

divided into three district morpho-stratigraphic units: tluvial dominated area(Area 1), 

mixed area(Area II), tide-dominated area(Area III). Each area is sub-divided into three 

smaller morphologic units: tidal river edge, mud tlat(no vegetation), and back marsh. The 

landform of this area haas been changed by reclamation and river channel. 

Temporal variations affected by dam construction in sedimenta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using sediment profiles and particle-size analysis. The construction of Sang-sa dam altered 

hydro-regime and morphology of the estuary. Until 1990, a catastrophic summer 한eshet 

control1ed the sedimentation process, and this freshet removed fme-grained sediment(clay), 
which had been transported by tides, from the surface of estuary banks. 

But due to the change of hydro-regime caused by the dam construction, periodic freshet 

was interrupted. Sediments began to continuously accumulate on estuaη banks by tide. 

meanwhile, because of the continuous but reduced discharge of tresh water, the salinity of 

estuarine sediment was declined. That processes made vegetated area(Phregmites /oniva/vis 

and Suaeda japonica) to be expanded. It indicates that th magnitude and 잠equency of 

geomorphic process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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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variation of sedimentation processes by individual tidal cycle was investigated using 

30 filter paper traps. Sediment accumulation by individual tidal cycle at levée edge was 

higher than that at back marsh. The sediment accumulation decreased with distance from 

estuaη 잠ont. Levée effect and proximity to the turbicity maximum zone result in a higher 

sediment accumulation in the levée edge. There is weak relationships between tidal regime 

and sediment accumulation. 

Sp없ial variation of annual accretion rate was investigated using 30 artificial marker plots. 

Annual accretion rate at back marsh(1.5 ~ 3.5cm/yr) was higher than that at tidal river 

levée edge(0.8 ~ 3.0cm/yr). TSL(Total Suspended Load) concentrations in water column also 

indicate that an accretion rate was affected by vegetation. TSS concentration in water 

column leaving the vegetation part dramatically decreased. There is very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suspended load and accretion rat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nual accretion is controlled by vegetation cover and proximity to the turbidity maximum 

zone. This difference of spatial variation of sedimentation processes at various time-scale 

was due to the fact that surface sediment of levée edge was eroded by tide and other 

facto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uman effect(especially dam construction) on this 

region changed the sedimentation processes. Second, the spatial variation of sedimentation 

processes at various time-scale are different. Third, the major mechanism for the 

sedimentation processes in this region is suspended load trapping by vegetation. Fourth, 
this region is primarily a depositional regime over the time-scale of the present data. Fifth, 

this estuaη is accreting at rates beyond other estuaries. 

key word: estuary. sedimentary environmental change. flushing effect by freshet. tidal 

river. sediment accumulation by individual tidal cycle. annual accretion 

rate. suspended load trapping by vegetation. time-scal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sediment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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