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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 상과 장자료를 이용하여 순천만 조간 의 형 서생물의 분포를 분석하기 하여 수행되

었다. 2010년 7월 7일 간조에 근 한 성 상과 2010년 9월 25일 만조에 근 한 성 상을 무감독분류를 이용

하여 바다와 갯벌, 육지로 분류하 다. 분류된 상에서 간조 때와 만조 때의 갯벌을 첩시켜 조간 를 추출하

다. 조간 에서 총 출  수는 196종이었으며 조하  우측에서 가장 많은 종이 출 하 다. 투구갯지 이류

(Sigambra tentaculata)가 가장 우  하 으며 버들갯지 이류(Mediomastus californiensis, Heteromastus 

filiformis), 양손갯지 이(Magelona japonica) 등이 출 하 다. 조상 에 비해 조하 에 많은 서생물들이 분포

하는 것을 악하 다. 유기물에 강한 내성을 지닌 형 서생물들의 분포를 통해 순천만 조하  지역이 유기물

로 인하여 오염 되었다고 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for analysis of distribution of macrobenthic by using satellite image and in-situ data in the intertidal zone 

of Suncheon bay. The satellite images on low tide on July 7, 2010 and high tide on Sept. 25, 2010, respectively, are classified into 

sea water, tidal flat and land. It is to extract for intertidal zone overlaying at low tide and high tide image from previously classified 

image. Total number of species emergence are 196 species in the intertidal zone, and most species are emergence in the right part of 

the subtidal zone. The Sigambra tentaculata is the dominant species and emergence the Mediomastus californiensis, Magelona japonica, 

etc. It is noticed that many kind of macrobenthic distribution in the subtidal zone more than the supralittoral zone. It find out that 

contamination due to organic through the macrobenthic distribution with a strong resistance to organic in the subtidal zone of 

Sunche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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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육지면 의 3.5

배에 달하는 륙붕과 11,542 km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1]. 그  남해안과 서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

는 갯벌은 육역과 해역이 하는 곳으로 조수 간만

의 차이로 인해 육지로 드러나는 모래나 펄로 된 평

평한 지역이다[2]. 남해안의 표 인 갯벌인 순천만 

갯벌은 2003년 1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습지보호구

역으로 지정되었음은 물론 2006년 1월 람사르 약

(Ramsar Convention)에 국 최 로 등록되었다. 

2008년 6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

되었고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

식하는 등 소 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갯벌이다. 과거

의 갯벌은 쓸모없는 땅으로 취 되었으나 최근에는 

물새  야생동물 서식지, 오염물질 정화, 사회경제  

가치, 홍수 조 , 해안 침식조  등 수많은 기능을 지

니고 있어 그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다[3].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오염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

생물은 이동성이 어 어떤 해역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 이다[4].

해양환경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요하다[5]. 한 해양이라는 

범 하고 다양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성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순천만 조간  역을 

분류하고 입도자료를 통해 조간 에 서식하는 형

서생물의 분포의 특징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수

행되었다. 

Ⅱ. 자료  방법

2.1 연구지역  연구자료

연구지역인 라남도 순천시 동 일 에 치한 

순천만 갯벌은 여자만 북부의 동천 하구에 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여수반도, 돌산반도가 치하고 서

쪽으로는 고흥반도가 치해 있는 여자만은 입구가 

7.4 km으로 좁은 반면 내부는 최  21.6 km까지 넓

은 항아리 모양의 반 폐쇄형 지형을 갖는다[7](그림 1).

순천만 조간 의 역을 악하기 하여 

Landsat-7 ETM+ 상을 사용하 다. ETM+ 센서는 

가시 선, 근 외, 단 외, 열 외 그리고 Pan 상

으로 총 8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다(표 1). 2010년 07

월 07일 10시 57분에 촬 된 상은 조  약 127m로 

간조에 근 한 시 에 얻어진 상이며 2010년 09월 

25일 10시 57분에 촬 된 상은 조  약 361m로 만

조에 근 한 시 에 얻어진 상이다.

Band
Wavelength

(micrometers)

Resolution

(meters)

1 0.45-0.52 30

2 0.52-0.60 30

3 0.63-0.69 30

4 0.77-0.90 30

5 1.55-1.75 30

6 10.40-12.50 60

7 2.09-2.35 30

8 0.52-0.90 15

표 1. Landsat-7 ETM+ 밴드별 장 와 해상도

Table 1. Each band wavelength and resolution of 
Landsat-7 ETM+

그림 1. 연구지역(순천만)
Fig. 1 Studied area(Suncheon Bay)

순천만 갯벌의 형 서생물분포를 악하기 한 

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 연안습지 기

조사의 입도자료를 활용하 다. 입도자료  서생물

의 분포를 악하기 해 총 12개의 정 에서 채취한 

자료를 사용하 다(그림 2).



성 상과 장자료를 이용한 순천만 조간  형 서생물

 341

그림 2. 연구지역내 형 서생물의 표본 치

Fig. 2 Sampling site of macrobenthic in the study 
area.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을 상으로 국립해양조사

원에서 제공하는 조석표를 이용하여 간조와 만조에 

근 한 Landsat 7 ETM+ 상을 획득하 다. 성

상을 육지와 갯벌, 바다로 분류하기 해 무감독분류

를 실시하 고, 무감독분류 방법  ISODATA방법을 

사용하 다. 무감독분류 시 사용된 밴드는 육지와 갯

벌, 바다의 경계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Landsat 7 ETM+ 상의 4번 밴드를 사용하 다[8]

(그림 3).

그림 3. Landsat 7 ETM+ 상(4번 밴드) (a)2010년 
07월 07일 간조 (b)2010년 09월 25일 만조

Fig. 3 Landsat 7 ETM+ image(4th Band) (a)Low 
tide on July 7, 2010 (b)High tide on Sept. 25, 2010

ISODATA방법으로 상을 분류할 때 계 (Class)

을 조  더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도 있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바다, 갯벌, 산림, 육지, 기타 5개의 기 을 

두고 분류하 다. 이 게 분류된 상을 다시 바다, 

갯벌, 육지 3개의 기 으로 재분류하 다(그림 4).

그림 4. Landsat 7 ETM+ 상의 바다, 갯벌, 육지 
분류 (a) 2010년 07월 07일 (b) 2010년 09월 25일 

Fig. 4 (a) Landsat 7 ETM+ image classified by sea 
water, tidal flat and land (a) on July 7, 2010 (b) on 

Sept. 25, 2010

Ⅲ. 결 과

3.1 조간  분류

성 상을 이용하여 무감독분류 된 육지와 실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 는데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 식물의 분포로 인해 육지로 분

류된 것으로 단된다. 해안선의 정확한 분류를 하

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Vworld의 해안선을 디

지타이징하여 육지 지역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생성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한 육지 지역의 폴리곤과 

분류된 상을 첩  마스킹하여 육지와 갯벌 사이

를 구분하고 폴리곤 일을 생성하 다(그림 5). 각각 

간조와 만조 상에서 바다, 갯벌, 육지로 분류된 폴리

곤 일에서 간조 때의 갯벌지역에서 만조 때의 갯벌 

지역을 제외하여 조간  지역을 추출하 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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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바다. 갯벌, 육지로 분류된 폴리곤 (a)간조, 
(b)만조

Fig. 5 Classified a polygon by sea water, tidal flat 
and land (a)low tide and (b)high tide

그림 6. 첩을 통한 조간  추출

Fig. 6 Extraction of the intertidal zone through the 
overlay

3.2 서생물의 공간분포

본 연구지역에서 환형동물이 10종으로 가장 많이 

출 하 고 지동물이 7종, 연체동물 5종, 기타동물

로 총 4문 23종의 형 서생물이 출 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우  한 종들과 유기물 오염에 내성을 가진 

종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종에 한 서생물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 다.

순천만 조간 에서 가장 우  한 종은 투구갯지

이류(Sigambra tentaculata) 으며 12개의 정   11

개의 정 에서 출 하 고 조하  우측에서 가장 높

은 도로 나타났다. 버들갯지 이류(Mediomastus 

californiensis)는 12개의 정   10개의 정 에서 출

하여 두 번째로 우  하 고 조하  좌측에서 가장 

높은 도로 나타났다.  Mediomastus californiensis

는 유기물오염 지표 종으로 오염해역에서 주로 출

하는 종이다[9]. 세 번째로 양손갯지 이(Magelona 

japonica)가 우  하 으며 조하  우측에서 가장 높

은 도를 나타냈다. Magelona japonica는 과잉된 유

기물량에 내성을 가진 종으로 알려져 있다[10]. 유기

물이 높고 교란된 환경에서 잘 나타나는 버들갯지

이류(Heteromastus filiformis)[10]도 순천만 조하  

우측 3개의 정 에서 출 하 다(그림 7).

그림 7. 순천만 조간 의 형 서생물 분포

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macrobenthic animals 
in the intertidal zone of Suncheon Bay

Ⅳ. 결론  고찰

본 연구는 순천만 조간 에 서식하는 서생물의 

공간분포를 분석하기 해 수행되었다. 순천만 지역의 

성 상을 이용하여 무감독분류를 통해 바다(물), 갯

벌, 육지로 분류하 다. 3개의 기 을 두고 분류하

지만, 염생 식물들로 인해 실제 해안선과 분류된 상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상 

분류 시 다양한 밴드의 조합 는 충분한 트 이닝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서생물의 분포는 조하  우측에서 가장 많은 종이 

출 하 다. 연구지역에서 투구갯지 이류(Sigambra 

tentaculata)가 가장 우  종으로 나타났다. 유기물 오

염 지표종인 버들갯지 이류(Mediomastus californ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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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하  좌측에서 우  하 고, 과잉된 유기물량에 

내성을 가진 양손갯지 이(Magelona japonica)가 조

하  우측에서 우  하 다. 그 외에 잠재  오염지시

종인 버들갯지 이류(Heteromastus filiformis)가 조하

 우측에서 우 하 다. 이러한 서생물의 공간분포

를 통해 순천만 갯벌의 조하  지역이 유기물로 인한 

오염이 되었다고 단된다. 한 많은 종의 형 서

생물들은 상 으로 물과의 시간이 많은 조하

에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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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부경 학교 해양공학과 

졸업(공학사)

1985년 부경 학교 학원 해양

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97년 랑스 그르노블 I 학교 학원 성원

격탐사 공 졸업(공학박사)

1999년∼2002년 여수 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2002년∼ 재 부경 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 교수

※ 심분야 : 해양원격탐사, G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