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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일환으로, 순천만 갯벌의 입도분포 특성 및

유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오염현황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4월과 7월에 순천만 갯벌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순천만 갯벌은 대부분이 clay와 silt의 함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니질상(muddy

facies)을 나타내었으며, 간조시 동천으로부터 유입된 하천수가 유하하는 수로에 해당하는 갯강에서는 사질상(sandy

facies)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 갯벌의 분급도는 전체적으로 1.9~3.8φ(평균 2.5φ)의 분포를 보

였으며, 왜도는 -1.5~3.2(평균 -0.3)를 나타내었고, 첨도는 1.5~14.1(평균 3.9)을 나타내었다. 이는 순천만의 갯벌은

세립질 퇴적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중 일부는 다양한 입도를 가지는 퇴적물이 혼재되어 있고,

갯강은 하천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 일어나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퇴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순천만 갯벌의 총유기물량(IL)은 5.75%로 타해역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부영양화 기준(COD; 20.0 mg/

g·dry, 황화물; 0.2 mg S/g·dry)보다 대부분지역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일부 지점에서는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

리고 순천만 갯벌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은 대부분이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만의 갯벌은 비

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되나 일부의 정점에서는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순천만의 보존을 위해서는 육

상기인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저감방안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in size distribution and

organic matt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tidal flat sedi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uncheon

Ba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face sediments in the mouth area of the Suncheon Bay at fif-

teen stations in April and July, 2009. Specific conclusions were as follows. The sediments in the most part of

tidal flat was shown as muddy facies(clay and silt contents was more than 90%), whereas in the tidal river

affected by water flow from the Dongstream was shown as sandy facies. The analyzed values of the tidal flat

sediment were in the range of 1.9~3.8φ(mean 2.5φ) for sorting, and -1.5~3.2(mean -0.3) for skewness, and

1.5~14.1(mean 3.9) for kurtosis. So we knew that the tidal flat sediments in the Suncheon Bay was mainly com-

posed by fine-grained sediment. Erosion was happened in the tidal river, whereas sedimentation was occurred

in the tidal flat. The most of organic matters was derived from the Dongstream. Total organic matters shown

as ignition loss was 5.75%, COD and H
2
S values were lower than the eutrophication level(COD; 20.0 mg/g·dry,

H
2
S; 0.2 mg S/g·dry). From our research the tidal flat of the Suncheon Bay is relatively fine, but a part of the

flat was exceed the environmental standard. So we have to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reduce the

organic matters and nutrients derived from stream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the Suncheon bay and con-

duct scientifically sustainable monitering for streams flowing into Suncheon Bay and tidal flat. 

Keywords: Suncheon Bay(순천만), Tidal Flat(갯벌), Grain Size Distribution(입도분포), Organic Matters(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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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한의 연안습지(coastal wetland)는 약 2,800 km2로서 국토면

적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박 등[2000]), 연안습지는 어류 산

란장 및 패류 서식지, 물새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오염물질 정화,

사회경제적 가치, 홍수조절, 해안 침식조절 등 수많은 가치와 기

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습지는 쓸모없는 땅(wasteland)으로

취급되었으나, 1971년 람사르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습지에 대

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는 경이로운 땅

(wonderland)으로 그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안습지인 순천만(27 km2)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로

둘러싸인 넓은 사니질 갯벌(21.6 km2)과 갈대밭(5.4 km2)이 잘 발달

되어 있다. 순천만은 2006년 1월에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에 국내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2003년 1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은 물론 2008년 6월에는 국가지정문

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된 생태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

는 연안습지이다(순천만 http://www.suncheonbay.go.kr). 그러나 순

천만 유입수계의 상류에는 3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순천산

단과 일일처리량이 약 10만톤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오

염물질 배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순천만이

육상기원의 오염물질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순천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순천만에 대한 소수의

연구자료(김[1999]; 구와 황[2001]; 백[1999])는 저서생물이나 조

류 및 식생 연구에 국한 되어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생태계는 가

장 기본적인 수질 및 갯벌환경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순천만의 수질 및 갯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순천

만을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연안생태계는 물리·화학적 환경과 더불어 미생물에서부터 저서

생물 그리고 염생식물, 조류 등이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순천만의 수질 및

갯벌의 오염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순천만의 현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전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만 갯벌의 입도분포 특성 및 유

기물의 특성을 파악한 후, 오염현황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4월과 7월에 순천만 갯벌을 조사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2.1 조사지점 및 시료채취

순천만 갯벌의 조사를 위한 조사지점은 총 15개 지점을 선정하

였으며, 조사지점의 위치 및 경·위도 좌표는 Fig. 1과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15개 지점중에서 St-1, 3, 6, 9, 13번의 지점은

간조시에 동천으로부터 유입된 하천수가 유하하는 수로인 갯강에

해당된다.

시료의 채취는 2009년 4월과 7월 2회에 고조와 저조의 조차

(tidal range)가 가장 큰 대조(사리, spring tide)를 택하여, 수위가

310 cm 이상인 고조시(만조, high water)에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grab sampler로 표층퇴적물(약 0~5 cm)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갯

벌 시료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팩에 담아 밀폐한 다음 ice box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 후, 분석하였다.

2.2 분석항목 및 방법

갯벌 퇴적물의 분석항목은 입도(grain size), 함수율(water

content), 강열감량(ignition loss, IL),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Fig. 1. Map of sampling sites in the tidal flat of the Suncheon Bay.

Table 1. Longitude and latitude coordinates of sampling sites

Stations Longitude Latitude

St-1 34°52'48.3'' 127°31'01.9''

St-2 34°52'30.0'' 127°30'59.7''

St-3 34°52'18.9'' 127°30'55.7''

St-4 34°52'17.2'' 127°30'44.2''

St-5 34°52'17.2'' 127°30'20.9''

St-6 34°52'11.2'' 127°30'13.2''

St-7 34°52'17.2'' 127°29'50.9''

St-8 34°51'45.4'' 127°29'40.9''

St-9 34°51'45.4'' 127°30'04.2''

St-10 34°51'45.4'' 127°30'22.0''

St-11 34°51'45.4'' 127°30'44.6''

St-12 34°51'13.9'' 127°29'40.9''

St-13 34°51'13.9'' 127°30'05.3''

St-14 34°51'13.9'' 127°30'22.0''

St-15 34°51'13.9'' 127°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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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demand, COD), 산 휘발성 황화물(acid volatile sulfide,

AVS)이며, 해당 항목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국토해양부[2005])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입도는 10%의 염산(HCl)과 30%의 과산화수소(H
2
O

2
)

를 이용하여 탄산염과 유기물을 제거한 후 1차 증류수로 3회 희

석하여 시료에 포함된 염분을 제거하였다. 염분이 제거된 시료를

건조한 후에 입경이 4φ 이하(230 mesh, 0.063 mm)인 모래는 Roe-

Tap sieve shaker를 이용하여 건식체질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니질

의 입경에 대해서는 피펫팅법(pipette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Friedman[1961]이 제안한 방법에 의해서

평균입도(mean grain size), 분급도(sorting), 왜도(skewness), 첨도

(kurtosis)와 같은 조직변수(textural parameter)를 계산하였다. 표층

퇴적물의 분석에 사용된 단위인 φ(phi)와 입자의 직경인 D(mm)의

사이에는 Φ = -log
2
D의 관계가 있다. 

함수량은 건조(110 oC) 전·후의 무게차이를 측정하였고, 갯벌의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인 강열감량은 건조된 시료

를 회화법(550 oC, 2hr)을 이용하여 회화 전·후의 무게차를 측정하

였다. 그리고 퇴적물의 COD는 0.1N 과망간산칼륨을 사용해 1시

간 분해 후 소모된 과망간산칼륨의 양으로부터 구하였으며, 산휘

발성산화물은 황산 주입으로 인해 발생된 황화수소(H
2
S)를 추출

시켜 검지관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순천만 갯벌의 입도 분포

2009년 4월과 7월에 순천만의 15개 지점에서 갯벌의 입도를 분

석한 결과를 평균하여 Fig. 2에 제시하였다. 전체 지점의 퇴적물

조성은 모래(0.063~2 mm)가 평균 16.4%, 실트(0.004~0.063 mm)는

35.3%였으며, 점토(<0.004 mm)는 48.3%로 나타났다. 그리고 갯

강에 해당하는 St. 3, 6, 9, 13지점의 경우에는 모래가 54.0%

(33.2~90.7%)로 절반 이상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13번

지점의 경우는 모래가 90.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리고 세립질에 해당하는 니질퇴적물(silt+clay)은 갯강에 해당하는

지점(St. 3, 6, 9, 13)에서는 평균 46.0%(9.3~66.9%)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13번 지점의 경우는 니질이 9.3%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갯강을 제외한 지점에서는 세립한 퇴적물이 평균

97.0%(92.0~99.5%)로 대부분이 실트질 점토상(silty clay facies)과

점토질 실트상(clayey silty facies)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Fig.

3에 제시한 삼각도표의 결과로부터도 간조시에 동천으로부터 유

입된 하천수가 유하하는 수로에 해당하는 갯강은 사질상(sandy

facies)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지점은 점토와 실트가 우세한 니

질상(muddy facies)이 분포하고 있었다.

입도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조직변수(분급도, 왜도, 첨도)

의 변화를 평균입도와 대비시켜 Fig. 4에 제시하였다. 분급도는 퇴

적물의 균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평균입도에서 어떠한 표준편

차를 나타내는가를 지시한다. 순천만 갯벌의 분급도는 전체적으로

1.9~3.8φ의 분포를 보였으며, 대부분이 2~3φ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급도는 극히 좋지 않은 분급(very poor

sorted)을 나타내며, 다양한 크기의 입도를 가지는 퇴적물이 혼재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왜도는 세립질 또는 조립질 분포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

미하며, 음의 왜도(negative skewness)와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

값을 나타낸다. 순천만 갯벌의 왜도를 계산한 결과 3.2~-1.5의 범

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입도(φ)가 증가할수록(입자의 크기가 세

립화 될수록) 왜도값은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점 6, 7, 9, 13

에서 조립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값을 나타내었고,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세립질에 해당하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퇴적물이 조립질로 이루어져 왜도값이 크다는 것(+)은 파랑에

너지와 같은 물리적인 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침식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음의 왜도를 나타내는 세립질

지형에서는 물리적인 외력이 비교적 약해 퇴적이 일어나는 지역

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Folk[1974]).

따라서 순천만의 경우 갯강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동천으로부

터 유입된 하천수의 유하로 인해 침식이 일어나서 조립화 되어있

고,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해수 또는 담수에 의해서 이송된 미세

Fig. 2. Grain size distribution of the tidal flat sediments in the Sun-

cheon Bay.

Fig. 3. Ternary diagram of surface sediments in the Sunche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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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입자가 침적되어 세립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첨도는 퇴적물 입도의 정규분포에서 퇴적물의 분산이 얼마나

좁은 확률범위에 존재하는가(어떤 한점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Folk[1974]), 순천만 갯벌의 경우는 4월

과 7월의 평균 첨도값이 4.3(1.5~15.4)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대부

분의 extremely leptokurtic의 분류에 속한다. 따라서 순천만의 갯

벌은 대부분의 지점에서 세립질 퇴적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순천만의 갯강은 침식이 일어나 사질상(sandy facies)이

우세하고, 그 이외의 지점은 해수 또는 담수에 의해서 이송된 미

세토입자가 침적되어 세립질의 점토와 실트가 혼합된 니질상(muddy

facies)으로 나타났다.

3.2 순천만 갯벌의 함수량 분포

갯벌의 함수율은 토양의 입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갯

벌의 토양입자가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사질에 비해서 공극

율이 커서 함수량 또한 사질로 구성된 지점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순

천만의 15개 지점에서 퇴적물의 기초적 물성 중의 하나인 갯벌의

함수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2009년 4월과 7월

의 함수율은 53.21%(21.55~62.46%)와 46.48% (21.39~58.68%)로

나타났으며, 갯강에 해당하는 지점인 St-3, 6, 9, 13지점에서는 상

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간대의 갯벌 퇴적물은 조석에 의해서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

는데 침수시에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고, 간조시에 노출이 되었더

라 하더라도 갯벌이 점토질로 형성되었을 경우는 간극수에 의해

서 거의 포화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2에 제

시한 바와 같이 갯벌 퇴적물의 성상이 사질의 함량이 많은 갯강

에 해당하는 지점(3, 6, 9, 13)에서는 함수율 또한 낮은 값을 나타

내고 있었고,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함수율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Fig.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퇴적물의 입자와 함

수율의 관계는 R2 값이 0.90으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었는데, 이는 입자가 세립화 될수록 함수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순천만 갯벌의 유기물 분포

3.3.1 총유기물량

갯벌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은 세균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며 이때 산소가 소모되어 퇴적물의 빈산

소 조건(hypoxic condition) 및 혐기성 조건(anaerobic condition)

이 초래되어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

로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함량이 높으면 환경조건이 불량하다고

말할 수 있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mean grain size and textural parame-

ters; sorting, skewness and kurtosis.

Fig. 5. Distribution of water content in the tidal flat sediment in the

Sunche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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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의 15개 지점에서 갯벌 퇴적물의 총유기물 함량을 나타

내는 강열감량의 결과를 Fig. 7에 제시하였다. 4월의 경우 5.90%

(1.26~6.97%)이고, 7월의 경우는 5.61%(0.99~6.92%)를 나타내었

다. 지점별로는 갯강에 해당하는 St. 13번 지점에서 가장 낮은

1.83%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높은 지점은 St. 1번 지점으로 6.79%

로 나타났다. 그리고 15개 정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와

해룡천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을 받는 상류 지점이 하류에 비

해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퇴적물의 입자와 총유기물과

의 관계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R2 값이 0.76으로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평균입도가 커질수록 점토입

자가 많아져 강열감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천만 갯벌의 총유기물량(IL)을 분석한 자료를 평균한 결과는

5.75%로서, 이는 2000년 진해만 11.09%(최 등[2002]), 1998년 여

자만(허 등[2000]) 8.17%, 1993년 거금수도(윤[2000]) 6.69%보다

낮은 값에 해당하며, 2003년 동중국해(이[2005]) 5.60%보다는 다

소 높은 결과에 해당한다. 이상의 유기물함량 결과로부터 순천만

갯벌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3.3.2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어장 및 갯벌의 오염을 총괄적으

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순천만의 15개 지점에서 2009년 4

월과 7월에 조사한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실험결과를 Fig. 9에 제시

하였다. 4월의 COD 평균값은 17.00 mg/g·dry(1.84~26.16 mg/g·dry)

이었으며, 7월은 16.14 mg/g·dry(1.61~24.77 mg/g·dry)로 나타났다.

Fig. 6. Relationship between mean grain size and water content in

the surface sediment.

Fig. 7. Distribution of ignition loss in the tidal flat sediment in the

Suncheon Bay.

Fig. 8. Relationship between mean grain size and ignition loss in the

surface sediment. 

Fig. 9. Distribution of COD in the tidal flat sediment in the Sun-

che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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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최소값(1.84 mg/g·dry)은 갯강에 해당하는 13번 지점이었으

며, 7월의 최소값(1.61 mg/g·dry)은 역시 갯강에 해당하는 6번 지

점이었다.

강열감량(IL)은 550 oC에서 2시간동안 회화하여 전·후의 무게차

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인 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0.1N

과망간산칼륨을 이용해서 1시간동안 유기물을 분해시켜 소모된 산

소량으로 유기물량을 알아보는 시험법이다. 0.1N 과망간산칼륨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산화시킨다고 해서 갯벌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

는 모든 유기물이 산화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강열감량이 총유기

물을 나타내는 근접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퍼센트

농도로 표현할 경우 COD값은 IL값보다 적은 값을 나타내게 되는

데, 순천만 갯벌의 경우 COD값이 IL의 평균 30%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퇴적물의 입자와 COD의 관계는, R2 값이 0.76으로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미세입자(clay)

가 증가할수록 COD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ig. 10).

日本水産資源保護協會[1972]에 의하면 일정해역의 부영양화 기

준을 20.0 mg/g·dry로 정하고 있으며, 30.0 mg/g·dry이상이면 그

해역은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만 갯

벌은 일부 지점에서는 부영양화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지만, 전체

적으로 보면 평균 16.57 mg/g·dry로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판

단할 수 있다.

3.3.3 유기물 기원과 분포

COD는 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의미하는데, 윤[2000]과

전[1990]은 COD/IL의 비로부터 퇴적물의 기원을 추정하였다.

COD/IL 비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분포상의 유기물은 양식장

이나 하천과 같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유기물을 나타내며, 1이하인

경우는 자연해수중의 1차 생물생산이나 기타요인에 의해서 형성

된 유기물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순천

만 갯벌의 유기물의 기원을 파악해본 결과를 Fig. 11에 제시하였

다. 결과에서 보듯이 COD/IL의 비가 1보다 큰 분포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 갯벌의 유기물의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유입

된, 즉 다시말해 하천(동천)으로부터 유입된 유기물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3.4 순천만 갯벌의 황화물 분포

퇴적물중의 황화물(H
2
S)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더불어

퇴적물의 건강상태를 평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자

주 이용되는데(Yokoyama[1995], Yokoyama[2000]), 황화물의 농

도가 높다는 것은 산소의 결핍 및 고갈을 야기하여 저층수질 및

저서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 Fig. 12는 순천만 갯벌 15지점에서

2009년 4월과 7월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산휘발성황화물의

Fig. 10. Relationship between mean grain size and COD in the sur-

face sediment.

Fig. 11. Relationship between COD and IL in the surface sediment. 

Fig. 12. Distribution of AVS(H
2
S) in the tidal flat sediment in the

Sunche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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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한 자료이다. 4월 황화합물의 평균값은 0.12 mg S/g·dry

(0.00~0.32 mg S/g·dry)이었으며, 7월은 0.14 mg S/g·dry(0.00~0.47 mg

S/g·dry)를 나타내었다. 공간적(지점별)으로는 조사지점의 상부보

다는 하부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Yakoyama[1995]의 부영양화 기준이 되는

0.2 mg S/g·dry(200 ppm)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 8과 Fig. 10의 결과에서

도 보듯이 퇴적물 입자와 강열감량 및 COD사이에는 결정계수(R2)가

0.76으로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적

물의 입자와 황화물의 관계는 R2 값이 0.095로서 상관관계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일반적으로 퇴적물중에서 TCO나 COD로 표현되는 유기물과

황화물의 함량과의 관계는 양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황화물량을 유기물량의 대용으로 사용하여 퇴적물의 오

염을 추정하는 방법도 제기되었다(Yokoyama[1995]). 그러나 현

[2003]의 연구에서는 유기물(TOC)와 황화물의 함량간에는 상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Fig. 14

에서도 유기물(COD)과 황화물 사이에는 결정계수(R2)가 0.05로

양 항목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퇴적물의 입자 및 유기물 그리

고 황화물 함량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검증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유기물 및 황화물의 결과로부터 순천만의 갯벌은 비교

적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되나 일부의 정점에서는 다소 높은 경향

을 나타내고 있어 순천만의 보존을 위해서는 육상기인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저감방안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

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일환으로, 순천만 갯벌의 입도분포 특성 및 유기물의 특성

을 파악하여 오염현황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4월과

7월에 순천만 갯벌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순천만 갯벌은 대부분이 clay와 silt의 함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니질상(muddy facies)을 나타내었으며, 간조시 동천으로

부터 유입된 하천수가 유하하는 수로에 해당하는 갯강에서는 사

질상(sandy facies)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 순천만 갯벌의 분급도는 전체적으로 1.94~3.78φ(평균 2.48)

의 분포를 보였으며, 왜도는 -1.47~3.21(평균 -0.28)을 나타내었고,

첨도는 1.51~14.07(평균 3.89)을 나타내었다. 이는 순천만의 갯벌

은 세립질 퇴적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중 일

부는 다양한 입도를 가지는 퇴적물이 혼재되어 있고, 갯강은 하천

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 일어나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는 퇴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순천만 갯벌의 총유기물량(IL)은 5.75%로 타해역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부영양화 기준(COD; 20.0 mg/g·dry, 황화

물; 0.2 mg S/g·dry)보다 대부분지역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

나, 일부 지점에서는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순천만 갯벌에 포

함되어 있는 유기물은 대부분이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만의 갯벌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되나 일부의 정

점에서는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순천만의 보존을 위해

서는 육상기인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저감방안이 요구되며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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