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28卷 第1B號 · 2008年 1月 − 161 −

環境 및 生態工學大 韓 土 木 學 會 論 文 集

第28卷 第1B 號·2008年 1月

pp. 161 ~ 168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지의 생물-화학적 복원지수 평가

Evaluation of Bio-Chemical Restoration Index at the Creation Site of 
Ecological Environmental Zone in Coastal Area

이인철*·이병호**·박소영***·류청로****

Lee, In-Cheol·Yi, Byung Ho·Park, So Young·Ryu, Cheong Ro

·····························································································································································································································

Abstract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zones in coastal area, like tidal flat and salt marsh, were gradually decreased due to large scale
of coastal development projects, reclam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tidal flat and salt marsh has
been emphasized in coastal area as mitigation concept and studies on related this background has performed. But studies 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for degree of restoration were insufficient. In this paper, as a fundamental study for evaluation of res-
toration on the cre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al zones in coastal area, it was conducted that the monitoring and experiment
for bio-chemical factors (bio-diversity, population and biomass of macro-benthos, survival ratio of reed, the number of het-
erotrophic bacteria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uch as COD, IL, TN, TP and pH) using a in-situ pilot plant of tidal
flat (Zone. P1) and salt marsh (Zone. P2), which was distinguished by content of dredged soil, in Jinudo, Nakdong estuary.
From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toration index (RI), for evaluation concerning degree of restoration on the cre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al zones in coastal area, was suggested and quantita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using a restoration index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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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대규모 연안개발에 따른 매립사업으로 연안역의 갯벌 또는 염습지 등의 연안생태환경공간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역 자연환경의 완화조치(Mitigation)의 일환으로 인공갯벌 및 염습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인공 연안공간 조성시 복원정도의 정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
생태환경공간 조성지의 복원정도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준설토 배합비에 따라 구분되는 인공갯벌(Zone. P1) 및
염습지(Zone. P2) 현장시험구를 조성하여 생물-화학적 환경인자인 시험구 내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생물다양성과 개체수 및
생체량/식생(갈대)의 정착률/종속영양세균수/이화학적 특성(COD, IL, TN, TP, pH)에 대한 환경성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환경인자들의 복원정도를 나타내는 복원지수를 제안하여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에 따른 복원정도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핵심용어 : 연안생태환경공간, 정량적 평가, 생물-화학적 환경인자, 복원지수

····························································································································································································································· 

1. 서 론

우리나라의 갯벌은 국토 면적의 3%에 해당하는 약 2,800

km2로 세계 5대 갯벌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갯

벌의 면적은 농지확보, 항만조성 및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연안개발을 위한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을 기

준으로 1987년 12월에 비해 약 30~40%가 감소하였다(해양

수산부, 1998). 

갯벌은 생산성이 높은 생태환경 중의 하나로 생산력은 외

양에 비해 10~20배가 높고, 농경지나 산림자원보다 3~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연안생태계의 먹이사

슬이 갯벌에서 시작되고 연안 생물 중 약 66%가 갯벌 생

태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어종이 먹이가 풍부

한 갯벌을 산란장과 서식처로 사용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4).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 다양한 산업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인하여 연안의 습지와 갯벌이 훼손 또는 소멸

됨에 따라 대체 습지 및 인공갯벌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해양수산부, 2004;

Lee 등, 1998; Short 등, 2000; Balletto 등, 2005; Teal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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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람사협약이 체결된 후 미국 전 연안에 걸쳐

갯벌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완화조치

(Mitigation)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연안개발에 의해

상실된 갯벌을 개발할 경우에 자연환경에 대한 완화조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선재와 김종구,

199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엄청난 면적의 갯벌을

매립하고도 대체 갯벌을 조성한다거나 복원하려는 시도를 전

혀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해양수산부, 2005).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신항만 건설, 항만재개발 및 항로수

심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준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준설토가 연안오염 가속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준설토 발생량은 1976년 첫 조사 이래로 현재까지 꾸

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그 발생량은 1999년을 기준으로 연간

9억톤을 넘어 2000년대에는 준설토의 처리비용이 연간 600

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윤길림 등, 2002). 이에 따

라 최근 오염준설토의 처리 및 준설토 재활용 방안에 관하

여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권오순 등, 2003; 김윤태 등,

2006; 송영채 등, 2003; 윤길림 등, 2002; 해양수산부,

2000; 해양수산부, 2003). 특히 최근의 통항로 협소화를 해

소하기 위해 긴급준설사업이 시행중인 낙동강 하구역 일원

의 부정형적 사주 지형변동에 관한 연구(유창일 등, 2006;

이인철 등, 2007)와 함께 현장준설토를 이용하여 훼손된 갯

벌 및 염습지를 복원·조성함으로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과 준설토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사

안의 복합적인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에 있어서 복원정도를 평가하

고 복원효과의 성공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경인자의 장

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복원정도의 정량적 평가가 필수적이

며, 이와 관련하여 Short 등(2000)은 복원된 갯벌 및 염습

지에서 잘피식생의 복원성공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준설

토의 배합비 등으로 차별된 설계인자에 따라 조성된 인공적

생태환경공간에서의 복원정도 평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설토를 이용한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시의 최적설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낙

동강 하구역 진우도 배후면에 연안역 준설토를 이용한 인공

갯벌 및 염습지 현장조성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장시

험구 내 설계인자로서 준설토 배합비에 따라 시험구를 구분

하여 생물-화학적 환경인자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

고, 복원성공기준의 척도로서 각 환경인자들의 복원정도를

나타내는 복원지수(RI)를 제안하여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에

따른 복원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역

낙동강 하구역은 한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남한 최대의 하

구로서, 총 유로연장 525 km, 유역면적 23,860 km2로서 남

북으로 약 30 km, 동서로 약 16 km 정도의 퇴적지형을 이

루고 있다(김성환, 2005). 그리고 낙동강 하구입구의 퇴적지

형에는 사주섬의 형태로 발달하는 하구형 갯벌이 배후면에

부분적으로 발달해 있다(해양수산부, 2005). 연구대상지역인

진우도는 낙동강 하구 서측 가덕도에 인접하여 녹산공단 전

면해역에 위치하고 동서방향으로 약 2 km 길게 뻗어진 사주

퇴적지형이다(Fig. 1).

2.2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

Fig. 1은 낙동강 하구역 진우도 배후면에 조성한 연안생태

환경공간의 인공갯벌(Zone. P1)과 인공염습지(Zone. P2)의

현장시험구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인공갯벌의 현장시험

구(Zone. P1)는 2006년 4월에 진우도 서측 항로준설토를

이용하여 준설토 배합비(100%, 50%, 20%, 0%)별로 5 m

×5 m의 4개 시험구(Site A~D)를 조성하였으며, 인공염습지

(Zone. P2)는 2006년 9월에 Zone. P1의 상부측으로 약 10

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부산 신항만 준설토를 이용하여

Fig. 1 Detailed Diagram of In-situ Pilot Plant of Tidal Flat (Zone. P1) and Salt Marsh (Zone. P2) in Jinudo, Nakdong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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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P1과 동일한 준설토 배합비에 따른 3 m×3 m의 4개

시험구(Site E~H)를 조성하였다. Zone. P1과 Zone. P2는

Site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Site 양측에 구획판을 설치

하였으며, 침하방지를 위해 침하방지매트를 포설하였다. 현

장시험구의 조성방법은 上野成三 등(2001; 200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2.3 생물-화학적 환경인자 모니터링

2.3.1 생물서식환경

현장시험구 조성완료시점을 기준으로, Zone. P1에서는 1년

동안 5회에 걸쳐, Zone. P2에서는 2개월 간격으로 총 4회

의 생물서식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구별로 채

집 면적이 0.025 m2인 Rectangular can core sampler를 이

용하여 Site내 임의의 지점에서 각 4회씩(0.1 m2) 퇴적물을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퇴적물은 현장에서 1 mm 체를 이용하

여 대형저서동물을 분리한 후, 최종농도 10%의 중성 포르말

린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이 후 분류군별로 선

별하여 동정을 실시한 후, 개체수를 계수하고, 생체량을 측

정하여 현장시험구 내 저서생물의 서식환경을 파악하였다(국

립수산진흥원, 1999; 국립수산진흥원, 2001; 김일회, 1998;

김훈수, 1973; 김훈수, 1977; 손민호와 홍성윤, 2003; 한국해양

연구소, 1990; Nishimura, 1992; Okutani, 1994; Nishimura,

1995; Okutani, 2000). 그리고 인공염습지(Zone. P2)에서는

2006년 11월 11일과 11월 25일 2차례에 걸쳐 현장시험구

주변의 갈대를 조경설계기준(한국조경학회, 1999)에 따라 이

식하였으며, 2007년 4월 25일 현장관측일을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Site별 갈대의 정착률을 파악하여 해당 Site의

식생정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갈대의 정착률은 식

(1)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SRreed (Survival Ratio of Reed)=

(1)

2.3.2 종속영양세균수 측정

종속영양세균은 갯벌 및 염습지 생태계의 생물학적 구성요

소 중 하나이며 유기물의 순환 및 영양염류의 재생산 과정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들의 분포는 유기물의

생물학적 분해가능성에 대한 지표로 이용된다. 또한 온도,

pH 등의 환경조건과 유기물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환경에 가해지는 변화와 이

에 따른 세균의 활성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한

국해양연구원, 2004). 종속영양세균수는 단계적 희석법을 이

용하여 도말하는 dilute plate counting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Zone. P2를 대상으로, 각 Site 내 표

층으로부터 10 cm 깊이에서 채취한 토양 1 g을 멸균 식염수

9 ml에 넣고 잘 섞고 이를 단계별로 희석한 후 일반세균용

petrifilm 배지(3MTM; Pancreatic digest of casein 3.4 g;
Yeast Extract 2.4 g; Sodium pyruvate 6.8 g; Dextrose 0.6

g; Potassium phosphate(dibasic) 1.3 g;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0.4 g; Guar Gum(cold water soluble gelling

agent) 91.4 g; 2,3,5-Triphenyltetrazolium chloride(Tetrazolium

indicator dye for red color reaction) 0.0205 g))에 1 ml씩

접종하고 27°C에서 1주일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colony)

수를 계수하고 희석배수와 토양 내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건

조 1 g 당 종속영양세균수를 산정하였다. 이 때, 멸균 식염

수는 시판되는 식염수를 autoclave 상에서 120, 0.3 MPa 조

건하에서 30분간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2.3.3 이화학적 특성 분석

연안생태환경공간 현장시험구인 Zone. P1과 Zone. P2에서

저질의 이화학적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험구내

Site별 각각 3개 지점에서 표층으로부터 10 cm 깊이의 저질

을 core sampler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4°C 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한 후, Site별 시료를 혼합하여 화

학적 산소요구량(COD), 강열감량(IL), 총질소(TN), 총인(TP)

및 수소이온농도(pH)를 분석하였다. 이 중 저질 COD와 IL

은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의 지표로 널리 이용하는 측정항목

으로서(이정규와 서희동, 2000; 이정규와 최영찬, 1999), 원

지반과 준설토 배합비에 따른 현장시험구 내에서 토양의 유

기오염도 증감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선정

하였다. 그리고 TN과 TP는 연안생태환경공간의 현장시험구

내에 존재하는 주요 영양물질로서, 특히 Zone. P2의 염생식

물(갈대)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자이며, pH는 토양

의 화학적 특성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항목이므로 이들

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시험구 조

성에 사용된 준설토의 경우에도 동일 측정항목 및 함수비와

Silt 및 Clay 함량을 분석하여, 조성 후의 양상과 비교하였

다. 각 측정항목의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저질 COD와 IL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TN은 Kjeldahl법, TP는 회화법을 이

용하여 분해한 후 아스크로빈산에 의한 몰리브덴(Mo)청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으며, pH는 1:5(w/v) 토양시료:증류수를

pH electrometer(Orion 4 star, Thermo Electron Co.)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은 건조전후 무게차이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입도분포는 표준체분석을 이용하였다.

2.4 복원지수(RI)의 산정방법

앞서 언급한 생물-화학적 환경인자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

를 이용하여 설계인자별 복원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평가

하기위해, Zone. P1과 Zone. P2 내 원지반 Site(D, H)를

Reference site(Rs)로 설정하고, 준설토 배합비에 따라 조성

된 Site(A~C, E~G)를 Creation site(Cs)로 설정하였다. 또

한 Rs를 복원의 성공기준 목표치로 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식(2)와 같이 복원지수(RI)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환경인자별

복원지수를 합산하여 각 현장시험구별 RI의 총점을 계산하

고 이에 따라 복원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총점 계산상에 환경

인자별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2) 

여기서, RI는 복원지수(Restoration Index), VR과 VC는 각

각 Rs와 Cs내 생물-화학적 환경인자의 모니터링 측정값을

나타낸다. 단, RI는 0~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자연적 생태환경조건(원지반; Rs)과 유사하게 복

원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he number of reed which has new shoot
The number of planted reed

--------------------------------------------------------------------------------------------------- 100×

RI 1
VR VC–( )2

VR VC–(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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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생물-화학적 환경인자 모니터링 결과

3.1.1 생물서식환경

연안생태환경공간 현장시험구인 Zone. P1과 Zone. P2의

조성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분류군별 출현 개체수 변화는

Fig. 2와 같으며, 생물종 출현 대형저서동물의 생물다양성,

개체수, 생체량 변화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Zone.

P2의 현장시험구에서 염생식물(갈대)의 정착률 모니터링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각 Site별 생물상 변화 모니터링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Zone. P1의 생물서식환경

1) Site A(준설토 100%) :출현 종수(BD)의 변화는 적은

반면, 개체수(PM)는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급증하였으

며, 생체량(BM)은 조성후 9개월째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십

각목의 게류인 엽낭게(Scopimera globosa)의 출현이 원인이

었다(Fig. 2(a)).

2) Site B(준설토 50%) :출현 종수는 2개월 경과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체수는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생체량은 Site

A에서와 같이 9개월 경과 시점에서 갑각류인 엽낭게

(Scopimera globosa)의 출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Fig. 2(a)).

3) Site C(준설토 20%) :현장시험구 조성이후 출현 종수와

개체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었으나, 생체량은 연체동물문

인 이매패류가 높은 값을 보인 2개월이 경과한 시기를 제외하

면, 연간모니터링 기간 중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2 Population Variation of Macro-benthos in Zone. P1 and Zone. P2

Table 1. Biological Characteristics in Zone. P1 and Zone. P2

Zone. P1 Zone. P2

Date
(Elapsed time) Site BD PM BM

Date
(Elapsed time) Site BD PM BM

May 17, 2006
(1 month)

A 5 110 1.01

Nov. 15, 2006
(2 month)

E 2 40 2.7

B 1 10 0.05 F 2 40 1.9

C 1 70 41.6 G 3 50 0.46

D 1 30 21.9 H 5 160 1.47

June 1, 2006
(2 month)

A 5 100 1.46

Jan. 25, 2007
(4 month)

E 5 60 0.47

B 7 230 18.50 F 6 150 2.58

C 6 180 95.3 G 4 110 12.19

D 3 50 75.5 H 6 270 5.51

Sept. 20, 2006
(5 month)

A 3 890 56.96

April 9, 2007
(6 month)

E 4 1,560 2.65

B 5 710 27.7 F 4 1,480 2.75

C 2 670 33.14 G 5 660 1.78

D 2 730 5.67 H 9 2,610 12.04

Jan. 25, 2007
(9 month)

A 7 2,250 103.1

May 19, 2007
(8 month)

E 6 820 50.1

B 4 960 95.37 F 3 490 21.01

C 5 290 26.13 G 11 1,330 22.87

D 5 190 3.51 H 8 1,390 14.79

April 9, 2007
(1 year)

A 6 3,260 6.87
 *BD: Bio-diversity of macro-benthos

PM: Population of macro-benthos(ind./m2)
BM: Biomass of macro-benthos(g-Wet/m2)

B 4 2,660 9.26

C 5 3,000 4.48

D 4 2,250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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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te D(준설토 0%) :원지반 조건에서의 출현 종수와

개체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 반면, 2개월 경과시에 단

일개체 중량이 높은 이매패류 중 빛조개(Nuttalia olivacea)

의 출현으로 인한 생체량의 증가를 제외하면 조사기간에 걸

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2) Zone. P2의 생물서식환경 

1) Site E(준설토 100%) :출현 종수는 2~6종의 범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개체수는 연체동물문이 우점하는

6개월 경과시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생체량은 8개월 경과

시에 최대값을 나타내었다(Fig. 2(b)).

2) Site F(준설토 50%) : Site E와 유사한 출현종과 개체

수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생체량만이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3) Site G(준설토 20%) :출현 종수와 개체수는 시간경과

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생체량은

갑각류가 높은 생체량을 나타낸 시기인 4개월과 8개월 경과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양상이 뚜렷하였다.

4) Site H(준설토 0%) :출현 종수는 5~9종의 범위로 다

모류가 우점하였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종변화는 크지 않았

다. 개체수 및 생체량은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

상으로, 특히 조성후 4개월을 전후로 개체수의 변화가 뚜렷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5) Zone. P2내 시간경과에 따른 갈대정착률은 원지반인

Site H가 가장 탁월하였으며, 다음은 Site G, F, E 순으로,

즉 준설토 배합비가 낮을수록 갈대정착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상기의 연안생태환경공간의 생물서식환경 장기 모니터링에

의하면 인공갯벌(Zone. P1)에서 현장시험구 조성후 9개월

경과시점에서 생체량의 증가는 엽낭게(Scopimera globosa)

출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후 1년 경과 시점에서

개체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띠조개 치패의 다량발생에 따

른 영향이다. 또한 인공염습지(Zone. P2)에서는 조성 초기에

준설토가 배합된 현장시험구(Site E~G)에서 출현 종수와 개

체수가 원지반(Site H)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성

준설토와 원지반의 성상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는 현장시험구 조성에 사용되었던 준설토가 조성 이전 대기

중에 일정시간 노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아져 내

생성 생물의 이용이 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으로부터 본 현장시험구 조성이후 생물서식환경 인자

인 생물다양성과 개체수는 전반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증

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체수의 증가는 대형저

서동물 가운데 비교적 이동성이 있는 표생생물의 유입과 새

롭게 본 서식처로 가입한 이매패류의 밀도증가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장시험구 조성이후 1년 정도의 생물서식

환경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의 출현 종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점과 생체량의 증감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만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종속영양세균수 측정결과

인공염습지(Zone. P2) 현장시험구내의 종속영양세균수 측

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시험구 조성 당시 각 시험구별

토양내 서식하는 종속영양세균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시험구 조성 147일 후 준설토 100%로 조성된 Site

E의 경우 193.5×105 CFU/g가 서식하는 반면 원지반으로

조성된 Site H의 경우 2.6×105 CFU/g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간경과에 따라 준설토 배합비가 높을수록 서식

하는 종속영양세균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Table 4에 나타낸 본 연구대상 현장시험구의 준설토

초기 물성치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성된 현장시험구내 Silt함

량이 높음에 따라 유기물 함량이 높을 개연성에 기인한 것

으로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Silt함량이 많을수록 종속영양세

균수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이정규와 서희동, 2000; 이정규

와 최영찬, 1999)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 이화학적 특성 분석결과

연안생태환경공간 현장시험구인 Zone. P1과 Zone. P2에서

조성후 시간경과에 따른 저질의 이화학적 변화를 나타내면

Fig. 3과 Fig. 4와 같으며, 각 측정항목의 경시변화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Zone. P1의 이화학적 특성 

Fig. 3은 인공갯벌(Zone. P1)내 Site별 시간경과에 따른

저질 COD 및 IL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저질 COD

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Site별 차이도 적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도 적었다. 그러나 IL

은 시간경과에 따라 Site D에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sults of SRreed in Zone. P2

Site SRreed

E 54%

F 60%

G 70%

H 90% 

Table 3. The Number of Heterotrophic Bacteria in Zone. P2
(Unit = (CFU(Colony Forming Unit)/g)×105)

Date (Elapsed time)
Site 

E F G H

Sept. 25, 2006 (0 day) 0.4 5.7 1.6 2.4

Feb. 14, 2007 (95 days) 21.9 1.8 2.1 0.9

April 7, 2007 (147 days) 193.5  139.6 1.4 2.6

Fig. 3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in Zone.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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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one. P2의 이화학적 특성 

1) COD : Fig. 4(a)는 인공염습지(Zone. P2)내 Site별 시

간경과에 따른 저질 COD 변화를 나타낸다. 준설토 배합비

가 높을수록 COD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지반에 비해 초기 준설토의 COD농도가

높고 준설토가 원지반에 비해 유기물에 대한 흡착능력이 높

은 Silt함량이 높은데 기인하는 결과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장시험구의 COD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현장시험구가 최상부 조간대에 위치하여 조석에 의한

해수유동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열린계(open system)로 조성

됨에 따라 해수중의 유기물의 유출입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현장시험구내의 저질 COD농도의

경시변화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석변화에 따

른 외해수의 유출입 COD농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IL :각 Site별 시간경과에 따른 IL변화를 분석한 결과

준설토 배합비가 높을수록 IL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준설토의 유기

물함량이 원지반에 비해 약 4배정도 높은 것에 따른 영향으

로, 준설토의 Silt함량이 높을 경우 현장시험구 내로 유입되

는 유기물에 대한 흡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이정

규와 서희동, 2000; 이정규와 최영찬, 1999)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한편, 시간에 따른 IL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Site E와 F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초기값보다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IL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현장시험구가

유기물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열린계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

되며, Site G와 H의 경우에는 한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만, 대체적으로 조성당시 초기값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4(b)).

3) TN 및 TP : Fig. 4(c)와 같이, TN의 경우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일정값으로 수렴하여 각 Site별 차이가 줄어드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TP의 변화는 Site E와 F가 Site G

와 H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나 시간경과에 따라 Site E, F

에서 TP는 다소 감소하고, Site G, H에서는 TP가 다소 증

가하여 현장시험구 조성 202일 이후에는 Site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d)).

4) pH :시간경과에 따른 현장시험구 내 pH의 변화를 Fig.

4(e)에 나타내었다. 현장시험구 조성당시 pH는 6.12~6.99로

각 시험구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시험구 조성 147일 후에

도 pH는 큰 변동없이 초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Zone. P1과 Zone. P2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저질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저질 COD농도 및

IL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현장시험구 조성시 사

용된 준설토의 성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Zone. P1의 조성에 사용된 준설토는 진우도 서측 항로 준설

토로서 송영채 등(2003)의 연구에서 조사된 10개 지역 항만

준설토의 COD(0.3~16.49 g/kg)와 비교하여 COD가 낮아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Zone. P2

의 조성에 사용된 신항만 배후부지 준설토의 경우 Table 4

에 제시한 바와 같이 COD와 IL(2.77~4.48%) 농도에 대한

기존 연구(송영채 등, 2003)와 비교하여 오염도가 다소 높은

Fig. 4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in Zone. P2

Table 4.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Dredged and Original Soil for Creation of In-situ Pilot Plant in Zone. P2

Items
Site Soil

COD
(g/kg)

Ignition Loss 
(%)

T-N
(mg/kg)

T-P
(mg/kg) pH

Moisture
content(%)

Content of 
silt & clay(%)

Zone. P2
Dredged Soil 19.37 5.44 67.2 107.53 6.89 27.6 26.05

Original soil 1.79 1.37 16.8 69.23 6.12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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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진우도 원지반과 비교하면 COD의

경우 11배, IL은 4배정도 높은 것이며 Silt 및 Clay의 함량

도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성상 차이에

따라 2개 현장시험구간의 이화학적 특성이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복원지수(RI) 평가결과

Table 5는 연안생태환경공간의 인공갯벌(Zone. P1)과 인공

염습지(Zone. P2)에서 약 1년간의 생물-화학적 환경인자 모

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복원지수(RI)의 환경인자별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Zone. P1에서는 Site B(준설토

50%)가 Rs를 기준으로 복원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각 Site별 RI 총점의 범위는 3.12~3.61로 각각의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생물서식환경 인자에

대한 RI의 경우, 생물다양성 및 개체수에서 Site B가 가장

양호하였으나 생체량에서는 Site A(준설토 100%)가 가장 원

지반 조건에 근접하였다. 반면 저질 COD와 IL의 경우는

Site A~C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one.

P2에서의 RI총점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을 제외한 모든 환

경인자들의 RI가 Site G(준설토 20%)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준설토 배합비가 적은 Site일수록 복원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Zone. P1과 Zone. P2의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Zone. P2는 준설토 배합비에 따라 RI의 총점이 뚜렷한 차

이를 보였으나, Zone. P1에서는 준설토 배합비에 따른 Site

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시험구 조성시 사용된 준설토 성상차에 기인

한 것으로, Zone. P1의 조성시 사용된 진우도 서측수로 준

설토가 원지반과 상대적으로 성상이 유사하고 오염도가 적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준설토의 오염

도에 따른 적정배합 설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준설토를 이용한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시의 최

적설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연안역 준설

토를 재활용하여 배합비에 따른 인공갯벌 및 인공염습지 현

장시험구 조성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현장시험구의 환경인자

로서 생물환경인자(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생물다양성과 개체

수 및 생체량, 식생(갈대)의 정착률, 종속영양세균수)와 이화

학적 인자(COD, IL, TN, TP, pH) 등을 선정하여 장기 모

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환경인자들의 복

원정도를 나타내는 복원지수(RI)를 제안하여 연안생태환경공

간 조성에 따른 복원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

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갯벌(Zone. P1) 조성후 생물다양성과 개체수는 전반적으

로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1년간의 생물환경 모니터링

결과에서 생물의 출현 종수는 극히 제한되는 것을 알았다. 그

리고 인공염습지(Zone. P2)의 시간경과에 따른 갈대정착률은

원지반에서 가장 탁월하였으며, 준설토 배합비가 낮을수록 갈

대정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준설토를 이용한 연안생

태환경공간 조성에 있어 저질의 이화학적 환경인자는 준설토

의 성상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시 생물-화학적 환경인자의 장기모

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복원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복원지

수(RI)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RI의 산정결과로부터, Zone.

P1은 준설토 배합비가 50%, Zone. P2는 준설토 배합비가

20%일때 복원효과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연안생태환경공간 조성시 생물-화학적 환

경의 설계인자 선정과 복원효과 평가를 위한 척도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후 현장시험구 조성시의 준설토

의 최적배합비 설계, 생물-화학적 환경인자의 특성분석을 통

한 최적설계인자의 선별, 복원지수 산정시 각 환경인자간의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한 반복적/장기적 현장모니터링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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