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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곰소만 갯벌은 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위치하고 반폐쇄 형태의 만(bay) 지형을 가지고 있으
며 파랑에 비해 조류가 우세한 지역에 속한다. 갯벌은 주로 남쪽 고창군 지역에 발달해 있으며 갯벌 북쪽에 위
치한 주조류로의 깊이는 약 15 m, 폭은 저조시 약 900 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간대 갯벌의 지질환경 특
성자료 분석을 위한 직접적인 정점 시료 채취는 출입이 허용되는 간조시간 및 조사항목 수량에 따라 매우 제
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연구지역인 곰소만 갯벌에서 퇴적상 특성자료 활용 및 지질
환경 특성자료 구축을 위한 현장 측정 항목 및 실험실 분석 항목을 선정하여 총 30개 정점에 대해 2021년 6
월 22일 및 24일(실제 갯벌 조사 시간: 2일간 약 5시간)에 진행하였다. 연구지역에 대해 현장 측정 항목은 샘플
일 일시(년/월/일/시간/분), GPS-RTK를 이용한 정밀 지형 표고 측량 타원체 고도(m), 전단강도(kg/cm2), 색도를
현장에서 측정 및 기재하였으며 현장조사 이후 실험실 분석을 위해 입도(Φ, phi), 전용적밀도(가밀도), 공극률(%),
함수률(%), 총유기탄소(%), 총탄소(%) 및 총질소(%)용 샘플을 각각 2개 용기(지퍼백 및 폴리프로필렌 병)에 채
취하였다. 입도 습식 실험 이후 Folk 및 Ward (1957)에 의한 퇴적상 분류, 입도분석 결과에 기반한 유기물 특성
등 각 실험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향후 이번 시범 연구지역의 지질환경 특성자료를 이용한 데이터
셋 사례는 2021년 6월 곰소만 갯벌 현장에서의 연구항목 데이터 선정, 갯벌 지형변화 및 퇴적환경 변화 파악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융합적 연구, 갯벌 환경보전관리 자료 및 관련 연구자
사용자 위한 데이터 무료 개방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주요어: 곰소만 갯벌, 데이터셋, 지질환경 특성, 퇴적상, 환경보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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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mso Bay tidal flat is located between Buan-gun and Gochang-gun in Jeollabuk-do, Korea; it is a
semi-closed bay in an area where tides prevail over waves. Tidal flats are mainly found south of Gochang-gun,
and the main stream located north of the tidal flats is about 15 m deep and 900 m wide at low tide. Limited
direct sampling is necessary for analyzing the geological environment of intertidal tidal flats, depending on the
expected ebb-tide time and the number of survey items allowed for tidal flat access. This study assessed field
measurement and laboratory analysis items for obtaining and establishing geological environment data to use of
sediment type data in a pilot research area in the Gomso Bay tidal flat. Thirty sites were examined on June 22
and 24, 2021 (survey time about 3.5 hours for the 2 days). The field measurements were the sample date
(year/month/day/hour/minute), ellipsoid height using a real-time kinematics global positioning system (RTK GPS)
(m), shear strength (kg/cm2), and Munsell color. Samples for particle size (phi, Φ), specific density, porosity (%),
moisture content (%), total organic carbon (%), total carbon (%) and total nitrogen (%) were placed in zipper
bags and polypropylene (PP) bottles. The sedimentary phases were classified following Folk and Ward (1957), the
organic matter was characterized based on particle size analysis and each experimental result was verified. In the
future, a geologi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dataset based on this pilot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assess changes in the tidal flat topography and sedimentation environment. It should be useful data for research,
tidal flat environment conservation management and free open data for users of related researchers.
Keywords: Gomso Bay tidal flat, Dataset, Geologi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Sediment type, Environmental
conservation management

1. 서론
갯벌(tidal flat)은 육지와 바다 환경이 만나는 점이지대로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경우 대기 노출과 해수
침수가 매일 2회 반복되는 특성에 따라 연안해양과 기수역의 유기물 분해와 영양염 순환에 큰 영향을 끼친다
(Alongi 1995; Jahnke 1995; Giblin et al. 1997).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들을 이해하기 이전에 연구지역에 대한 기초
적인 지질환경(표층퇴적물 입도, 유기·무기화학적 특성자료 등) 및 지형특성자료(조수로, 갯벌 지형고도 측량자료
등)들은 학술연구 및 연구대상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연구지역에 대한 목적 및 과학적 자
료를 얻기위해 갯벌환경 퇴적물 분야 세부항목은 크게 달라지지만 보통 4가지 분석범주에 따라 다양한 세부항목
들로 연구되어 진다. 이는 보통 퇴적학적·광물학적 특성 분석, 지화학 분석, 물리적 분석 및 퇴적물 연대측정 분
석 등이다. 퇴적학적·광물학적 특성 분석으로는 대자율(magnetic susceptibility), 퇴적물 색도(sediment color), 퇴적
구조(sediment structure), 함수율(water content), 퇴적물 밀도(sediment grain density), 퇴적물 입도(grain size), 점
토광물 함량(clay mineral composition) 및 중광물 분석(heavy mineral) 등이다. 지화학 분석으로는 퇴적물 원소 함
량(elemental composition; major 또는 minor (중금속 포함), REEs (희토류) 등), 총탄소 함량(total carbon), 총무기탄
소 함량(total inorganic carbon), 총유기탄소 함량(total organic carbon), 총질소 함량(total nitrogen), 총수은 함량
(total mercury), 총황 함량(total sulfur), 생물기원 규소 함량(biogenic silica) 및 C·N·O 안정동위원소 분석(isotope
analysis) 등이다. 물리적 분석으로는 전단강도(shear strength), 함수률(water content), 공극률(porosity), 건밀도(dry
bulk density) 등이다. 퇴적물 연대측정(age dating)은 보통 이탄·토탄(peat fragments), 조개류(shell fragments) 및
미(薇)고생물(Micropaleontology; 규조, 유공충, 와편모조류 시스트) 등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시간적 연대분석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서해안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곰소만 갯벌은 반폐쇄형 만(bay)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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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는 작은 하천인 주진천이 흐르고 있어 평수기 또는 홍수기에 담수가 소량 유입되며, 조간대 갯벌은 남쪽 방
향에 집중되어 분포하며 최고 폭이 6 km에 이르며, 갯벌 북쪽 부분에 폭이 최대 900 m, 깊이가 최대 15 m인 주
조류로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GI, 2010). 곰소만의 남북 길이는 약 7-9 km이며, 동서 길이는 20 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조차는 4.33 m이며, 창조 때에는 1.15 m/s, 낙조 때에는 1.50 m/s의 유속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GI, 1981).
갯벌의 지질환경 특성자료 분석을 위한 직접적인 정점별 시료 채취 조사는 출입이 허용되는 간조시간및 조사
항목 수량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연구지역인 곰소만 갯벌에서 퇴적상
특성자료 활용 및 지질환경 특성자료 구축을 위한 현장 측정 항목 및 실험실 분석 항목 선정하여 총 30개 정점
에 대해 샘플링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2.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갯벌에 위치하며, 좌측 서쪽에는 동호해수욕장 및 동호항이 있으며, 북쪽
방향으로 열려있는 반 폐쇄형 소규모 만(bay) 형태를 보인다. 우측 북쪽에는 쉐니어(Chenier) 모래 퇴적체가 위치
하는데 이 쉐니어는 입자가 큰 모래와 조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연구의 시추 결과 약 1,800년 전부
터 형성되었으며, 곰소만 조간대의 펄 퇴적층 위에서 발달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특히 쉐니어는 해안선을 따
라 평행하게 긴 모양을 보이는데, 양쪽 끝 부분은 해안선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연구지역
남쪽에는 반원형태의 둑과 둑 좌측으로 연구지역내 주조류로가 발달해 있다.
Fig. 1에서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갯벌에 위치한 조사 연구지역의 총 30개의 샘플링 정점을 표시하였다.
Table 1에서 현장조사일은 2021년 6월 22일 및 24일(실제 갯벌 조사 시간: 2일간 약 3.5시간)에 수행되었으며, 최
저조 시간은 첫째날인 6월 22일 18시 56분 (조위 84 cm, 영광 기준), 둘째날인 6월 24일 20시 40분(조위 39 cm,
영광 기준) 이었다. 연구지역의 면적은 약 0.2 ㎢의 면적에 해당되며, 각 정점에서 Leica의 RTK-GPS(real time
kinematic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하여 WGS84/UTM52N좌표계로 각 정점의 좌표(m)와 타원체고
(ellipsoid height, m)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외 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RTCM) 서비스
를 사용하여 인근 GNSS 상시관측소의 보정신호를 수신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인근 통합기준점
(U부안23 기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오이드고(geoid height, 29.8440 m, 2020년 2월 11일)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지역의 정표고(orthometric height)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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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p of the study area in Gomso Bay using Google Maps (25 April, 2021): (a) map of South of Korea, (b)
study area in Gomso Bay, (c) study area expansion map, and (d) the yellow circles are the 30 sampling sites

Table 1. Data obtained from the study area
Site name (location)
Sampling date
(yyyy.mm.dd, hh:mm)

Gomso Bay (pilot research area)
2021.06.22 (16:08-17:50) and 2021.06.24 (10:50-12:03)

Area

about 0.2 ㎢

Site numbers

n=30

Number of sampling items

12
RTK-GPS (northing, easting, ellipsoid height, m), Sampling date
(yyyy-mm-dd, hh:mm), Mean size, Sediment type, Shear strength

List of items

(kg/cm2), Sediment color charts by Mumsell, Dry bulk density (g/ml),
Sediment porosity, Water content (%), Total organic carbon (TOC),
Total carbon (TC), Total nitrogen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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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ocations of the sampling sites
Location

Gomso Bay
(pilot research
area)

GEO DATA [4.2]: 9–22 (2022)

Site name

Northing

Easting

Orthometric

(Lab. name)

(m)

(m)

height (m)

01 (D3-550M)

3933478.957

272623.845

4.705

02 (D4-390M)

3933474.870

272784.335

4.626

03 (D5-500M)

3933285.898

272619.727

4.903

04 (D6-330M)

3933285.525

272772.079

5.015

05 (D8-45M)

3933484.266

273100.860

3.902

06 (D9-200M)

3933468.180

272945.306

4.216

07 (D10-600M)

3933534.218

272543.082

4.938

08 (D11-45M)

3933345.214

273078.392

4.070

09 (D12-140M)

3933342.464

272979.500

4.249

10 (D13-220M)

3933321.597

272895.134

4.284

11 (D14-340M)

3933342.418

272779.347

4.801

12 (D15-460M)

3933351.760

272656.161

4.726

13 (D16-590M)

3933351.660

272535.189

4.827

14 (D17-600M)

3933436.003

272544.478

4.838

15 (D18-100M)

3933276.374

273013.069

4.129

16 (D19-270M)

3933281.059

272843.473

4.631

17 (D20-520M)

3933256.848

272532.545

5.011

18 (D21-130M)

3933485.296

273018.990

4.048

19 (D22-280M)

3933500.435

272866.535

4.409

20 (D23-440M)

3933513.872

272708.938

4.614

21 (D24-440M)

3933421.136

272701.412

4.495

22 (D25-520M)

3933396.988

272606.047

4.665

23 (D26-350M)

3933302.250

272712.703

4.882

24 (D27-340M)

3933399.120

272782.287

4.761

25 (D28-310M)

3933445.897

272829.840

4.484

26 (D29-250M)

3933370.669

272862.826

4.532

27 (D30-125M)

3933272.843

272938.469

4.055

28 (D31-180M)

3933413.419

272953.399

4.336

29 (D32-100M)

3933377.962

273032.564

4.076

30 (D33-45M)

3933420.696

273094.082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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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정점별 지질환경분야 현장갯벌 조사항목
각 정점별 현장 측정 항목은 현장에서 바로 샘플 일시(년/월/일/시간/분), GPS-RTK (real time kinematic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정밀 지형 표고 좌표(m)와 타원체고(ellipsoid height, m)를 수집하였다. 또한 전단강
도(kg/cm2), 색도를 각각 측정 및 기록하였으며, 현장조사 이후 실험실 분석을 위해 평균입도(퇴적상 통계분석),
전용적밀도(g/ml), 공극률(%), 함수률(%), 총유기탄소(%), 총탄소(%) 및 총질소(%)용 샘플을 2개 용기(지퍼백 및 폴
리프로필렌(P.P) 병)에 각각 채취하였다. Fig. 2에서 전단강도의 경우 포켓 베인 테스터기(pocket vane tester, CL 100
시리즈 모델, 0-2.5 kg/cm2, 네덜란드)를 사용하였으며, 표층퇴적물 대표색상은 Munsell 칼라 차트바(5Y page)를 이
용하여 기록하였으며, Fig. 3과 같이 각 샘플링 정점마다 약 1 m 위에서 스틸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사사진을 촬영
하였다.

Figure 2. (a) Sampling surface sediments to determine the mean size, composition, and sediment type. (b) Sampling
for dry bulk density, sediment porosity, and water content. (c) Measuring shear strength. (d) Sampling for TOC, TC,
and TN. (e) Assessing sediments using the Munsell color diagram. (f) Photo of surface sediments (the square is 50
ⅹ 50 cm)
2.3 실험실 이동 후 실험방법
퇴적물의 평균입도(퇴적상 통계분석) 분석을 위해 먼저 퇴적물에 과산화수소(H2O2)와 염산(HCl)을 넣어
유기물과 탄산염을 제거한 후 습식체질(Wet Sieving)하여 모래(4 Φ 이하)와 펄(4 Φ 이상) 퇴적물로 분류하였다. 4
Φ 이하 조립질 퇴적물은 건조시킨 후 Sieve Shaker로 체질한 후 1 Φ 간격으로 무게 백분율을 구하였고, 4 Φ
이상

세립질

퇴적물은

약

2

g

정도

취한

다음

자동입도분석기(Sedigraph

5120

및

MasterTech

052(autosampler))로 각 입도별 등급율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두 분류 기준을 합하여 통계처리하여
평균입도, 분급도, 왜도, 첨도 등의 입도조직 변수를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Eq. (1)과 같이 입도의 등급을
표시할

때,

등배수적(Arithmetic)

척도보다는

대수적(Logarithmic)

척도가

유용하기

때문에

Φ(phi)

척도를

사용하였다(Folk, 1968). 여기서, d는 mm로 나타낸 입자의 직경에 해당한다.
Φ(phi) = −𝑙𝑜𝑔2 𝑑

(1)

d= particle diame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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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otograph of surface sediments (the square is 50 ⅹ 50 cm) (n = 30)
퇴적물의 총유기탄소(TOC), 총탄소(TC) 및 총질소(TN) 분석을 위해 원소분석기(Thermo사의 Flash EA 1112)를
이용하여 분석한 표준시료샘플(soil reference material, SRM)의 탄소 및 질소함량은 평균 2.30%와 0.21%이었으며,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각각 0.02, 0.01이었다.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각각 0.01,
0.06으로 높은 정밀도를 나타내었다.
함수률은 퇴적물공정시험법에 의해 다음 Eq. (2)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공극률은 Mortimer et al. (1999) 및
Berner (1971) 실험계산법을 인용하여 다음 Eq. (3)에 의해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용적밀도(가밀도, bulk
density)는 Mortimer et al. (1999) 실험계산법을 인용하여 주어진 퇴적물의 무게(g)를 그 퇴적물의 전체 부피(전체
용적 ml)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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𝑊𝑎𝑡𝑒𝑟 𝑐𝑜𝑛𝑡𝑒𝑛𝑡𝑠 (%) =

(W−D)
W

ⅹ 100

(2)

W=wet weight before drying
D=weight after drying

𝑃𝑜𝑟𝑜𝑠𝑖𝑡𝑦 =

W ⅹ ds
[W ⅹ ds+(1−W)ⅹdw]

(3)

W=wt% of water
ds=average density of sediment (2,300 kg/m3)
dw=density of pore-water (1,026 kg/m3)

3. 결과
3.1 크리깅(Kriging) 방법이용 그리딩 맵 및 정표고(orthometric height) 및 퇴적물 특성
Fig. 4는 Golden 소프트사의 Surfer (ver. 23)을 사용하여 크리깅(Kriging) 그리딩 결과물이다. 크리깅은 많은 분야
에서 유용하고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입증된 지리 통계적 그리드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불규칙한 간격의
데이터에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지도를 생성한다. 단점으로는 입력된 데이터에서 제안된 추세를 표현하려고 시
도하므로 예를 들어 높은 지점이 과녁 모양의 등고선으로 격리되지 않고 능선을 따라 연결될 수 있다.
Fig. 4의 (a) 및 (b)-(j)는 총 30개 정점(N=30)에 대한 정표고(orthometric height) 및 퇴적물 입도 및 퇴적상 관련
자료이다. 정표고의 경우 평균 4.509(3.902-5.014)m에 해당하였다. 퇴적물 입도특성 실험분석 결과 자갈, 모래, 실
트, 점토 함량(구성비율)은 각각 평균 0.01(0.00-0.12)%, 66.52(0.64-99.95)%, 24.09(0.00-83.08)%, 9.38(0.05-33.62)%
이다. 이후 통계분석 처리 후 Folk 및 Ward (1957) 분류법에 의하여 총 4가지 그룹핑을 진행하였다. 4가지 그룹핑
은 다음과 같이 제1그룹((g)S, S), 제2그룹((g)mS, zS, mS), 제3그룹((g)sM, sZ, sM) 및 제4그룹(Z)에 해당하였다. 평균
입도크기, 분급도(Sorting),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평균 값은 각각 3.87(2.12-7.12)Φ, 1.52(0.24-3.15)Φ,
0.30((-)0.20-0.65)Φ, 1.43(0.57-3.67)Φ이다. Fig. 4의 (k)는 전단강도로 평균값은 0.79(0.00-1.70) kg/cm2에 해당되었다.
Fig. 4의 (i)는 Mumsell (5Y)방식을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표층퇴적물의 대표색상을 표기 후 그룹핑 점수를 표현하
였다. 크게 올리브(olive) 및 올리브 그레이(olive gray)로 표현되었으며, 평균값은 5.01(4.20-5.60)에 해당되었다. Fig.
4의 (m-o)는 퇴적물의 물성관련 결과로 전용적밀도(가밀도), 공극률, 함수률로 각각 평균값 0.80(0.32-1.53)g/ml,
0.42(0.36-0.56), 24.22(19.94-36.23)%에 해당되었다. Fig. 4의 (p-r)은 퇴적물 유기물 관련 실험분결 결과로 총유기탄
소(TOC), 총탄소(TC), 총질소(TN)으로 각각 평균값 0.23(0.04-0.73)%, 0.28(0.07-0.84)%, 0.06(0.02-0.13)%에 해당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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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idding method results for the 30 sites (point data): (a) orthometric height (m), (b) gravel (%), (c) sand
(%), (d) silt (%), (e) clay (%), (f) sediment type by Folk and Ward (1957), (g) mean size (phi, Φ), (h) sorting (phi, Φ),
(i) skewness (phi, Φ), (j) kurtosis (phi, Φ) of sediments, (k) shear strength (kg/cm 2), (i) sediment Munsell color, (m)
dry bulk density (g/mL), (n) sediment porosity, (o) water content (%), (p) total organic carbon (TOC) (%), (q) total
carbon (TC) (%), and (r) total nitrogen (TN) (%) of sediments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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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일럿 연구지역에 대한 지질환경정보 특성
연구지역 정표고의 최대-최소값 차이는 1.112 m로 서고동저형 표고분포를 보이면서 남서쪽이 가장 높은 표고
를 보였다. 모래(sand)는 북쪽과 동남쪽에 최대 99.95%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사주(sand bar) 퇴적상을 보인다. 이
와는 반대로 남서쪽에 실트 및 점토함량이 높아지면서 23번 정점에 실트함량 최대 83.08%, 12번 정점에 점토함
량 최대 33.62%를 보였다. 모래(자갈), 실트, 점토의 상대비에 따라 분류되는 퇴적물 type은 대체적으로 북쪽과
남동쪽의 (g)S (slightly gravelly Sand), S (Sand, 모래) 지역과 남서쪽의 (g)sM (slightly gravelly sandy Mud, 약자갈
모래펄), sZ (sandy Silt, 모래실트), sM (sandy Mud, 모래펄), Z (Silt(>67%), 실트) 지역과 대비되는 특성을 보였다. 평
균입도의 경우 3.87 Φ를 보여 연구지역 전체로 볼때 극세립사(very fine sand, 매우 가능 모래) 지역에 속한다. 분
급도(Sorting)란 퇴적물의 입도 조성이 얼마나 균일한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통계적인 표준편차의 의미를 갖으
며, 양호(Well Sorted), 불량(Poorly Sorted) 등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조립 및
세립질이 혼합되어 불량(very poorly sorted; 평균 1.52) 등급을 보였다. 왜도는 입도 정규분포 곡선의 비대칭성 정
도를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0을 기준으로 조립질 퇴적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양(+, Positive)의 값(오른쪽으로
치우친 세립질 꼬리, tail to the right)을 갖고, 세립질 퇴적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음(-, Negative)의 값(왼쪽으로
치우친 조립질 꼬리, tail to the left)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지역에는 살짝 양(+, Positive, 평균 0.3)의 값을 보였다.
첨도는 분포곡선이 어느 정도 뾰족한가를 측정한 값으로서 정규분포곡선에 비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Leptokurtic, 넓게 분산된 형태를 보이면 Platykurtic이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Leptokurtic 형태를 보
였다. 전단강도의 경우 대체적으로 펄(실트+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7번 정점의
경우 퇴적상은 (g)sM로 부분적으로 조립한 성분도 있지만 최대 1.7 kg/cm2을 보였다. Mumsell에 의한 퇴적상도
대체적으로 펄 람향이 높을수록 황록회색(olive gray) 계열을 보였다. 전용적밀도(가밀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아주
조립(S) 또는 아주 세립(sZ, Z) 할수록 높은값을 보이며 6번 정점에서 최대 1.53 g/ml 보였다. 퇴적물의 부피에는
공극의 것도 포함되므로 같은 퇴적물의 입자밀도(진밀도, particle density)보다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전
용적 밀도(가밀도)는 퇴적물의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점토함량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모래의 함량이
높으면 증가하지만 북쪽 및 남쪽지역 가운데 경계부분에서는 30번 정점에서 가장 낮은 0.32 g/ml을 보였다. 공극
률, 함수률 및 유기물(TOC, TC, TN)의 경우 12번 및 4번 정점에서 각각 0.56, 36.23%, 0.73%, 0.84%, 0.13%를 보여
다른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 연구지역인 곰소만 갯벌에 대해 2021년 현장에서 직접 GPS-RTK 이용한 정밀 지형 표고
측량 타원체 고도(m), 전단강도(kg/cm2), 색도를 측정하였으며, 실험실 분석항목인 입도, 전용적밀도, 공극률(%),
함수률(%), 총유기탄소(TOC), 총탄소(TC) 및 총질소(TN) 분석을 진행하였다. 향후 이번 시범 연구지역의 지질환경
특성자료를 이용한 데이터셋 사례는 2021년 6월 곰소만 갯벌 현장에서의 연구항목 데이터 선정, 갯벌 지형변화,
퇴적상 변화 등 퇴적환경 변화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어 다양한 융합적 연구와 갯벌 환경보전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갯벌환경은 매우 다양한 특성이 존재함으로 현재상태를 기반으로 미래 변화
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현장관측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Fig. 5의 내용처럼 이번 파일럿 연구지역
에 대한 기본적 지질환경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갯벌 노출시간(조석시간), 주수로 및 소수로 잔존수 및 연흔
(ripples) 등의 유무와 형태 모양에 대한 데이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특정 환경요소들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 확률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OST, 2018). 즉, 통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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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차이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지질기반 환경요인을 이해하고 확률을 산출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결과물을 표현할 때 환경 변수 구간에 픽셀기반을 적용하여 도식화(예측도) 한다면 보다 결과검증 및 확률 평가
에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위성자료 또는 협소적인 무인기(예, 드론)를 활용(Kim et al.,
2015)하여 변수별 공간화, 즉 다중 플랫폼 보조수단(Hwang et al., 2020A),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형표가 감소 가
능성 기존 자료(Hwang et al., 2020B) 등을 활용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지질환경변화 예
측도(map)를 제작하는데 활용 될수 있다.
이번 파일럿 연구지역인 곰소만 갯벌(협소지역)의 기초자료들은 해양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 매
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및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의 자료들은 추후 오픈형 빅데이터 플
랫폼 클라우드에 공개할 예정이며, 그리딩 이미지 및 *.xlsx 포맷 등의 데이터셋 기본자료는 본 연구논문의 교신
저자에게 이메일 요청(leejh@kiost.ac.kr) 후 무료로 연구목적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다.

Figure 5. Conceptual map of the method used to produce the prediction map for the tidal flat geological
environment using the study data (poi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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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데이터
Table 3는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표시한다. 최종 데이터셋의 파일명은 “년월일-구분-장소-연구지역”을
의미하며 총 30개 정점에 대한 결과 자료는 모두 *.xlsx(마이크로소프트 Excel 통합 문서)의 형식을 가지며, 좌표
계는 UTM52N(WGS84)을 사용하여 제공된다.
Table 3. Metadata for pilot research Gomso Bay tidal flat area in 2021
Sort

Field

*

Title

Subcategory#1
Geological

Based surface sediments at Gomso Bay tidal flat:

Environment

A 2021 Pilot Study of the Gomso Bay Tidal Flat

Characteristics

Area to Use of Sediment Type Data

Grid image
*

DOI name

*

Category

Subcategory#2

The dataset of pilot research at Gomso Bay tidal
flat area

Geology
Geological

Abstract

Environ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Based

free open data for users of related researchers

Surface Sediments
*

Temporal Coverage

2 days

22 June 2021 and 24 June 2021

Address

Gomso Bay, Buan-gun and Gochang-gun in
Jeollabuk-do, South Korea

Area

272532.545,
3933534.218

WGS84 Coordinates

126°29'29.87"E, 35°31'0.66"N

(DMS, degree minutes

~

seconds)

126°29'52.12"E, 35°31'10.15"N, n=30 point

Name

Jun-ho Lee

Essential

*Spatial Coverage
(WGS84/UTM52N)

*Personnel

Affiliation
E-mail

*CC License

3933256.848

~

273100.86,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leejh@kiost.ac.kr

CC BY-NC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constructing

Optional

*Project

PEA0015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system of tidal flats through machine learning of
remotely sensed visu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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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RTK (real time kinematics global positioning
In field

system), Pocket vane tester (CL 100 series), Color
name diagram by Munsell, Square scale bar

*

Instrument

Sedigraph
In laboratory

5120

and

MasterTech

052

(autosampler) for sediment size, Flash EA 1112
(TOC, TC, TN, elementary analysis) for organic
carb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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