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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완도해역에 분포하는 잘피 서식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9년 5월 드론(무인항공기)
을 활용한 원격탐사를 수행하였다. 전국 연안 잘피숲 정밀 실태조사(해양수산부, 2015)에서 확인된 잘피 서식지
를 참고하여 완도해역을 지리적인 3개 권역(Site A, B, C)으로 구분하였고, 잘피의 분포 수심대를 확인하기 위해
격자수심 자료로부터 등수심선을 추출하였다. 또한 해저지형 특성과 경사도를 파악하기 위해 DTM (Digital
Terrain Model)을 활용한 3차원 해저지형도를 제작하였다. 잘피 서식지 분포 결과와 수심 결과 분석을 통해 외
해역과 연안역에서의 잘피 서식지 분포 경계가 서로 다른 수심하한선 안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외해
역: 10 m이내, 연안역: 5 m이내) 이는 연안역에 비해 투명도가 높아 태양에너지의 투과심도가 상대적으로 깊은
외해역 특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저지형 분석 결과, 잘피 서식지의 경사도는 0.2~0.8도 이하로 비교
적 완만하였고 경사가 급변하는 경계부근까지 잘피 서식지가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2015년과 2019년의 잘피
분포 조사면적을 비교한 결과, 각각 238.4 ha, 1,070.9 ha로 잠수조사 대비 원격탐사 수행 시 4.5배 가량 넓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잘피 서식지 주변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 촬영 당시(2019년 5월)의 위성영상 자료와
면허어장 정보도를 확인한 결과, 해조류(다시마, 미역, 김, 매생이 등), 패류(전복)양식장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
었으며, 매생이 양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장 시설물들은 대부분이 잘피 서식지와 이격되어 있었다. 무인항
공기 조사 결과, 완도해역에서는 거머리말(Zostera marina), 수거머리말(Zostera caulescens), 애기거머리말
(Zostera

japonica)이

확인되었으나

2015년에

확인되었된

새우말(Phyllospadix

iwatensis)과

해호말

(Halophila nipponica)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암반기질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새우말의 특성상 식생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잎의 크기가 2~3 cm로 짧은 해호말의 경우 저조위에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아 드론을 이용한 조사 시 탐지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타 해역에서의 광범위한
잘피서식지 분포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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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무인항공기, 잘피, QGIS (Quantum GIS), Sentinel-2, 수치지형모델
Abstract In May 2019, UAV photogrammetry using drones (unmanned aircraf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seagrass habitat in Wan Island. Wan Is. sea was divided into 3
geographical areas (Site A, B, C) by referring to the seagrass distribution identified by the National Coastal
seagrass forest precision surve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and contour lines were extracted from
grid depth data. In addition, a 3-D benthic topographic map using DTM (Digital Terrain Model) was crea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slope of the benthic topographic ma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agrass
distribution results and the water dept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seagrass
distribution in the outer and coastal areas converges to different water depth limits (within 10 m, and within 5
m), which is estimated to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er sea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benthic topography, it was confirmed that the slope of the well-covered distribution was relatively gentle below
0.2~0.8 degrees, and the well-covered distribution was limited to the vicinity of the boundary where the slope
changed rapidl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rea of the seagrass distribution survey in 2015 and 2019, it was
confirmed that the area was 238.4 ha and 1,070.9 ha, respectively, which was 4.5 times more widerly when
performing Drone survey than diving survey. In order to underst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seagrass
distribution site, satellite image data and license fishing ground information map at the time of drone shooting
(May 2019) were checked. As a result, seaweed (Kelp, Sea mustard seaweed, Seaweed, Seaweed fulvescens, etc.)
and shellfish (Abalone) were densely distributed, and most of the facilities except for Seaweed fulvescens farms
were separated from their habitat. Drone survey confirmed Zostera marina, Zostera caulescens, and Zostera

japonica in Wan Is., but no Phyllospadix iwatensis and Halophila nipponica were identified in 2015.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limit to classifying the types of veget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hyllospadix

iwatensis attached to the rock substrate, and in the case of Halophila nipponica with short leaves of 2 to 3 cm,
they were not exposed to the water even at low tide, so there was a limit to detection using drones.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data for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a wide range of seagrass habitats
in other seas in the future.
Keywords: Unmanned aerial vehicles, Seagrass, QGIS(Quantum GIS), Sentinel-2, Digital Terrain Model

1. 서론
잘피(Seagrass)는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수생관속식물로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연안에 약 6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Park et al., 2012). 우리나라에는 9종의 잘피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동해, 서해, 남해에 걸쳐 가장 널리 서식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Zostera속 5종, Phyllospadix속 2종, 하구종인

Ruppia martima와 아열대성 잘피인 Halophila nipponica의 9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and Lee,
2003; Kim et al., 2009a). 잘피는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하며, 그들의 높은 생산성과 낮은 섭식률로 인
하여 많은 양의 무기탄소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uarte and Cebrian, 1996; Short and Neckles, 1999).
세계 연안에 분포하는 잘피의 면적은 164,000 km2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55-70 km2의 잘피 자생지를
추정하고 있으나 (Lee and Lee, 2003) 지금까지 우리 연안의 잘피 자생지 면적이 연구된 경우는 많지 않다(K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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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6; Kim et al., 2008a). 연안 및 하구에서 잘피 자생지는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연안관리 측면에
서도 잘피 자생지의 정확한 분포면적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Komatsu et al., 2003).
국내의 잠수조사에 기반한 잘피 분포특성 연구결과에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연안에서 도양읍 용정리
연안까지 득량만에 자생하는 잘피의 분포 면적 5.11 km2를 포함한 종조성, 그리고 환경특성, 형태적 특성 등에 대
해서 조사된 바 있으며(Kim et al., 2009a), 섬진강 하구에 자생하고 있는 잘피 자생지에 대한 분포 면적, 종조성,
그리고 환경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1.84 km2의 서식면적이 확인된 바 있다(Kim et al., 2010). 제주도 동북해
안에서 출현한 거머리말 자생지는 23.86 km2로 확인되었고 추자도에서는 총 3종의 잘피(수거머리말, 포기거머리
말, 거머리말)가 23.58 km2 면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Park et al., 2012).
원격탐사 기반 해초류, 잘피 분포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장흥군 회진면에 위치한 해초지 군락을
대상으로 수중 음향 측심기와 Kompsat-2 위성영상을 활용한 식생의 유무탐지를 통한 해초지 분포면적이 조사된
바 있으며(Kim et al., 2012),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해변을 대상으로 컬러, 다중분광, 초분광 센서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한 잘피 탐지 적정성 분석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Kim, 2019).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에서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잘피 서식지에 대한 기
반자료를 확보하고자 잠수조사를 기반으로 2015년 전국 연안 천연 잘피장 정밀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고, 이후
무인항공기(컬러, 다중분광, 초분광)를 이용하여 남해(경남, 전남) 연안해역 약 7,200 ha의 잘피 군락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원격탐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해역인 완도군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69개소가 촬영되었고, 6개 정점의 현장검증조사(지상분광 및 표본채집)를 수행한 바 있다.
기존의 잠수조사 방법은 잠수사의 조사경로에 따른 점형(Point based) 좌표를 기반으로 잘피 서식지에 대한
분포범위를 산정하며, 정성적인 잘피 종의 분류나 자생밀도, 생물량과 같은 생태환경특성파악에는 유용하지만 광
범위한 지역에 대한 섬세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자료도출이 어렵다. 또한 잘피 서식지의 정량적 분포범위와 시공
간적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낮은 정확도(Validarity), 정밀도(Reliabil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저지형학적
특성과 생태환경적 특성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공위성,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원격탐사를 통해 해초지, 잘피 서식지의 분포범위와 잘피 종의 분
류 등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지만, 이를 활용한 잘피 서식지 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형, 수심,
경사도 등의 복합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도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인항공기(컬러, 다중분광, 초분광)자료 결과와 공개된 수심
자료를 이용한 수심, 경사도, 해저지형 특성을 비교하여 잘피 서식지의 공간적특성을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파
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2.1 조사해역
완도 해역은 비교적 안정된 수질과 영양염류가 풍부하며 201개(유인 54, 무인 147)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
어져 외해 해양파랑에 안전한 공간, 낮은 연안 수심 및 넓은 개펄 분포, 조류와 기후적 조건이 양호하다(Cho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조사해역은 잘피 서식지 분포가 확인된 곳들을 기준으로 크게 3구역(Site A, B, C)으로 구분
하였다. Fig. 1에서 살펴보면 중앙 상부의 완도, 고금도, 신지도를 포함하는 Site A, 상부 우측의 조약도와 생일도,
금일도, 금당도를 포함하는 Site B, 마지막으로 좌측하단부에 위치한 보길도, 노화도, 소안도, 넙도를 아우르는 Site
C로 구분된다. 드론 촬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Pix4D Captur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비행경로를 설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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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간해상도 10 cm이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컬러영상을 취득하는 드론의 촬영고도는 150~250 m로 설정하
였고 다중분광 영상의 경우 150 m로 설정하였다. 정사영상 생성을 위해 종중복도 80%, 횡중복도 70%로 설정하
였다. 지표 피복물에 대한 분광정보는 물체를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드론촬영과 동일시기에
시작구간과 끝나는 구간에 대해 지상 분광 라이브러리 샘플을 취득하였다.

Figure 1. Map showing study area (Site A, B, C) at the Wan Is.
Table 1. Location of Ground truth for Drone surveying
Name

Lat.(N)

Long.(E)

Bogil-myeon, Jeongja-ri

34° 10.532'N

126° 31.818'E

Soan-myeon, Hoenggan-ri

34° 14.186'N

126° 36.537'E

Soan-myeon, Bija-ri

34° 10.572'N

126° 38.453'E

Cheongsan-myeon, Docheong-ri

34° 10.742'N

126° 51.425'E

Saengil-myeon, Yuseo-ri

34° 20.170'N

126° 59.538'E

Nohwa-eup, Gomak-ri

34° 13.120'N

126° 33.913'E

Location

Wan Is.

2.2 조사 장비
현장조사시 컬러, 다중분광, 초분광센서를 각각 탑재한 드론을 이용하였는데, 컬러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드론
은 SONY사의 미러리스 카메라(A6000)가 탑재된 DV-1800과 DJI 사의 매빅2 Pro를 사용하였다. 다중분광영상은
Parrot사의 Disco, 초분광영상은 Corning사의 MicroHSI 410 shark를 DJI사의 M200에 탑재하여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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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imaging Drone(Mavic 2 Pro)

Multi Spectral Drone(Disco)

Hyper Spectral Drone(M200)

Figure 2. Surveyed UAV models
Survey3는 미국 Mapir사에서 제작한 다중분광센서로 별도의 GPS모듈을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할때마다 지오
태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파장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상분광데이터 취득을 위해 사용된
장비는 FieldSpec3 VNIR을 이용하였다. 이 장비의 측정 파장대는 350 nm ~ 1,025 nm이며 1.4 nm 간격으로 측정
하며, 분광반사율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 백색 판(BaSO4)을 사용한다. 측정에 사용된 분광반사계의 제원과 사용장
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2. Specification of Spectral sensor (Survey3)
Item

Specification

Size

59 mm x 41.5 mm x 36 mm

Weight

76 g

Pixels

4000 x 3000
Green :

Appearance

550 nm +/- 40 nm

Red：660 nm +/- 40 nm

Band width

NIR : 850 nm +/- 40 nm

Table 3. Specification of HyperSpectral sensor
Item

Specification

Sensor Type

Push-broom Line Imaging Spectrometer

Detector Type & Size

CCD/CMOS Hybrid, 1408 pixels

Pixels

11.7 um

Focal length

16 mm

IFOV

29.5°

Spectral Range

400 nm-1000 nm

Spectral Resolution
Size /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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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ation of Terrestrial Spectrometer
Item

Specification

Spectral Range

350 ~ 1025 nm

Spectral Resolution

3 nm @ 700 nm

Sampling Interval

1.4 nm

Detecors

512 channel

Weight

5.2 kg

Appearance

2.3 자료처리
드론 영상처리는 캘리브레이션, 대기보정, 영상 지오레퍼런싱, 정사영상 제작 등의 4단계로 구성된다. 캘리브
레이션은 카메라의 렌즈와 빛의 값이 저장되는 감지기와의 관계를 보정하는 과정으로 영상 취득을 수행하기 전
에 실내에서 제조사 또는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수행하였다. 대기보정
과정은 빛의 양이 변하더라도 지표면의 반사율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컬러영
상보다 다중분광 영상에 중요하다. 영상 지오레퍼런싱은 영상의 외부표정요소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과정인데, 외
부표정요소는 드론의 항공촬영 당시의 기하학적 조건으로 재현하는 요소로서 위도, 경도, 높이와 같은 위치값과
Roll, Pitch, Yaw 등의 자세값을 말한다. 네번째 과정은 영상 지오레퍼런싱 과정으로 결정된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
여 사진의 모든 상에 대하여 시차를 계산하여 매칭되는 픽셀들을 3차원 점들로 추출하는 과정인 포인트 클라우
드가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추출된 포인트는 절대 좌표 값을 가지게 된다. 정사영상은 기하보정 된 항공사진에
DSM (Digital Surface Model)을 보간하여 생성되며, 영상의 형태 및 색상을 보정할 수 있으며 왜곡이 심한 경우
수동으로 편집 가능하다.

Raw image

Geometrically
calibrated
image

Figure 3. Examples of hyperspectral raw image and geometrically calibra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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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 분류 및 규모 산정을 위해 영상강조, 훈련샘플 취득, 잘피탐지 감독분류, 결과검수, 면적산출의 과정을수
행하였다. 영상강조는 잘피와 다른 지표물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히스토그램, 선형강조기
법, Density slicing 등의 방법이 있다. 훈련샘플 취득은 탐지하고자 하는 지표물의 분광반사곡선을 영상 강조 후의
특정 픽셀로부터 얻거나 현장에서 지상분광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초분광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각 화소에 해당하는 지표물의 연속적인 분광반사값
(Spectral reflectance)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ENVI 소프트웨어의 Georeference from IGM 도구를 이용, 지오
레퍼런싱을 통한 기하보정을 실시한 후 대기보정을 실시하였다. 취득된 잘피 분광반사곡선을 분광각 매퍼
(Spectral Angle Mapp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잘피를 분류하였다.

Figure 4. Spectral reflection curves of seagrass, algal blooms, Sargassum fulvellum and ground truth survey

Figure 5. Drone orthogonal images: Seagrass (Left), Microalgae attached to gravel (Center), Mixture of seagrass
and sargassum fulvellum (Right)
잘피 탐지 감독분류는 강조된 영상과 취득된 훈련샘플을 활용하여 영상에서 잘피 군락지를 탐지하는 과정이다.
MF (Matched Filtering), CEM (Constrained Energ Minimization), ACE (Adaptive Coherence Estimator), SAM (Spectral Angle
Mapper), OSP (Orthogonal Space Projection), TCIMF (Target-Constrained Interference-Minimized Filter), MTTCIMF
(Mixture-Tuned Target-Constrained Interference-Minimized Filter), MTMF (Mixture-Tuned Matched Filtering)와 같은 알
고리즘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MF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MF필터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잘피영역은 벡터화하여 Shape형식 파일로 변환되며 검수과정을 거친 후 면적산출이 가능해진다.

Figure 6. Example of Vectorized seagras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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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수심선과 경사도, 그리고 3차원 해저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 바다누리 해양정보서비스(Ocean Data in Grid
Framework)에서 제공하는 격자형 해양정보를 활용하였다. 위도, 경도, 수심으로 구성된 txt파일은 Fledermaus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DTM (Digital Terrain Model)을 생성 후 3차원 해저지형으로 가시화 하였고, 잘피 군락이 확
인되는 대표 위치에서 교차방향으로 단면도를 그어 경사도를 확인하였다. 등수심선을 제작하기 위해 QGIS
(Quantum GIS) 를 이용하여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s)방법으로 보간(Interpolation)하고 DEM (Digital
Elevation Models)을 추출하였으며 필요에 맞게 원하는 등수심선(5 m, 10 m)만을 추출하여 벡터형식의 shape파일
로 저장 후 잘피 분포 벡터파일과 중첩 분석하였다.

Figure 7. Data processing of Bathymetric data for DTM, slope with Fledermaus software

Figure 8. QGIS TIN processing (upper), Overall flow chart of Data processing data (lower)
GEO DATA [4.2]: 23–3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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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의 완도해역에 위치하는 면허양식장과 잘피 서식지의 분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우주국
(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10 m급의 Sentinel-2 위성영상을 획득하였다. 획
득된 자료는 오픈소스 지리 참조 소프트웨어인 QGIS의 SCP (Semi-Automatic Classification Plugin) 플러그인을 통
해 대기보정 전처리를 거친 후 2, 3, 4, 8번 밴드를 합성하였다. 양식장의 면허어장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확인하
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 마켓센터(KOMC: Korea Ocean data Market Center)에서 shp
파일 형식의 어장정보도를 다운로드하여 위성영상과 중첩하였다.

3. 결과
3.1 지형, 수심, 경사도 분석
Fig. 9는 Site A 구역으로 완도, 고금도, 신지도를 포함한다. 완도 동측과 고금도 서측, 그리고 신지도 북측과
고금도 남측 사이에 최대 2 km폭의 수심 약 25 m깊이의 수로지형이 확인된다. 고금도 남측연안은 해안선에서부
터 외해방향으로 넓게 발달된 조간대와 조하대를 포함하는 만(Bay) 지형으로 구분되는데, 해안선을 따라 5 m 등
수심선내에 비교적 치밀하게 밀집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된다. 대표구역에 대한 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0.2도
의 낮은 경사도를 보였다.

Figure 9. Water depth (m), topography and slope with distribution of Seagrass on site A
Fig. 10은 Site B 구역으로 조약도, 금당도, 금일도, 생일도를 포함하는데, 조약도의 북측 연안 대부분은 해안선
이 복잡하게 육지 쪽으로 파고들어오는 만의 지형이며 5 m등수심선내에 잘피 서식지가 넓고 치밀하게 분포한다.
금당도의 경우 섬 중앙을 기준으로 북측연안 오른쪽에서 해안선을 따라 비교적 빈약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며,
도각도 우측과 금당도 서측연안 사이에 치밀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된다.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금당도 남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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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10 m 등수심선 이내에서 치밀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었다. 금일도의 경우 외해역과 인접한 섬의 동남
부를 제외하고 5 m 등수심선 이내 만 지형에서 잘피가 분포하였다.
대표구역에 대한 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0.3도의 비교적 낮은 경사도를 보였다.

Figure 10. Water depth (m), topography and slope with distribution of Seagrass on site B
Fig. 11은 Site C 구역으로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 넙도, 횡간도 등을 포함한다. 노화도 남측과 보길도 북측
사이에는 최소 300 m에서 최대 1,300 m 폭의 동-서 방향 수로지형이 확인되며, 수심은 10~20 m 전후이다. 노화
도 서측연안 만 지형에서는 대부분 잘피가 확인되었고, 상대적으로 동측연안에서는 수로지형과 인접한 곳 일부에
서 잘피가 확인되었다. 소안도 서측과 노화도 동측 사이에 수심 약 15~35 m의 남-북 방향 수로지형이 존재하는
데 폭의 범위는 대략 800 m에서 1,000 m내외이다. 보길도, 노화도와 마주보는 소안도 서측연안 대부분에서 확인
된 잘피 서식지가 10 m등수심선 이내에서 해안선까지 근접할 정도로 밀집하여 분포하였다. 보길도의 경우 노화
도와의 사이에 발달된 보길도 우측 수로지형 부근에서 10 m등수심선 이내에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었고 중앙과
좌측 수로지형 부근에서는 얇은 띠 형태의 잘피 서식지가 5 m등수심선 이내에서 확인되었다. 횡간도는 노화도 북
측으로부터 약 700 m 거리에 위치하며 북측과 남측일부 만 지형의 5 m등수심선 이내에서 대부분의 잘피 서식지
가 확인되었다. 넙도와 서넙도, 후장구도 그리고 마안도는 비교적 10 m이내의 얕은 수심대와 완만한 지형 특징을
보이며 이들 모든 섬의 5 m등수심선 이내에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었다. 넙도 우측으로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의
비교적 치밀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었고 북동측과 서측연안에서는 치밀하진 않지만 해안선을 따라 길게 분포하
는 특징의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었다. 후장구도 남측 만 지형에서 비교적 치밀하게 발달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
었고 서넙도의 경우 우측연안에서 비교적 치밀하고 광범위한 잘피 서식지가 확인되었다. 대표구역에 대한 경사도
를 분석한 결과, 평균 0.8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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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Water depth (m), topography and slope with distribution of Seagrass on site C
3.2 잘피 서식지의 공간적 특성
Fig. 12는 Site B에서 확인된 잘피 서식지 대표 영상이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왼쪽)은 2015년 잠수조사를
통해 획득한 잘피 서식지 분포 결과로서, 24개소에서 238.4 ha 면적의 잘피 분포를 확인하였다. 보라색으로 표시
된 부분(오른쪽)은 2019년 무인항공기 원격탐사를 통해 획득한 결과로서, 121개소에서 1070.9 ha의 잘피 서식지
분포면적을 확인하였다. 잘피 서식지의 분포 형태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연속되는 경계가 단조로운 폴리곤
형태이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잘피 분포의 세부적인 경계가 잘 나타날 뿐만 아니라 폐합되는 경계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잘피 서식지에서 확인된 종들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거머리말, 수거머리말, 해호말, 새
우말이 확인된 반면, 2019년의 경우에는 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이 확인되었다.

Figure 12. Seagrass confirmed Area (Sky Blue color: 2015; Violet col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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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잘피 서식지의 주변환경 특성
잘피 서식지의 주변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5월의 위성영상자료와 면허어장 정보도를 중첩한 결과, Site
A의 고금도 남측 연안과 조약도 북측 연안의 잘피 서식지가 밀집한 곳에 매생이(Seaweed fulvescens) 양식장이
위치하였으며(Fig. 13), 실제로도 매생이 양식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위성영상과 면허어장 속성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협수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면에서 전복(Abalone), 다시마(Kelp), 김(Seaweed), 미역(Sea
mustard seaweed), 매생이(Seaweed fulvescens) 등의 양식어업활동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Figure 13.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of seagrass habitat in places where seaweed fulvescens are closely
distributed on Site A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완도해역에 분포하는 잘피 서식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잠수조사(2015), 드론
원격탐사(2019. 05), 위성영상(2019. 05), 수심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심자료 결과 분석을 통해 외해역과 연안
역에서의 잘피 서식지 분포를 제한하는 수심 경계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외해역: 10 m이내, 연안역: 5
m이내) 이는 연안역에 비해 투명도가 높아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에너지의 투과심도가 상대적으로 깊은 외해역
해양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 획득한 고해상도 수심자료가 아닌 공개된 저
해상도 수심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추후 고해상도 멀티빔음향측심조
사와 같은 보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형 및 경사도, 수심 분석 결과,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저 에너지 환경의 만 지형이면서 경사도는

0.2~0.8도 이하로 비교적 완만한 수심 10 m이내인 곳에서 대다수의 밀집된 잘피 서식지가 분포하였다. 이를 통
해 지형, 경사도, 그리고 수심이 잘피 서식지 분포의 제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해양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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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요소인 퇴적물 특성과 물리환경적 요소(수온, 염분, 조류, 유속, 파고)와 생물, 화학적 인자를 포함한 다양
한 연구들이 추가된다면 본 연구와 더불어 보다 신뢰있는 자료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잠수조사 결과 완도해역 전체 24개소에서 238.4 ha의 면적이 확인되었으며 2019년 드론 원격탐사를
통해 121개소에서 1,070.9 ha의 잘피 서식지 면적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료 획득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잠수조사 방법과 비교 시 짧은 기간에 약 4.5배정도 넓은 면적을 조사할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원격탐사 방식
에 의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이미지로부터 섬세하게 분류된 잘피 분포 결과는 연속성이 약한 점형 좌표획득 방
식에 의한 잠수조사 기반의 단순한 면형태와는 분류 정확도와 식별능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위성영상 자료와 면허어장정보도를 확인한 결과, 해조류(다시마, 미역, 김, 매생이), 패류(전복)양식장이 완도수
역 대부분에 밀집하여 시설되어 있었고, 매생이 양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장들은 대부분이 잘피 서식지와
이격 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매생이는 수질오염에 민감하며 수심이 너무 얕은곳의 직사광선에 녹기 때문에 수
온과 수심의 영향을 받는 잘피의 생장환경 특성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
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완도해역에서는 거머리말(Zostera marina), 수거머리말(Zostera caulescens), 애기거머리말(Zostera japonica)이
2019년 드론 원격탐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2015년 잠수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새우말(Phyllospadix iwatensis)과
해호말(Halophila nipponica)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방법이 암반과 식생의 분류는
가능하지만 암반 기질에 부착하여 함께 존재하는 식생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게다가 형태학적으로 잎의 크기가 2~3 cm로 짧은 해호말의 경우 저조위에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웠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추가적인 잠수조사나 탐문조사, 또는 소형보트에 장착된 수중카메라를
활용하는 보완조사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다학제적 보완 연구가 수행된다면 향후 타
해역에서의 광범위한 잘피 서식지 분포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유용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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