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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생태계 시스템 내에서 식생 군집의 분포와 환경 요인 간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관심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지리학과 생태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의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의 중심에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해수로 인한 염분의 

유입, 계절적 홍수 등 환경적 스트레스가 식생의 생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학문사적 

배경을 토대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염습지 내에 분포하는 

모새달과 칠면초의 군집 형성과 분포의 메커니즘을 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양 시스템 중 하나의 형태인 

염습지는 내륙에 위치한 시스템에 비해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반복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구 지역은 모새달- 

나지, 모새달-칠면초 등 두 개의 피복 유형이 나타난 소지역들을 

선정하였으며, 토양, 수문, 식생 요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비모수 분석, 상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주성분 분석, 경로 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피복 유형의 점이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지점을 면밀히 관찰하여 점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식생은 종의 특성에 따라 군집 형성 

및 분포를 설명하는 요인이 상이하였다. 한편 다 수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형과 토양 요인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염습지 식생 군집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 고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염도가 그 자체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형 요인과 토양의 영양 요인은 밀접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식생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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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해안습지는 일반적으로 염습지와 간석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안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생물 다양성이 높고 인류에게도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Barbier et al., 2011). 특히 해안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도 기능하며, 최근에는 식생으로 피복된 해안습지가 

육상 생태계에 비해 50배나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중 염습지는 해마다 수 천 톤의 탄소를 고정하여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 높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갖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Mitsch & Gosselink, 2007). 또한 

염습지는 하천 또는 산림 시스템 등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이론 검증의 실험장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시스템이다(Emery et al, 2001; Kim, 2019). 특히 조수에 

의한 침수 및 염수의 유입 등 환경적 스트레스가 높아 염생식물 

군집의 분포 및 생장에 끼치는 환경적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Mendelssohn et al., 1980). 따라서 이러한 식생 군집은 

환경이 미치는 결정론적 메커니즘에 의해 다른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종 다양성을 보이며 그 분포 역시 제한적인 

지역에서 나타난다(Nixon, 1982).  

그러나 강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쟁 등 종 간 

상호작용 역시 염습지 식생의 군집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Böhnke et al., 2012; Roberts et al., 2015), 

염습지 식생의 분포 및 생장, 군집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종의 

상호 작용과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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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offett et al., 2010; Bao-Shan et al., 2011). 대표적으로 

국내 염습지에 분포한 식생 군집을 고도 및 토양의 수분함량에 

따라 분류한 김창환 외(2006)의 연구는 한 종의 군집 내 우점은 

각 종이 갖고 있는 환경 요인과의 상관성 및 그 적응력에 따라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이를 종이 갖는 

경쟁 우위적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군집의 구조 및 군집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생물지리학 및 생태학의 주요 연구 주제로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다. 군집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이론들이 존재해왔으며 그 

중 군집 생태학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지위이론(niche theory)과 

중립이론 (neutral theory)을  꼽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HillRisLambers et al., 2012). 생물의 군집 형성 및 번식과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한  

Grinnell(1913)의 주장 이후, 종이 한 시스템 내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저마다의 고유한‘지위(niche)’가 있다는 Hutchinson의 

이론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생태학자 및 생물지리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통용되는 이론이다. Wennekes(2012)는 더 나아가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이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여긴다고 

표현한 바 있다. 반면 중립 이론(Bell, 2000; Hubbell, 2001)은 한 

군집 내에 있는 모든 종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생존 및 번식에 

대한 조건 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군집의 형성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ubbel l에  따르면  군집은  

stochast ic(무작위적 )한  프로세스들을  거쳐  형성된다 .  

따라서 식생 군집의 분포는 환경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 및 환경 

요인과 식생 사이의 작용 외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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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염습지에서의 군집 

형성 메커니즘의 이해와 환경 요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피복 유형에 따른 군집과 환경 요인의 관계: 지형 및 

토양 요인의 상호 작용이 식생의 종 분포 및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군집의 형태가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을 관찰하여 식생 군집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찰한다. 

(2) 토양 및 수문 요인의 관계를 통한 군집 분포의 이해: 

토양 및 수문 요인의 상관성을 통하여 연구 지역내 

분포한 모새달과 칠면초 군집의 분포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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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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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식생 군집의 형성과 환경 요인 

Grinnell(1913)의 지위에 대한 관심과 정의 이래로 환경 요인

과 식생 군집의 형성 및 군집 내 종의 개체 수와 그 다양성에 대한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환경 

구배는 공간적 변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환경이 생물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대상지의 지형적 요소(e.g. 고도, 토양의 입도 및 생화학

적 특징)와 기후적 요소(e.g. 기온, 강수)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까지 포함한다(Goodman, 1993). 또한 이러한 공간적 

변화에 따른 환경 요인의 영향은 동일한 지역에서도 상이하게 적용

될 수 있다(Nunes & Camargo,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 시스템인 염습지는 하천 등의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스템 구조로 인해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대상지로 용이하다(Adam, 

1990; Kim, 2014). 특히 염습지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높아 식생 분

포와 생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명맥을 이

어왔다(Ungar, 1998). 염습지에서 식생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 요인은 염도(Sliverstri et al., 2004; Lee et al., 2016)와 고도

(Kim, 2014; Bang et al., 2018), 조수 운동(Roman et al., 1984)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며, 특히 염도는 해안 식생의 분포 및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Burgos-Leon et 

al., 2013; Rodriguez-Gallego et al., 2015; Lee et al., 2016). 반면 

본 연구와 동일한 지역에서 진행된 Bang et al.(2018)에 따르면 식

생의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염도가 아닌 고도일 수

도 있으며, 이는 기온 및 강수 등 다른 환경 요건들에 의해 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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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Silvestri et 

al.(2005)은 염도뿐만 아니라 염습지가 해수로 인해 침수되는 빈도 

및 기간, 배수 여건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염습지에서의 식생 

분포를 설명하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염습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염생식물 종의 대상분포

(zonation) 패턴과 환경 요인의 관계에 대한 규명 역시 꾸준히 시

도되어 왔다(Adam, 1990; Lee et al., 2009; Nam et al., 2018). 구

체적으로, 해수로 인한 침수 및 조석 운동 등 환경으로부터의 스트

레스가 적은 지역, 즉 환경적 필터(environmental filtering)가 적은 

곳일수록 높은 종 간(interspecific) 경쟁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종 

다양성의 감소 및 경쟁에서 우월한 종이 시스템 내 우위를 보이는 

대상 분포 현상을 보인다(Bockelmann et al., 2002). 고도는 염습지

에서의  대상  군집을  설명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Contreras-Curzado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염습지에서 식

생의 대상 군집은 고도에 따라 종 간의 경쟁 또는 환경 요인의 영

향이 상이하며 높은 고도와 낮은 고도에서는 환경의 요인이 식생 

분포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반면, 두 고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고도 

지점에서는 종 간의 경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고지대에서 식생에게 미치는 강한 환경 요인은 

산성도이다. 이는 토양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에 따르면 

높은 알칼리성(pH 8.5~9.0) 토양의 성질이 다양한 종의 식생의 진

입 및 종 간의 경쟁을 야기하였다. 반면 본 연구와 동일한 지역에서 

진행된 Bang et al.(2018)의 연구는 이러한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보이고 있다. 가장 고도가 낮아 염수에 노출되는 빈

도와 정도(침수 기간)가 가장 긴 지역에서 칠면초(Sued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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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점하며, 종 다양성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모새달(Phacelurus lalifolius)과 천일사초(Carex 

scabrifolia), 갈대(Phragmites australis)가 군집을 우점하고 있었

으며, 이는 환경 구배인 고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

한 관계가 모든 염습지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Adam, 1990; 

Kim, 2014), 오히려 낮은 고도로 인해 오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높

으나 식생의 종 다양성이 높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Kim, 

2019). 위 논문에 따르면 기존의 통상적인 인식과 반대로 높은 고

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종 다양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종 간의 경

쟁으로 인한 것인 반면 고도가 낮은 지대에서는 환경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종들 간의 상호 작용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

로 높은 종 다양성이 나타났다. 기존에 환경의 영향이 군집의 구조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형 구간에서(e.g. 높은 염도 또는 낮

은 고도) 오히려 종 간의 경쟁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Nunes & 

Camargo(2018)의 연구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

로 이는 염습지를 위시한 생태계 내의 종의 분포 및 군집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환경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종 간 또는 종 

내(intra-specific)의 상호 작용(e.g. 경쟁 또는 촉진) 역시 고려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 2 절 국내 염습지에서의 식생 군집의 형성과 환경 

요인 

 

본 절에서는 국내 염습지 내 분포한 식생 군집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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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논의하고자 한다.  해안선이 길게 발달한 국내 해안 지역 중 

특히 서해와 남해 지역은 그 출입이 매우 심하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해안 습지가 발달하였다(최, 1998; 심현보 외, 2009;). 

한반도의 해안 습지 식물상은 영종도 인근에 분포한 염생 식물 

군집을 연구한 홍재상(1958)의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 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최성철 외(2004)는 해안 식생의 생리생태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식생 군집이 분포한 지역의 토양에서 

무기이온에 해당하는 마그네슘(Mg2+), 칼슘(Ca2+), 칼륨(K+), 

나트륨(Na+)과 염소(Cl-)과 유기용질인 수용성 당과 글리신 

베타인(glycine betaine)을 측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 

지형에 다량 분포하는 염분은 식생의 나트륨과 염소 흡수를 

촉진하거나, 영양 요인의 흡수 및 수송의 제한 등을 통해 식생의 

생장을 저해한다(Marschner, 1995). 본 연구는 지형을 해안사구와 

염습지로 구분하고, 두 지형 내 분포하는 식생 군집의 생리생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두 지형의 토양은 무기이온 및 

총 이온의 양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총 이온의 양은 

염습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양이온과 달리 나트륨 

및 염소는 해안사구와 염습지에서 그 양이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염습지에 서식하는 식생은 토양의 높은 무기이온에 의한 

이온 독성 및 해수로부터의 침수, 토양의 수분함량도 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나, 해안사구의 식생은 토양 자체의 염도보다는 해풍을 

통한 염분 및 토양의 건조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창환 외(2006)은 군산 일대 만경강 하구역에 위치한 

염습지에서 나타난 식생 군집의 분포 양상을 연구하였다. 하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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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염습지는 조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내륙으로부터의 하천 및 

강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생태 구조를 띄는 해안 지형이다. 본 

연구는 고도를 기준으로 저위, 중위, 고위로 연구 지역을 

소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해수로부터의 영향 및 토양의 

수분함량 등에 따른 염습지 식생 군집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차이식(transplant)을 통하여 각 소지역 내에서 

종의 다양성 및 풍부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위지역에서는 칠면초(Suaeda japonica)가 우점을 보인 반면 

중위지역에서는 퉁퉁마디(Salicornia europaea)와 갯개미취(Aster 

tripolium) 우점을 보였다. 고위지역에서는 나문재(Suaeda glauca)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인 칠면초는 

초기 정착이 다른 종에 비해 빠른 편으로 상대적으로 고도 및 

염도가 낮고, 토양 내 수분의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를 조위변화가 심한 염습지에서 

고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염도와 토양 내의 수분함량에 따라 

각 식생 종이 갖는 경쟁 우위가 상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현보 외(2009)는 국내 전역의 해안 습지에 분포한 식생 

군집을 연구한 바 있다. 위 연구는 염습지를 지형적 특성에 따라 

1차적으로  해안성  염습지 (coastal marsh)와  하구성  

염습지(estuarine marsh)로 분류하였다. 또한 토양적 특성을 하위 

분류군의 기준으로 삼아 해안성 염습지를 점토성 염습지(clay 

marsh), 사질성 염습지(sand gravel marsh), 사구성 염습지(sand 

marsh)로, 하구성 염습지를 염소택지(salt swamp)와 하구성 

염습지(estuarine marsh)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토양환경의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식생의 종과 그 우점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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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 대상인 칠면초의 경우 

점토성 습지에서 가장 높은 우점도를 나타냈다. 또한 칠면초 군집이 

분포한 지역의 염도 및 토양경도가 타 종들의 군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도 및 토양경도는 식물의 발아 및 생장에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토양환경적 차이를 기준으로 

배수 환경이 나쁜 염소택지나 해수에 침수되는 주기 및 빈도가 

높은 점토성 염습지가 가장 높은 염도를 띄었다. 이는 입도 및 

용적밀도 등 토양 요인 및 갯골로부터의 거리, 수분 함량 등 토양 

및 지형 요인 모두 식생 군집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 3 절 군집 생태학 이론: 지위 이론과 중립 이론 

군집의  구조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생물지리학과 생태학의 주요 주제이나, 동시에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과 필요에 의해 

군집의 형성 및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다수 존재하며 그 중 

군집을 연구하는 이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지위 이론과 

중립 이론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두 이론은 군집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중심에 자리잡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 및 개량되고 있다.  

지위 이론은 주어진 환경 내에 속한 종들은 경쟁을 최소화하고 

공존하기 위해 필요자원을 달리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지위는 

다윈의 종의 진화적 관점(Darwin, 1859)에 근간을 두고 환경 

요인과 종의 개체 수 변화 및 멸종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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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Grinnell, 1913). 이러한 지위의 정의는 환경적 영향뿐 

아니라 종의 먹이 등 한 종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갖는 생태적 

위치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Grinnell & Orr, 1934). 반면 먹이 

사슬에 근간한 종 간의 관계를 두고 지위를 정의하기도 

하였다(Elton, 1927). 초기 지위의 정의는 그 의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서식적 지위(Habitat niche; 

Grinnell & Orr, 1934)’와 ‘기능적 지위(Functional niche, Elton, 

1927)’로 구별되기도 한다(Whittaker et al., 1973; Begon et al., 

2009). Hutchinson은 앞서 소개한 지위의 개념을 주어진 환경에 

의한 종의 생태적 위치가 아닌 종의 고유의 특성으로 보며 이를 

기본 지위(Fundamental niche) 와 실제 지위(Realized niche)로 

나누어 정의하였다(Hutchinson, 1957). 기본 지위는 한 종의 

주어진 군집 내 생존을 위한 필요 자원의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지위는 군집 내에서 종이 경쟁 또는 멸종을 피하기 위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필요 자원의 범위를 의미한다. 기본 지위와 달리 

실제 지위는 종 내 경쟁종에 따라 그 범위가 가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추상적이며 

정량적 또는 시각적으로 측정이 불가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Chase & Leibold, 2003; Araújo & Guisan, 2006; Soberón 

& Nakamura, 2009). 또한, 지위 이론의 전제인 시스템의 

안정평형(stable equilibrium)은 자연이나 인간에 의한 교란 등이 

시스템 내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평을 받았다(Torres, 1984).  

한편 중립 이론은 시스템 내의 모든 종은 개별 종의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번식과 개체 수 감소의 확률을 갖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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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다(Bell, 2000; Hubbell, 2001). 따라서 중립 이론에 

따르면 군집은 종들의 개별 특성 및 종 간 개체 수의 차이 등을 

배재하고 stochastic한 메커니즘으로 형성된다. 이 이론은 군집을 

지역적 스케일(regional scale)에서 접근하며,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 전제의 오류로 인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Purves & Turnbull, 2010; Clark, 2012). 

예컨대, Clark(2012)는 경쟁과 촉진 등 종 간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군집 내의 종 다양성 등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소 스케일에서의 군집을 

설명하는 것에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중립 이론의 근간을 

다진 Hubbell(2001) 역시 이러한 한계에 동의하였다. 더 나아가 

Alsonso et al.(2006)은 개별 특징 및 상대적으로 국소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생물 또는 비생물적 작용 등을 평균화하는 중립 이론의 

모델들은  결정론적  프로세스 (e.g. 강한  환경의  영향 )를  

stochastic한 패턴으로 나타내기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 및 발전시키려는 

연구들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왔다 (Adler et al., 2007; 

HilleRisLambers et al., 2012; Matthews & Whittaker, 2014; 

Munoz and Hueman, 2016; Barabás et al., 2018). 지위 이론은 

불명확한 지위의 정의 및 범위를 측정 및 시각화할 수 있도록 

시도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Letten et al, 2017). 보완된 지위 

이론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를 각각 현대 공존 

이론(modern coexistence theory; Chesson, 2000)과 현대 지위 

이론(contemporary niche theory; Chase and Leibold, 2005)으로 

구별하고 있다. 현대 공존 이론은 생물지리학과 생태학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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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인 Lotka-Volterra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군집의 구조는 군집 내의 환경과 생물, 또는 생물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Chesson, 

2000, 2013; Adler et al., 2007; Ellner et al., 2019).  현대 공존 

이론 모델은 상호작용을 경쟁계수(competition coefficients)로 

나타내며 앞선 작용들이 개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한다(Letten et al., 2017). 현대 공존 이론에 있어 종들 간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결정 요인은 지위 및 종의 크기, 개체 수 및 

밀도의 차이 등이다. 이 중 지위의 차이는 안정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종 간 지위 중첩(niche overlap)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위 중첩은 생장에 필요한 자원의 중첩 등 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종의  밀도 ,  크기 ,  군집  내  개체  

수의  차이는  균등  메커니즘 (equalizing mechanism)으로  

공존을 위해 우점종의 개체 군 및 크기 등이 감소하여 군집 내 타 

종들과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HilleRisLambers et al., 

2012). 따라서 지위의 차이가 밀도, 개체수, 크기 등의 차이보다 클 

때 종다양성이 증가하며, 군집 내 종들의 ‘안정화된 공존(stable 

coexistence)’이 가능해진다. 

Hart와 Marshall의 연구는 현대 공존 이론을 근간한 정량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요인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 바다이끼류의 종 내 또는 종 간 경쟁의 관계를 군집 내 

종의 개체 수를 통해 측정하였다(Hart & Marshall, 2013).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종들 간의 작용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Grime, 2007), 본 

연구에 따르면 경쟁종인 Watersipora의 개체 수가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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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점종인 Bugula의 개체 수 역시 

종 내 경쟁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환경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종들 간의 작용 역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현대 지위 이론은 소비-자원 모델(consumer-

resource model; Tilman, 1982)에 근간한 이론으로 기존 모델은 

자원과 소비 주체(consumer)와의 작용에만 집중하였다면, 현대 

지위 이론의 모델은 생물적 요인(biotic factor)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생물적(abiot ic  factor)  요인과  생물적  요인  간의 

작용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Chase & Leibold, 2003).  

상기한 현대 공존 이론과 현대 지위 이론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지위의 정의에서 나타낸다. 현대 공존 이론은 한 종의 지위는 다른 

종과의 경쟁 및 촉진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현대 지위 이론은 지위를 개별 종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정의한다.  

반면 중립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들 역시 꾸준히 

시도되었다(Rosindell et al., 2011, 2012; Black & McKane, 2012; 

Chesson, 2013). 몇몇 학자들은 지위 이론 모델들이 다양한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하며 복잡하고 그 결과의 해석 및 오류의 

발견 등이 어려운 경향성을 나타내는 반면, 중립 이론의 모델은 

군집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낼 뿐 아니라, 결과의 오류 역시도 그 

원인의 파악 및 오류의 해석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Chave, 

2004; Matthews & Whittaker, 2014). 또한 중립 이론 모델을 

영가설 모델로 활용하는 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Nielsen, 

2001; Leigh, 2007). Rosindell et al.(2012)은 군집 생태학의 

이론적 모델은 복잡성이 더 해질수록 그 가정의 모델이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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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주장하며 중립 이론의 영가설 활용은 보다 명확한 가설 및 

추론을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주장한바 있다.  

한편 지위 및 중립 이론에 근간한 실증적 연구들이 실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작용들과 군집 구조와의 관계를 전부 

설명하기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두 이론을 모두 고려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Bagchi et al., 2014; Holt & Bonsall, 2017; Rael et 

al, 2018; Ellner et al.; 2019). 최근 십 년간 두 이론의 접근 

방식들을 상호 보완하려는 이른바 ‘계속적 시각’(continuum 

perspective; Gravel et al., 2006; Mutshinda & O’hara, 2011; 

Ellner, 2019)은 군집의 형성 작용은 지위 메커니즘과 중립 

메커니즘, 두 메커니즘 모두의 영향인 것을 전제로 한다(Mathews 

& Whittaker, 2014; Scheffer et al., 2018).  

Siepielski et 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군집 내에 

서식하는 두 실잠자리과(Enallagma)의 개체 수 변화의 연구는 두 

종의 개체 수는 상호작용이 아닌 stochastic한 메커니즘에 의해 

변화하며, 환경 요인의 영향과는 관련이 없는 것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실잠자리과와 유사한 속(sister genus)에 

해당하는 아시아실잠자리과(Ischnura)의 개체 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에서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결정론적 메커니즘이 군집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관찰됨에 따라 실잠자리과의 군집 형성은 두 

메커니즘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 et al.(2007)은 고산 및 아고산대에 서식하는 초기 천이 

단계의 초본류 군집 형성에서 중립과 지위 메커니즘이 함께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종 고유의 

특성(지위)인 종자의 크기(seed mass)와 종의 풍성도(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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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ndance)는 stochastic한 메커니즘을 통해 군집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의 또다른 고유한 특성인 확산 능력은 이러한 종 

풍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제 4 절 소결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우성 인자를 가진 종들이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주장 이후(Darwin, 1856), 생물은 환경에 

의해 그 생존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시각이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종의 분포와 군집의 형성 메커니즘은 한 세기가 

넘도록 주어진 환경에 맞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종들 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종 간 또는 종 내의 상호 

작용이 때로는 환경 요인보다 크게 생장 또는 멸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에서부터 이러한 군집의 구조 및 형성 메커니즘은 

stochastic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현재까지도 

시도되고 있다. 또한 기존 이론들의 한계점의 보완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군집의 관찰 및 분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론적 또는 

실증적 한계들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의 환경 

요인의 영향이 뚜렷하고 꾸준하게 나타나는 조건들에서의 식생 

군집의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환경에 의한 결정론적 시각이 

현재까지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Adam, 1990; Silvestri et al., 

2005). 그러나 같은 환경적 조건에서도 연구의 공간적 접근 스케일 

등 연구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은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식생이 받는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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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큰 시스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분포 현상이 뚜렷한 본 연구 지역에서 

식생과 환경 요인 간의 영향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앞선 

연구를 통해 염습지에서의 식생 군집이 대상분포를 나타내는 

것에는 염도 등 환경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Silvestri et al., 2005). 이를 토대로 연구의 설정에 있어 염도 

등 토양적 요인과 수문적 요인을 구별하여 식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흥 염습지에서 나타난 모새달과 

칠면초의 뚜렷한 대상 군집들의 분포를 앞선 지위 이론과 중립 

이론을 통하여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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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지역 

본 연구는 시흥갯골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염습지(이하 ‘시흥 

염습지’)에서 수행되었다(37° 23′40′′N, 126° 46′05′′E)(그림 

3). 서해를 접하고 있는 시흥염습지는 경기 내만(back bay)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0.71 km²이다. 시흥 염습지가 위치한 

한반도 서해안은 염습지가 크게 발달한 지역이나 영종도 신공항 

건설 및 송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간척 사업에 의해 많이 

훼손이 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염습지는 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2012년 지정되었으며, 

염습지와 갯골이 크게 발달된 점을 특징으로 한다(Bang et al. 

2018). 갯골은 큰 간조차(4~9m)를 통해 생태 및 지형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Wellset al, 1990). 본 연구 지역은 

냉대 동계 소우 기후대(Dwa; 한국 기상청, http://www.kma.go.kr/)에 

속하며, 연 평균 기온은 12.5°C, 연 평균 강수량은 106mm이다(표 

3.1). 대부분의 강수는 6월에서 9월에 집중되는 계절성의 특징을 

나타내며 이 기간 강수량이 전체 강수량의 70%를 차지한다(한국 

기상청, http://www.kma.go.kr/).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온 (°C) 
최저 -6  -3  2  8  14  19  23  23  17  11  4  -2  

최고 1  3  9  16  21  25  28  29  24  19  11  4  

평균 강수량(mm) 23  22  43  69  96  124  318  298  154  53  49  23  

일조(hr) 10  11  12  13  14  15  15  14  13  12  10  10  

표 3.1. 시흥시 연평균 기상(2019년) 

연구지역의 식생은 약 40%의 칠면초(Sueda japonica)와 

모새달(Phacelurus latifolius)이 갯골과 가까운 곳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Nam et al, 2018). 또한 천일사초(Carex scabrifoli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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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Phragmites australis) 군락이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나지(bare flat)의 비율 역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모새달은 벼과(Gramineae)에 속하는 

염생식물로 고도가 높은 곳에 군집을 이뤄 분포하는 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Silvestri et al., 2005), 다년생으로 주로 6월~9월 

사이에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양훈 외, 2016). 반면 

칠면초는 명아주과(Chenopodiaceae) 초본류 염생식물이다. 

일반적으로 명아주과 식물은 높은 내염성(salt tolerance)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imann & Breckle, 1993). 또한 칠면초는 

염습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명아주과 식물인 퉁퉁마디(Salicornia 

europaea)에 비해 제한적인 내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진아 외, 2002). 칠면초는 주로 8~9월에 활발한 생장을 

하는 단년생 식물로 염습지 내 해수의 영향이 많은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선구종 (pioneer species)에  속한다 (Min, 

2005)(그림 2).  

 

 

그림 2. 연구 지역 내 모새달 군집(좌) 및 칠면초 군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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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지역 및 샘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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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식생 요인 

식생 조사는 2019년 10월말과 11월 초에 수행되었다. 칠면초와 

모새달 군집과 나지에 집중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모새달과 칠면초 

군집은 갈대 군집과 달리 위치하여 조수 운동 및 염수 등 환경 요

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갯골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본 연구의 주

제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칠면초와 모새달, 나지

는 시흥염습지에서 가장 높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 스케일

에서의 접근에도 적절할 뿐 아니라, 명확한 대상분포를 나타내는 군

집군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지표의 피

복 유형은 한 염생 식물의 종이 대상분포를 뚜렷하게 이루는 곳을 

기준으로, 모새달, 칠면초 그리고 나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복의 유형을 기준으로 측선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두 가지의 지형

으로 구분하였다: 모새달과 나지(P-B), 모새달과 칠면초(P-S). 

식생 조사는 선상측정법을 활용하였으며, 1m×1m의 방형구를 

11m길이의 측선과 함께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측선은 각 지표의 유

형이 변하는 곳을 기준(측선 내 0m지점; 그림 2)으로 좌-우 또는 

상-하로 대칭하여 지표유형별 피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상군집의 

종이 바뀌거나 나지로 바뀌는 점이지점(transition point)을 독립적

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군집을 이루는 단일 종이 뚜렷하게 

바뀌는 지점을 보다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관찰하여, 환경 요인과 

식생 또는 식생 종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점이지점에서의 

샘플링은 0m지점을 기준으로 각 16cm, 30cm, 50cm가 떨어진 지

점에서 이루어졌다(그림4). 방형구를 이용한 피도의 조사는 20cm

×20cm의 격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피도는 나지와의 상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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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판단하여 기록하였다. 방형구는 하나의 조사선(transect) 당 

11개가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피도를 기록한 방형구는 총 165

개이다. 선상측정법을 위한 측선 모식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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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측선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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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토양 요인 

연구 지역의 토양 성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격자와 측선을 활용하

여 시료 채취를 하였다. 본 방법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를 채취

하는 것으로 크리깅(kriging) 등의 공간 통계학적 방법 등을 통해 

지역 전체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Crepin & Johnson 

1993). 토양 조사는 선상측정법을 토대로 식생 조사와 동일한 기준

을 두고 같은 날 수행되었다. 토양 샘플은 표토층을 1~2cm 제거한 

뒤 토양샘플러를 활용하여 0~10cm 깊이에서 채취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방형구의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지표 피복의 점

이가 발생하는 기준점인 0m 지점에서는 환경 요인 군집군의 점이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

서 관찰하기 위하여 기준점의 0.5m, 0.3cm, 그리고 0.15cm 떨어진 

지점에서 채토(soil sampling)하였으며, 1개의 측선 내에서 총 17개

의 샘플을 채토하였다(그림 5). 위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 본 연구를 

위해 3개의 소지역, 총 15개의 측선에서 채토한 샘플의 총 개수는 

255개이다. 

채취한 토양의 시료에서 인(PO4
3-, mg kg-1), 치환성 양이온에 해

당하는 마그네슘(Mg2, mg kg-1), 칼슘(Ca2+, mg kg-1), 칼륨(K+, 

mg kg-1), 나트륨(Na+, mg kg-1), pH,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uS cm-1), 용적밀도(Bulk density, g cm-3), 유기물

(Organic material, %), 질산(NO3
-, mg kg-1) 및 암모늄(NH4

+, mg 

kg-1)을 구하여 토양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토양 시표에서 각 세부 요인의 자료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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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점이 지점에서의 토양 샘플 단면도 

 
제 1 항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는 토양의 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Brady 

& Weil, 2002). 토양의 염도는 식생의 생장에 적합한 정도를 나타

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염도는 염습지에서 식생의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으며(Bradley & Morris, 

1990; Silvestri et al., 2005), 그 밖에 토양 내 미생물의 활성도, 식

생의 영향요인, 토양의 물리 및 화학적 특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Brady & Weil, 2002). 또한 전기전도도는 수량 및 식

생의 영향 요소인 질산 등 수용성 양이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식생의 생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전기전도도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맞춘 샘플을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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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Nam et al., 2018). 전기전도도의 측정은 토양 시료와 

증류수를 흔들어 섞어준 뒤, 1시간을 방치한 뒤 수행하였다(Brady 

& Weil, 2002).  

 

제 2 항 유기물 함량 

토양의 유기물은 식생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Brady & Weil, 2002), 토양의 질(quality)과 기능

(function)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Zuberer, 1994). 

유기물의 함량은 105°C에서 24시간 건조한 토양 5g을 도가니에 넣

은 뒤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 후 550°C의 온도에서 24시간을 건조

한 토양을 1시간 동안 열을 식힌 후 무게를 재측정하여 계산하였다

(Brady & Weil, 2002). 유기물 함량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𝑂𝑟𝑔𝑎𝑛𝑖𝑐 𝑚𝑎𝑡𝑡𝑒𝑟(%) =
𝑊𝑒𝑖𝑔ℎ𝑡105 − 𝑊𝑒𝑖𝑔ℎ𝑡550

𝑊𝑒𝑖𝑔ℎ𝑡105

× 100 

 

 

제 3 항 치환성 양이온 

치환성 양이온은 음전하를 띈 토양의 표면에 흡착된 전기적 인력

으로 흡착된 양이온을 의미한다.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과 나트륨은 

토양에 알칼리성을 나타나게 하는 치환성 양이온들로 이 중 나트륨

을 제외한 세 이온들은 식생을 비롯한 토양 생물에게 필수 영양소

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치환성 양이온이 전체 양이온 치환용량

(cataion exchange capacity)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염기포화도는 

토양의 비옥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치환성 양이온의 분석은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를 활용한 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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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원자 흡수 분광법)을 활

용하였다. AAS 분석법은 원자마다 고유한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미지시료 내 특정 원소의 양을 

불꽃 중 원자화한 뒤, 원소가 갖는 고유의 파장대 광선을 통해 특정 

원소들을 측정한다. 분광 광도계를 통해 원소 측정을 하기 전 용액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05°C에서 건조한 토양 시료 4g을 50ml 튜브에 담는다. 

2. 구연산 암모늄(CH2COONH4)1M(77.08g)을 증류수 1000ml

에 희석한 뒤 시료가 담긴 튜브에 40ml씩 주입한다. 

3. Shaker(70rpm)에 60분간 방치하여 혼탁액을 만든 뒤 

Whatman No. 42 거름종이에 거른 용액을 새로운 50ml 튜브

에 담는다. 

 

제 4 항 질소: 질산염과 암모늄 이온 농도 

  질소는 생물에게 필수 요소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로, 

뿌리 속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질소를 공급받는 콩과(Fabaceae) 식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들은 토양으로부터 질소를 공급받는다

(Brady & Weil 2002). 토양 내 질소는 90% 이상이 유기물과 결합

한 유기질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식물은 이런 유기질소를 사

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장에 사용되는 질소는 질산염, 암모늄과 

같은 무기질소의 형태를 흡수하여 다시 단백질과 같은 유기질소로 

전환된다.  

질산염 및 암모늄 농도 측정은 2M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 

KCL)을 이용한 추출법을 사용하였다(Maynard & Kalra, 1993). 본 

연구에서는 Nam et al.(2019)의 연구에서 활용된 실험을 참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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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105°C에서 건조한 토양 시료 8g을 50ml 튜브에 담는다. 

2. 2M의 KCL 용액 40ml를 시료가 담긴 튜브에 넣고 shaker를 

이용해 30분간 진탕한다(70rpm). 

3. 진탕한 샘플을 원심분리기에 7분간 넣어둔다. 

4. Whatman No2. 여과지를 통해 거른 용액을 침출액으로 사용 

A. 질산은 침출액이 담긴 튜브를 45분간 항온수조에 방치한 

뒤 Phenate buffer 0.4ml와 Reducing solution 0.2ml를 

넣는다. 

5. 다시 30분간 항온수조에 방치한 시료를 40분간 식힌다.  

6. Sulfanilamide와 NED의 비율을 1:1로 한 용액 0.4ml를 튜브

에 넣고 잘 섞이도록 한다. 

7. Spectrophotometer를 통해 시료의 가시광선 흡광도를 측정

하여 질산염의 농도를 측정한다. 

8. 암모늄은 동일한 침출액에 Phenol-Ethanol solution을 0.4ml 

넣고 잘 섞이도록 한다. 

9. Oxidizing solution 1.0ml를 넣고 잘 섞이도록 한다. 

10.  침출액이 담긴 튜브를 자외선 하에 약 45분간 방치한다. 

11. Spectrophotometer를 통해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암모

늄의 농도를 측정한다. 

 

제 5 항 인산 

토양의 인산은 식생의 생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 요소이다. 그러나 

토양 내 인은 식생이 바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식물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인을 유효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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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phosphate)라 한다. 인산의 측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침출액 Bray Ⅱ solution(1N의 NH4 15ml와 HCL 25ml, 증

류수 440ml)를 만든다. 

2. 토양 시료 5.7g을 50ml 튜브에 담고 동일한 튜브에 침출액 

40ml를 넣는다. 

3. Shaker에 2분간 방치한다(70rpm). 

4. 3000rpm의 원심분리기에 5분간 방치한 후 Whatman No.42 

거름종이에 거른 액을 사용한다.  

5. 시료에 0.2ml Ascorbic Acid를 가한 후 잘 섞이도록 한 후 

30분간 방치한다. 

6. Spectrophotometer를 통해 토양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제 3 절 수문 요인 

제 1 항 용적밀도 

용적밀도는 유기물과 더불어 내륙 및 해안 지역 내 토양의 물리 

및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인자이다. 특히 용적밀도는 토양 

내 공극과 입도의 판단 및 배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Bartholdy et al., 2010; Kim, 2019), 용적밀도의 수치가 높

을수록 배수가 더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염습지와 같이 해수

에 의한 침수가 빈번한 곳에서 배수는 식생의 생장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Lara & Cohen(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연안 지형에 서식

하는 붉은 맹그로브(Rhizophora mangle) 군집의 생장은 염해로부

터의 침수 주기와 빈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토양의 공극

률이 낮은 곳에 위치한 붉은 맹그로브의 생장률은 높은 공극률을 

보인 지역에 위치한 동일 종에 비해 낮은 생장률을 보였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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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즉 낮은 배수로 인한 해수로의 오랜 기간과 잦은 노출이 

식생의 성장을 저해하는 스트레스가 된다. 또한 염습지에서 낮은 용

적밀도의 수치는 염도 및 토양 내 질소를 포함한 식생 영양 요인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yrd & Kelly, 2006). 

한편 용적밀도는 공간적으로 작은 스케일(i.e. 토양의 입도)에서부

터 큰 스케일(갑각류의 구멍)까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Bradley & Morris, 1990). 따라서 염습지 

내 식생의 유무와 종의 특성 등은 염습지 토양의 용적밀도 및 그에 

따른 수문학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용적밀도를 105°에서 24시

간 동안 건조한 토양의 무게와 채토기 실린더의 부피(지름 4.5cm, 

높이 10cm)로 나누어 구하였다. 

 

제 2 항 고도 

지형 조사는 RTK(Real-Time Kinematic, Trimble R8) 

GPS시스템을 활용하여 채토 지점의 고도(elevation)를 측정하였다. 

측정의 오차범위는 1cm이하이며, 측정된 고도값의 총 개수는 

토양의 샘플과 동일한 255개이다. 고도는 토양과 식생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후 및 기상적 요소와 

관련되여 직·간적접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대현, 

2004). 특히 해안지형에서 고도가 식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종 분포 

및 다양성 등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Byrd & 

Kelly(2006)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염습지에서 식생의 종 분포 

및 다양성이 염도 및 고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모새달과 같이 고도가 높은 지대에 분포하는 종일수록 다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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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인보다 고도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역시 식생의 

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환경 요인으로 고도를 주목한 바 

있다 (Bang et al., 2018).  

 

제 4 절 식생과 환경 요인의 관계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하여 2개의 피복 범주를 연구 

소지역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각 지역 내에서의 식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식생의 종 

또는 군집의 형태가 바뀌는 점이지점(0m)을 2개의 지역 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의 도구로는 상관 관계 및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는 일부 자료들은 통계 분석을 

위하여 로그 변환(log transformation) 및 제곱근 변환(square root 

transformation)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변환은 자료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어 지양하였다. 변환 후 자료의 검증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왜도 및 상자 도표를 기준으로 이상치를 자료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식생 요인은 상대 피도로 변환한 자료 및 지표 

분류에 따라 명목형으로 변환하여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선을 기준으로 피복에 따른 분류(모새달-점이지점-칠면초 

또는 모새달-점이지점-나지, 그림. 4)에 따른 자료들 간의 

차이에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모수 통계 방법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 연구의 자료와 

같이 피복에 따른 자료 구분으로 인해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자료의 척도가 명목형인 경우(피복 종류) 모수 검정보다 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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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력을 가질 수 있는 통계 방법이다. 각 표본집단, 즉 환경 

요인에 대하여 크루스칼-왈리스 H검정(Kruskall-Wallis H test)을 

실행하여 피복 분류에 따른 요인별 자료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크루스칼 왈리스 H검정은 3개 

이상의 요인들에서 평균의 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이 검정법은 집단간의(피복 분류별) 차이가 있는 

요인은 알려주지만 어떤 집단간의 차이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사후분석을 통해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모수 검정을 위하여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집단 사이의 차이에 대한 유의 확률을 

0.017(0.05/3, 3은 피복 분류의 수를 의미) 수준으로 보정하였다. 

이후 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 test)를 통해 나타난 

피복 분류간 차이를 토대로 순위를 표시하였다(A>B>C).  

 

제 1 항 환경 요인과 식생 군집 상관 분석 

연구 지역에서의 수문 및 토양 요인과 식생 군집 사이의 관계를 

통계분석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을 함에 있어 앞선 시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통계를 우선 시행하였다. 기술 통계 결과는 

각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 자료가 가진 전반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이상치 등을 검출하기에 적합하다. 

식생, 토양 및 환경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 결과 얻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해석에 앞서 분석에 투입한 각 변수들이 

연구 지역 내에서 강한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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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후술한 주성분 분석(4절 2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분석의 방법은 요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자료 전반에 걸친 

관계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제 2 항 주성분 분석 

한편 식생과 수문, 토양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통계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실제 환경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를 다소 단순화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의 방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Hotelling et al., 1936)를 수행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포함한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은 수집한 자료의 변수들을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변수들끼리 묶어 변수의 개수를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없으며, 흔히 정보의 요약, 

변수들 내의 구조 파악, 회귀분석 등에서 설명변수로의 활용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다. 주성분 분석은 자료 내 공분산을 

측정하여 총 분산량을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첫 번째 

축(주성분)으로 묶으며, 두 번째 축은 설명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분산을 최대한 설명하되 첫번째 축과는 상관성이 없도록 묶으며, 이 

과정을 통해 총 분산을 최대한 설명하는 n개의 축으로 변수들을 

단순화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토양 변수는 총 10개(유기물, pH, 

전기전도도, 질산염, 암모늄, 인산,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로, 

이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변수 그룹(주성분)으로 자료를 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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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료 변수에 내재된 관계를 찾아내고자 본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3 항 환경 요인과 군집 구조 회귀 분석 

전술한 제1항에서는 -1과 1 사 이의 값을 갖는 상관계수라는 

추정치를 이용하여 식생 및 수문, 토양 변수 간의 연관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고 해서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상관분석을 통해 

밝힌 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한 식생 군집의 분포 및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토양 요인 및 수문 요인을 활용한 상관 분석 모델 및 회귀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회귀 분석을 통한 식생의 분포와 환경 

요인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추론 역시 그 한계성이 지적된 바, 본 

연구에서는 기술(description)과 예측(prediction), 상관성(correlation)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ter Braak & Looman, 1995). 다변량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5.0 for Windows의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식생의 분포를 설명하는 환경 변수들 사이의 

가장 적합한 조합을 위해 단계적 선정 방법(stepwise selection)을 

채택했으며, 변수의 진입 및 제거를 위한 F값의 확률은 각 0.05와 

0.01로 정하였다. 단계적 선정 방법은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들만을 회귀식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식생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이하 또는 없는 경우, 혹은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환경 

변수는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토양 및 수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Dur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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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테스트를 통해 변수들의 자기 상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회귀식 내에서 각 환경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R²값의 변화량을 산출하였다. 

 

*EV: 고도, BD: 용적밀도, PL: 모새달, SJ: 칠면초 

그림 6. 경로분석 모형: 모새달-나지 지역(좌), 모새달-칠면초 지역(우) 

 

제 4 항 경로분석 

경로분석은 사전의 이론적 토대 또는 관찰을 바탕으로 어떤 

변수가 어떤 대상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변수 간의 상관 

관계 및 인과 관계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다변량 기법이다. 본 

분석방법은 경로도(path diagram)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연구자의 가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경로분석은 공분산이나 상관분석에 근거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직선적이고 합산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변수 간의 관계를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선행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및 주성분 분석을 통해 나타난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았다면, 본 분석의 기법은 선행 과정의 결과를 



 

 36 

바탕으로 가설의 검정을 하고자 수행하였다. 특히 수문 요인으로 

분류한 용적밀도와 고도는 토양 요인 및 이를 통한 식생 영양 

요인에 미치는 영향 통해 식생의 분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염습지에서는 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ilvestri et al., 

2005). 그 뿐만 아니라, 토양 내 영향인자의 축적 및 소실, 변화 등 

토양의 물리 및 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식생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Wang et al., 2016).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도 및 용적밀도가 모새달과 

칠면초의 분포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각 토양의 요소들이 두 

식생의 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그림 6).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의 모델은 앞서 선행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변수로는 두 수문 변수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압축한 3개의 토양 변수, PC 1, PC 2, PC 3, 그리고 

모새달과 칠면초의 상대 피도를 식생 변수로 사용하였다(그림 5). 

분석의 경로도는 연구지의 모든 측선을 포함한 ‘모새달-나지(P-

B)’, ‘모새달-칠면초(P-S)’, ‘모새달-나지의 점이 지점(P-T-B)’, 

‘모새달-칠면초의 점이 지점(P-T-S)’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쓰인  경로분석은 SPSS AMOS 4.0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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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식생 군집의 분포와 구조 및 토양·수문 요인(이하 

환경 요인)과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각 관계가 피복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만 상관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지형 

분류에 따른 상관관계의 변화를 보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위주의 해석을 할 경우, 변수 간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와 11개의 환경 변수와 2개의 

식생 변수 등 많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변량 분석에 앞서 피복 유형에 따른 변수 자료의 구조를 상자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파악하였다(그림. 7, 그림. 8). 그림 7은 측선 

내 피복의 유형에 따라 모새달-점이지점-칠면초(P-T-S, 그림. 

7-1) 또는 모새달-점이지점-나지(P-T-B, 그림. 7-2)로 각 

환경 요인들을 구분하였다. 또한 피복 분류에 따른 환경 요인 자료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도표 

하단에 기록하였다(4장 4절 참조).  

본 상관분석의 결과, 모새달과 칠면초로 분류한 소지역에서 

염도(전기전도도, 나트륨)와 인산, 암모늄이 피복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7). 식생의 영양 요소인 암모늄과 

인산은 모새달과 칠면초 군집 모두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염도의 차이는 모새달 군집과 점이지점, 칠면초 군집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수에 의한 스트레스가 종의 분포에 있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모새달과 나지로 분류한 소지역에서는 마그네슘과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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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늄 등 식생의 영양 요인 및 염도(전기전도도, 나트륨)이 피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토양 내 질산과 암모늄은 나지에서 

상반된 형태의 저장량을 보였는데 이는 산소량이 높은 토양에서 

질소가 암모늄태에서 형태로 보존되는 시간이 짧으며, 단시간에 

질산태 질소로 전환되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Leendertse et 

al., 1997). 염도는 앞선 모새달과 칠면초로 구성된 소지역과 같이 

모새달과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점이지점과 나지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새달 군집의 대상 분포 

현상이 염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그림 8-1과 8-3을 통해 나타나듯이, 절대적인 고도의 

차가 두 지형(P-B, P-S)에서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식생 군집들로 피복된 지형과 나지가 함께 나타난 지형과는 고도의 

차가 있으며, 이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강한 선구종인 칠면초 역시 

그 군집의 형성과 분포에 환경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모새달이 가장 높은 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모새달 군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성을 두 지형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다(그림. 8-1). 반면 

전기전도도(그림. 8-2)의 경우, 모새달 군집이 분포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점이지대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나트륨의 경향성(그림. 8-4)과 

유사한 것으로 전기전도도와 나트륨은 모두 염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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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고도, BD: 용적밀도, OM: 유기물, EC: 전기전도도, NO3: 질산염, PL: 모새달,  

T: 점이지점, SJ: 칠면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프 하단에 크기 표기(A~C, A>C) 

그림 7-1.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상자 도표: 모새달-칠면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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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4: 암모늄, PO4: 인, Ca: 칼슘, K: 칼륨, Na: 나트륨, Mg: 마그네슘, PL: 모새달,  

T: 점이지점, SJ: 칠면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프 하단에 크기 표기(A~C, A>C) 

그림 7-2.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상자 도표: 모새달-칠면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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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고도, BD: 용적밀도, OM: 유기물, EC: 전기전도도, NO3: 질산염, PL: 모새달,  

T 점이지점, B: 나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프 하단에 크기 표기(A~C, A>C) 

그림 7-3.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상자 도표: 모새달-나지(1/2) 



 

 42 

 
*NH4: 암모늄, PO4: 인, Ca: 칼슘, K: 칼륨, Na: 나트륨, Mg: 마그네슘 PL: 모새달,  

T 점이지점, B: 나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프 하단에 크기 표기(A~C, A>C) 

그림 7-4.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상자 도표: 모새달-나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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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단면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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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단면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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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단면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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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피복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 단면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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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환경 요인과 군집 구조의 상관관계 

식생 요인은 단일 종이 우점 또는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 

군집의 분포를 나타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종 별 식생 

군집의 분포와 토양 및 수문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요인의 자세한 결과는 피복 유형에 따라 

분류한 이하 항목에 작성하였다. 

상관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변수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먼저 실행하였으며, 이  내용을  표5.1과  

표5.2을  통해  피복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토양 및 수문 요인의 기술통계량: P-B 

변수 N 평균 
범위 

표준편차 왜도 
최소값 최대값 

EV 102  5.73  5.47  5.98  0.14  -0.13  

BD 97  1.30  0.97  1.56  0.12  -0.69  

OM 101  3.72  1.61  6.52  0.90  0.27  

pH 101  6.75  6.22  7.42  0.25  0.45  

EC 101  34.09  6.10  67.40  12.71  0.18  

NO3 92  0.76  0.57  1.04  0.12  0.10  

NH4 99  0.65  0.00  1.23  0.27  -0.40  

PO4 96  19.09  2.71  36.10  7.09  0.15  

Ca 99  116.14  68.10  152.24  20.59  -0.47  

K 101  234.28  44.76  437.96  76.44  -0.07  

Na 99  300.92  73.42  470.09  82.25  -0.54  

Mg 102  45.57  26.71  63.97  7.91  -0.24  

*EV: 고도, BD: 용적밀도, OM: 유기물, EC: 전기전도도, NO3: 질산염, NH4: 암모늄, PO4: 인, 

Ca: 칼슘, K: 칼륨, Na: 나트륨, Mg: 마그네슘 

표 5.1. 토양 및 수문 요인 기술통계: 모새달-나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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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수문 요인의 기술통계량: P-S 

변수 N 평균 
범위 

표준편차 왜도 
최소값 최대값 

EV 153  5.73  5.64  6.13  0.14  0.22  

BD 141  1.30  1.00  1.54  0.09  -0.64  

OM 151  3.72  2.00  6.45  1.00  0.33  

pH 153  6.75  6.28  7.44  0.23  0.22  

EC 152  34.09  5.20  67.30  12.15  0.51  

NO3 148  0.76  0.57  1.02  0.11  0.73  

NH4 149  0.65  0.01  1.27  0.27  -0.06  

PO4 146  19.09  2.86  34.41  5.76  0.09  

Ca 147  116.14  60.32  152.69  23.21  -0.03  

K 149  234.28  25.16  437.72  78.68  0.34  

Na 148  300.92  71.67  450.65  79.89  -0.39  

Mg 149  45.57  22.94  66.82  10.17  -0.07  

표5.2. 토양 및 수문 요인 기술통계: 모새달-칠면초 지역 

기술통계를 통해 음과 양의 왜도를 보인 몇몇 자료들에 대하여 

추후 분석을 위한 자료의 변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질산염과 

암모늄은 각각 로그변환과 제곱근변환을 통해 자료 변환을 

실행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이상치들을 변수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차후 통계 분석에서 필요한 정규성의 가정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이상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분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 1 항 모새달-나지 분포지역에서의 환경 요인과 군집 

구조의 상관성 

모새달-나지 분포지역에서의 식생 분포와 토양·수문 요인 간의 

상관 관계는 표 5.3의 내용과 같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식생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문과 토양 사이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Chen et al., 

1997). 상관 관계를 토대로, 본 분석의 대상 지역인 모새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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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지역에서 고도는 많은 환경적 변수들과 상관성을 보인다. 특히 

고도는 침수 및 배수를 의미하는 용적밀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데, 이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토양 내 공극이 

크고 배수가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Zedler(1982)는 미국 

캘리보니아의 해안 습지 연구에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유기물의 

함량이 낮고 토양의 입도가 저지대보다 상대적으로 큰 물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두 특성들이 고지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토양의 용적밀도를 

야기한다. 유기물, 질산염,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식생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 인자와 고도와의 관계는 대체로 뚜렷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용적밀도가 높고, 배수가 잘되는 

높은 고도의 지역에서 영양 요소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모새달은 고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 염도를 나타내는 나트륨과 전기전도도와는 강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모새달의 군집은 해수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도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낸 식생 영양 인자들과 동일한 음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모새달의 분포에는 식생에게 

필요한 영양인자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함을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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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식생 및 환경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모새달-나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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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모새달-칠면초 분포지역에서의 환경 요인과 

군집 구조의 상관성 

모새달과 칠면초 군집의 분포가 명확히 양분되는 지역에서 두 

종의 분포와 환경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표5.4). 

수문 변수인 고도는 유기물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앞선 모새달-나지 지역과 유사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식생의 

다른 영양 요인과도 높은 음의 상관성을 보여, 고지대일수록 식생의 

영양 요인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용적밀도와의 

상관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모새달-나지의 지역과 

달리 용적밀도와의 상관성을 토대로 영양 요인과 고도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모새달은 고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염도와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새달과 영양 요인 간의 상관성은 모새달-

나지 지역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모새달의 분포에는 

토양의 영양 요인보다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칠면초는 모새달과 달리 스트레스 요인들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칠면초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스트레스 

저항을 갖는 초기 선구종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칠면초의 분포는 모새달이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해 진입할 수 없는 

고도가 낮은 지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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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식생 및 환경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모새달-칠면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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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피복 유형에 따른 점이 지점에서의 환경 요인과 

군집 구조의 상관성 

본 분석은 피복의 유형이 급격하게 바뀌는 점이지점에서 식생 

군집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찰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새달과 칠면초의 식생 군집 및 나지로의 점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모새달과 나지 지역 내 점이 지점을 대상으로 상관 분석을 

실행하였다(표 5.5). 상관 분석을 통해 나타난 수문 요인들과 토양 

요인과의 상관성은 앞선 모새달-나지 지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고도는 염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점이 지점에서의 수문적 특징을 고려할 

때 이런 상관성이 모새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선 비모수 검정을 통해 점이 

지점에서의 고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그림. 7-1, 그림 7-3). 한편 모새달의 분포는 앞선 분석들과 

달리 영양 요인 또는 스트레스 요인과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새달 군집과 나지의 점이에 본 연구에서의 환경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거나, 본 상관 분석을 통하여는 알 

수 없는 요인 간의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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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식생 및 환경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모새달-나지 점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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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새달과 칠면초 군집의 점이 요인 및 두 식생 군집의 대상 

분포와 환경 요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상관 분석을 

실행하였다(표 5.6). 1m 이내의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관찰된 

수문 요인과 토양 요인 간의 상관성은 앞서 보다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실행한 모새달-칠면초 지역에서의 상관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 지역 내 모새달과 칠면초가 혼재하는 

지역에서는 수문과 토양 요인 간의 음의 상관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식생은 종에 따라 환경 요인과의 상관 관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상관 분석에서 모새달은 고도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본 분석에서는 

고도와 모새달의 분포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스트레스 요인인 염도와는 앞선 분석과 같이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0.548, 

p<0.01). 이를 통해 모새달의 분포에는 고도에 따른 영향보다 

염도에 따른 스트레스가 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앞선 분석의 

결과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새달 군집은 영양 요인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모새달 군집 받는 영향이 영양 

요인보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크다는 의미로, 앞서 

보다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보인 상관 관계를 본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칠면초는 고도 및 용적밀도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 요인인 

전기전도도 및 나트륨, 산성도 등과의 상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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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식생 및 환경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모새달-칠면초 점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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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 추출 및 해석 

선행된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식생, 수문 및 토양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  앞선 분석을 통해 각 요인 간의 

상관성은 관찰할 수 있었으나, 토양 요인 간의 내재된 관계를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 바 있다(부록 1의 3, 4항 참조). 따라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 토양 요인에 내재된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토양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성분 별 고유값을 나타낸 스크리 

도 표 (sc ree  p lo t )은  그 림  9와  같 다 .  본  연 구 에 서 는  

고 유 값 ( e i g e n v a l u e )이  1이 넘는 성분을 채택하였으며(그림 

8), 분석 결과 3개의 성분이 채택되었다(표 5.7). 3개의 요인을 

설명하는 분산의 누적 비율은 총 분산의 67.46%이다. 주성분 

분석에서 자료의 다중공선성 검정 및 분석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Barlett’s test of sphericity와 KMO에서 각각 

1109.093(p<0.01)과 0.714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Barlett’s 

test의 결과는 유의한 수준(p<0.05)에서 높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의  결과가  등분산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그림 9. 주성분 분석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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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적재량 

그룹 변수 PC 1 PC 2 PC 3 

 PC 1 Ca 0.90  -0.07  -0.11  

 OM 0.89  -0.03  0.00  

 K 0.85  0.40  0.02  

 Mg 0.84  0.03  0.03  

 PO4 0.48  0.25  0.31  

PC 2 EC 0.05  0.85  0.17  

 Na 0.41  0.80  0.19  

 pH 0.08  -0.72  0.03  

PC 3 NH4 0.04  -0.07  0.87  

  NO3 0.05  -0.21  -0.57  

Eigenvalue  3.788 2.171 1.088 

분산 비율(%)  34.317 21.706 11.517 

누적된 분산 비율(%) 34.317 56.023 67.46 

KMO       0.71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109.093 

 df 45 

 *PC 1: 성분 1, PC 2: 성분 2, PC 3: 성분 3, OM: 유기물, EC: 전기전도도 

표 5.7. 주성분 분석의 통계량 

또한 전반적인 KMO의 값은 연구자에 따라 0.5 또는 0.6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 분석의 경우 두 기준치보다 높은 값을 얻어 본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표 5.7). 또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3가지 성분을 추출한 후, 이들의 해석을 위해 

VARIMAX 회전을 통해 얻은 성분 계수를 성분 구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요인 1에 속한 토양 요인은 칼슘과 유기물, 칼륨, 마그네슘, 

인으로 나타났다(표 5.7). 이는 식생의 분포 및 생장에 필요한 영양 

인자들로, 염생식물의 생장 및 분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gel et al., 2000). 특히 유기물은 토양 내 

치환성 양이온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컨대 유기물은 토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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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흡수 속도 및 흡수량의 증가를 촉진하며,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의 인의 양은 무기물이 많은 토양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Wang & Huang, 2001). 또한 유기물은 양이온 

교환용량을 통해 식생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온을 흡착시킴과 

동시에 침출로 인한 영양 요인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성분 1에서 나타난 토양 요인 간의 

관계는 식생의 영양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성분 2는 전기전도도와 나트륨, 산성도(pH)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pH는 -0.719의 요인 점수(표 5.7)로 성분 내 다른 

요인들과 역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염도와 나트륨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pH와의 역의 관계는 식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높은 나트륨의 함량은 pH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는 염습지 토양이 가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염습지 토양 내 

나트륨 이온으로 인해 토양 내 음이온과 결합한 수소(H+)이온이 

토양으로부터 나트륨 이온을 분리시키며, 이는 토양의 산성도를 

증가시켜 pH가 증가한다. 식생이 생장하기에 적절한 pH는 

유기질과 무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점 정도로, 

높은 pH를 띈 염기성 토양은 식생의 생장에 장애를 주고 토양의 

물리성을 악화시킨다(Brady & Weil, 2002). 따라서 성분 2는 

식생의 생장 및 분포를 저해하는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성분 3은 질산염과 암모늄을 포함하였다. 질소(nitrogen)는 

식물의 생장에 필수 영양 요인으로 토양을 통해 무기질 형태의 

질소를 생장에 사용한다. 그 중 암모늄은 토양의 공극 내 산소와의 

작용을 통해 많은 양이 질산염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ndertse et al., 1997). 따라서, 성분 3은 연구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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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달과 칠면초의 생장에 영양을 주는 질소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성분 분석 결과를 통해 토양 요인의 자료를 보다 

해석이 용이한 수준으로 단순화함과 동시에 토양 요인 간의 내재된 

관계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분석 수준에서 이와 관련한 

해석을 토대로 식생 요인과 환경 요인의 관계를 확정하여 결론 

짓는 것은 자칫 과추정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5.8.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 간의 상관관계: 모새달-나지 지역 

 

제 3 절 주성분 요인과 군집 구조의 관계 

제 1 항 모새달-나지 분포지역에서의 주성분 요인과 

군집 구조의 관계 

주성분 분석으로 구한 토양 요인들의 성분들과 수문 요인, 식생 

요인과의 상관 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앞선 분석 

과정을 통하여 요인 간의 상관 관계 및 토양 요인의 내재된 

관계들을 추정한 바 있다. 이를 연구 지역에서 나타난 식생의 

분포를 이해하는데 적용하고자 상관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였다.  

모새달과 나지 지역에서 실행한 상관 분석은 표 5.9와 같다. 성분 

1은 수문 요인인 고도 및 용적밀도와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식생과 환경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P-B 

변수 PC 1 PC 2 PC 3 

EV -0.711** 0.047 -0.245* 

BD -0.288* 0.245* 0.003 

PL -0.067 -0.570** -0.489**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 PC 1: 성분 1, PC2: 성분 2, PC3: 성분 3, EV: 고도, BD: 용적밀도, PL: 모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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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의 다중 회귀 분석: 모새달-나지 지역 

고도와의 상관 계수는 -0.711(p<0.01)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된 상관 분석과 상통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는(Bang et al., 2018) 염습지에서 낮은 고도는 인을 포함한 

토양 내 영양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도는 해수의 침수 빈도 및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낮은 고도의 지역은 해수의 영향으로 인해 영양 인자의 공급이 

활발한 반면, 높은 고도(낮은 침수의 빈도와 정도)가 토양의 

건조화(desiccation)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양요인의 

확산(nutrient diffusion) 등으로 인해 요인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He & Dijkstra, 2014). 이와 동일한 해석은 질소에 해당되는 

성분 3과의 상관성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성분 1인 

토양  용적밀도와도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0.288, 

p<0.05)(표 5.10), 이는 토양 내 높은 공극률과 그로 인해 증가한 

배수가 영양 요인의 침출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모새달의 분포는 식생에게 미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성분 2와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다(-0.570, p<0.01)(표 5.5). 

분석이 진행된 지역이 모새달과 나지로 구분되어 스트레스의  

식생 분포와 환경 요인들 간의 다중 회귀 모델: P-B 

변수 B SE ß t P 

PC 1 - - - - - 

PC 2 -0.521  0.067  -0.611  -7.823  0.000  

PC 3 -0.298  0.075  -0.300  -3.984  0.000  

EV 0.351 0.344  0.344 4.626  0.000  

BD - - - - - 

R² 0.630  Adj-R² 0.614 

F 15.872 P 0.000  

DW 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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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분포와 환경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P-S 

변수 PC 1 PC 2 PC 3 

EV -0.743** 0.013  -0.127  

BD -0.127  0.066  0.038  

SJ 0.004  0.260** 0.323** 

PL -0.246** -0.585** -0.252**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 PC 1: 성분 1, PC2: 성분 2, PC3: 성분 3, EV: 고도, BD: 용적밀도 SJ: 칠면초, PL: 모새달 

표 5.10.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 간의 상관관계: 모새달-칠면초 지역 

영향이 타 종과 혼재하는 지역에 비해 더 뚜렷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상관성은 고려하되, 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앞선 상관 분석과 달리 영양요인인 

성분 1과는 뚜렷한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식생의 또다른 

성장 요인인 성분 3과는 음의 상관을 보여 모새달의 분포는 토양의 

영양요인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앞선 해석을 

뒷받침한다 보았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역시 상관관계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였다(표 5.10). 분석 결과, 성분 2, 성분 3 그리고 고도가 

모새달-나지 지역에 분포한 모새달 군집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요인(성분 2)은 모새달의 분포를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다(R²=0.630, p<0.01). 다만 자료의 자기상관을 

의미하는 Durbin-Watson statistics(DW)가 0.984를 보여 회귀식 

자체의 신뢰도가 다소 감소하나 그 영향은 작은 것으로 보았다. 

현재까지 논의를 통해 고도는 토양의 영양인자에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이며, 이를 통해 모새달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새달의 분포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고도와 양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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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도가 높은 지대에 

위치함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분 2와 고도가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아 이를 

현재의 분석 결과만으로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식생 분포와 환경 요인들 간의 다중 회귀 모델: P-B-S 

변수 B SE ß t P 

PC 1 - - - - - 

PC 2 -0.665  0.074  -0.609  -8.989  0.001  

PC 3 -0.313  0.069  -0.313  -4.566  0.000  

EV 0.287  0.076  0.257  3.792  - 

BD - - - - - 

R² 0.504  Adj-R² 0.491 

F 14.376 P 0.000  

DW 1.195 

변수 B SE ß t P 

PC 1 - - - - - 

PC 2 0.359  0.103  0.300  3.478  0.001  

PC 3 0.394  0.095  0.360  4.168  0.000  

EV - - - - - 

BD - - - - - 

R² 0.190  Adj-R² 0.175 

F 12.1 P 0.001  

DW 0.776 

표 5.11.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의 다중 회귀 분석: 모새달-칠면초 지역(상: 

모새달, 하: 칠면초) 

 

제 2 항 모새달-칠면초 분포지역에서의 주성분 요인과 

군집 구조의 관계  

성분 1은 두 종이 혼재하는 모새달과 칠면초 지역에서도 앞선 

분석과 동일한 양상의 상관 관계를 나타났다(표 5.11). 고도는 

성분 1인 토양의 영양요인과 가장 큰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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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 간의 상관관계: 모새달-나지 점이지점 

(-0.743, p<0.01). 그러나 앞선 지역과 달리 용적밀도는 모새달-

칠면초 지역에서 토양 및 식생의 분포와 아무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성분 3은 칠면초 군집과는 양의 상관관계를(0.323, 

p<0.01), 모새달 군집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252, 

p<0.01). 질산염과 암모늄에 해당하는 성분 3은 앞서 분석한 

모새달-나지의 지역에서 모새달의 영향보다는 수문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반면, 모새달-칠면초 지역에서는 수문 

요인이 아닌 식생 종의 특성에 따라 분포 패튼을 보이는 듯하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의 결과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가 상관 관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칠면초의 분포는 성분 

3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상관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표5.6)(R2=0.190, p<0.01). 또한 모새달의 분포 역시 성분 

3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토양의 질소 요인들이 

시흥염습지에서의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R2=504, p<0.01). 

칠면초는 스트레스 요인(성분 2) 및 고도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323, p<0.01)(-0.230, p<0.01). 반면 

식생 분포와 환경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P-B-T 

변수 PC 1 PC 2 PC 3 EV BD PL 

PC 1       

PC 2 -0.468**      

PC 3 -0.079  -0.137      

EV -0.737** 0.532** -0.143     

BD -0.350* 0.282  -0.161  0.699**   

PL 0.405* -0.112  -0.261  -0.218  -0.106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 PC 1: 성분 1, PC2: 성분 2, PC3: 성분 3, PL: 모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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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칠면초의 분포를 해석하자면, 성분 2와 

성분 3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수문 요인은 관계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칠면초가 해수로부터의 스트레스에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초기 선구종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요인들만으로 칠면초의 

군집 분포가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칠면초의 

분포에는 경쟁과 같은 타 종과의 상호작용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모새달은 성분 1, 성분 2, 

성분 3 모두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246, -0.585, -0.252, p<0.01), 고도와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적은 고지대와 모새달의 분포가 상관성이 있다고 앞선 

1항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0.234, p<0.01). 이와 달리 

회귀 분석의 결과는 성분 2와 성분 3, 고도만이 모새달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분 1과의 상관성은 모새달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환경 요인으로부터 나타난 간접적인 

상관성인 것으로 이해하였다(표 5.12).  

 

제 3 항 피복 유형에 따른 점이 지점에서의 주성분 

요인과 군집 구조의 관계 

앞서 5장 3절 1항에서 실시한 모새달-나지에서 모새달의 분포와 

환경 요인과의 관계 및 수문과 토양 요인의 관계를 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접근하여 해석하고자 동일한 분석을 실행하였다(표 

5.13과 표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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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분포와 환경 요인들 간의 다중 회귀 모델: P-B-T 

변수 B SE ß t P 

PC 1 0.094  0.034  0.440  2.773  0.009  

PC 2 - - - - - 

PC 3 - - - - - 

EV - - - - - 

BD - - - - - 

R² 0.194  Adj-R² 0.169 

F 7.69 P 0.009  

DW 1.534 

표 5.13.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 간의 회귀 분석: 모새달-나지 점이지점  

상관 분석의 결과, 성분 1은 스트레스 요인인 성분 2와 음의 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상관 관계만으로 두 성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염도인지 산성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선 요인별 상관분석의 결과(표 5.13)를 본 상관 분석의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전기전도도가 칼슘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 관계(-0.308, p<0.01)를 나타낸 반면, pH는 칼륨과 양의 상관 

관계를(0.245, p<0.05), 나트륨은 인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임에 

따라(0.289, p<0.01) 나트륨이 토양에 흡착되는 과정에서 양이온을 

띤 다수의 영양요인들이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모새달의 분포는 앞선 분석의 결과와 달리 성분 1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일 뿐(0.405, p<0.05), 다른 환경 요인들과는 어떠한 

상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잇따라 시행한 회귀 분석의 결과 역시 

상관 관계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 점이 지점에서의 분석만으로 

모새달의 군집 형성 및 분포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임과 

동시에, 뚜렷한 점이를 나타내는 이유를 본 분석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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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모새달과 칠면초 분포지역에서의 점이지점은 

두 종의 대상군집의 명확한 양분이 발생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작은 공간적 스케일(1m 이내)에서의 분석 수행은 

종에 따른 군집의 점이가 발생하는데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종 간의 상호 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성분 1은 대상 지역의 점이지점에서 고도와 음의 상관성(-

0.785, p<0.01)을 보여, 대상 지역에서 나타난 상관성이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5.11, 표 5.15 참조). 반면 보다 넓은 스케일의 지역에서 나타났던 

다른 성분들의 상관 관계는 점이지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칠면초의 분포는 수문 요인을 의미하는 고도 및 용적밀도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0.372, p<0.01)(-0.556, p<0.01) 앞선 

분석들과 동일한 분포패턴을 보였다. 반면 모새달의 경우 성분 2와 

강한 음의 상관(-0.543, p<0.01)을 보여 상대적으로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요인이 모새달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관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식생의  종에  따른  군집의  형성과 

식생 분포와 환경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P-S-T 

변수 PC 1 PC 2 PC 3 

EV -0.785** 0.075  0.042  

BD 0.196  -0.007  -0.002  

SJ -0.074  -0.059  0.175  

PL -0.385** -0.543** 0.043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 PC 1: 성분 1, PC2: 성분 2, PC3: 성분 3, EV: 고도, BD: 용적밀도 SJ: 칠면초, PL: 모새달 

표 5.14.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 간의 상관관계: 모새달-칠면초 점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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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환경  요인의  관계는  회귀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표5.16). 점이지점에서 칠면초의 

분포는 성분 1과 고도, 부피 밀도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앞서 보여준 환경 요인들과의 관계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회귀  모델이 높은 결정 계수(R2=0.651, p<0.01)와 

D u r b i n - W a t s o n  테스트의  결과 ( d = 1 . 5 9 2 ) 를  보여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준을 결과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칠면초 군집의 형성 및 분포는 환경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점이지점에 분포한 모새달 군집은 성분 1과 2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R2=0.339). 그러나 앞선 분석 

결과들과 달리 고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새달 군집의 형성 및 분포는 고도와 같은 수문 요인보다 

스트레스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도와 모새달의 관계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2차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전술의 가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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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분포와 환경 요인들 간의 다중 회귀 모델: P-B-S (칠면초) 

변수 B SE ß t P 

PC 1 -0.210  0.078  -0.342  -2.703  0.010  

PC 2 -0.316  0.094  -0.425  -3.354  0.002  

PC 3 - - - - - 

EV - - - - - 

BD - - - - - 

R² 0.339   Adj-R² 0.308   

F 7.304   P 0.000   

DW 1.592         

변수 B SE ß t P 

PC 1 -0.701  0.136  -0.760  -5.160  0.000  

PC 2 - - - - - 

PC 3 - - - - - 

EV -1.082  0.167  -0.948  -6.496  0.000  

BD -0.532  0.094  -0.530  -5.632  0.000  

R² 0.651  Adj-R² 0.625  

F 26.625  P 0.000  

DW 1.592 

 표 5.15. 식생과 주성분, 수문 요인 간의 회귀 분석: 모새달(상)-칠면초(하) 

점이지점  

 

제 4 절 경로분석을 통한 환경 요인과 군집 구조의 

인과 관계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관 분석과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활용한 상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염습지에서 

식생 군집의 형성과 분포를 이해함에 있어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즉, 토양 요인이 식생 군집에 미치는 영향과 

수문 요인이 식생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선행 

분석은 토양 요인과 수문 요인이 식생 군집의 형성 및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한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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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군집에게 영향을 미치는 토양 요인은 수문 요인과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 가능성을 앞선 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식생이 서식하지 않는 염습지 

환경에서도 토양과 수문은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할 것이며, 

염습지와 같이 지역 내에서의 물리 ·화학적 작용이 활발한 

환경에서 토양과 수문의 관계는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염습지에서의 식생 군집의 형성과 분포를 이해함에 있어 

상기한 환경 요인 간의 유기적인 영향 관계(i.e. 용적밀도와 칼슘, 

인산 등 토양 내 식생 영양 요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였다. 본 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수문 요인과 식생 

군집의 형성 및 분포에는 밀접한 상관 및 인과 관계가 있으며, 수문 

요인은 식생 군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차 영향 요인임과 

동시에 토양 요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식생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2차 영향 요인임을 가설로 설정하였다(그림 6 참조). 각 

경로의 분석은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모새달-나지, 모새달-칠면초, 

모새달-나지 점이지점, 모새달-칠면초 점이지점. 

 

제 1 항 모새달-나지 분포지역에서의 경로분석 

경로분석은 그림 6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여 실행하였으며, 

측정변수로는 고도와 용적밀도, 성분 1, 성분 2, 성분 3, 모새달과 

칠면초의 상대피도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자료 수준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를 표준화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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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달과 나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관계를 나타낸 단면도로 표현하였다(그림 

10.A). 그림 10에서 굵은 선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얇은 선은 p<0.05 수준에서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동일한 단면도에 나타난 실선은 양의 관계를, 점선은 음의 관계를 

의미하며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결과들은 단면도에서 

제외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모새달과 나지 지역에서 수문 요인은 

모새달 군집의 형성  및  분포에  높은  수준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p<0.01). 또한 고도는 성분 1과 성분 

3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성분 1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p<0.01). 이는  앞선  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도가  낮은  곳이  상대적으로 잦고 긴 침수 

주기로 인해 토양이 무산소의 해수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며, 

따라서 무기질 형태의 양이온으로 변환되기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e & Dijkstra, 2014). 그러나 모새달은 앞선 분석의 

결과와 달리 성분 1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고도에 따라 감소하는 성분 1과는 

독립적으로 성분 1은 모새달 군집의 형성 및 생장에 필요한 

영양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반면 이러한 모새달과 

성분 3의 음의 관계에는 앞선 상관 및 회귀분석으로 얻은 동일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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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실선: p<0.01 수준의 양의 유의성, 굵은 점선: p<0.01 수준의 음의 유의성 

**얇은 실선: p<0.05 수준의 양의 유의성, 얇은 점선: p<0.01 수준의 음의 유의성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단면에서 제외함 

그림 10.A(좌): 모새달-나지 지역 경로분석 단면도, B(우): 모새달-칠면초 지역 

경로분석 단면도 

 

제 2 항 모새달-칠면초 분포지역에서의 경로분석 

모새달과 칠면초의 군집의 분포한 지역에서의 군집을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0.B와 같다. 본 지역에서 수문 요인인 

고도와 용적밀도는 칠면초 군집에 대하여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성분 1과 칠면초의 

관계는 저지대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석 운동의 

영향이 토양 내 영양 인자 유출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였다. 앞선 상관 분석에서도 성분 1과 고도는 뚜렷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 바 있다(표 5.11).  

한편 칠면초는 선구종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생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생장할 수 있는 초기종으로, 따라서 

칠면초에 나타난 성분 1과 성분 2, 수문 요인과의 음의 관계는 

환경 요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보다는 모새달과의 

경쟁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판단하였다(그림 10.B).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종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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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 반면 모새달 군집을 설명하는 결과들은 앞선 분석들로 

얻은 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요인과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인 고도가 

모새달 군집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항 피복 유형에 따른 점이지점에서의 경로분석 

모새달과 나지 분포지역 내 점이지점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한 

결과 가장 단순한 영향 관계의 구조가 나타났다(그림 11.A). 특히 

모새달의 분포가 앞선 분석과 달리 스트레스 요인 및 고도로부터 

받는 영향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님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분석이 진행된 지역의 공간적 스케일이 대단히 제한적인(1m 이내) 

한계로 인해 나타난 편향된 결과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모새달과 칠면초가 혼재하는 점이지대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향 관계들이 나타났다. 모새달의 분포는 앞서 상대적으로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난 영향 관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칠면초가 성분 

1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이는  현재의  자료와  분석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공간적으로 작은 

스케일에도 뚜렷한 환경 요인의 영향이 나타남에 따라, 연구 대상 

지역에 나타난 명확한 대상 군집 분포 및 뚜렷한 점이 지점은 종 

간 경쟁에  의한  영향보다는  환경  요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은 공간적에서 

환경적 변이가 크지 않아,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환경 요인의 

영향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반대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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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실선: p<0.01 수준의 양의 유의성, 굵은 점선: p<0.01 수준의 음의 유의성 

**얇은 실선: p<0.05 수준의 양의 유의성, 얇은 점선: p<0.01 수준의 음의 유의성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단면에서 제외함 

그림 11.A.(좌): 모새달-나지 지역 점이 지점에서의 경로분석, B.(우): 모새달-칠면초 

지역 점이 지점에서의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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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토의 

 

본 연구 지역인 시흥 염습지는 염생식물인 칠면초, 모새달, 갈대 

및 천일사초가 뚜렷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군집 내 다른 종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종의 우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나지가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일수록  나지의  면적은  증가한다(Bang et al., 201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종에 따른 식생의 대상 군집 및 나지의 명확한 

구분을 야기하는 원인이 환경에 있음을 가정하고, 피복 유형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식생 요인과 토양 요인, 수문 요인을 

측정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구분과 상관없이 모새달 군집의 분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밝힌 환경 요인의 영향, 즉 염도 및 고도 등과 

식생 분포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estri 

et al., 2005; Lee et al., 2012). 반면 영양 요인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고도와 토양의 영양 요인 간의 공간적 분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지역은 시흥염습지는 치환성 

양이온들이 고도와 각각 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는 공간적 분포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ang et al., 2018). 위 연구에 

따르면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양이 증가하나, 칼륨과 칼슘은 그 양이 감소하는 고도와의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산 역시 고도와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모새달 군집과 성분 1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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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피복 유형에 따른 연구 지역의 환경적 특성 단면도 

음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많은 양이 분포한 치환성 양이온 

및 인, 고도와의 관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칠면초 군집의 분포는 스트레스 요인인 염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해수로부터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칠면초의 군집이 형성되는 까닭을 영양 인자와의 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연구지역에 나타난 현재의 

칠면초 군집의 형성 및 분포는 환경 요인이 아닌 식생 간의 상호 

작용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 

판단한다. 다시 말해 높은 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 간의 경쟁이 

칠면초로 하여금 고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강한  곳에  군집을  

이루도록  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 . Kim(2019)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뚜렷한 염습지에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쟁에 

의한 종 다양성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낮은 지대에서는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그 자체로 종의 진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ecological filtering)을 할 수 있다. 또다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모새달은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염생 식물로 염도가 높은 

곳에서는 급격한 개체 수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Min, 2005, 

Slivestri et al., 2005). 반면 칠면초는 토양 내 수분 함량이 높고, 

해수에 의한 침수가 잦은 곳에 우점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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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김창환 외, 200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모새달과 칠면초의 분포는 염습지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즉 

염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환경 요인과 타 종과의 상호 작용이 한 종의 공간적 분포 및 군집 

내 개체수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지위 이론적 시각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연구 지역에 나타난 피복 분류에 따른 각 지형의 경향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Silvestri et al.(2005)는 갯골과 가까운 

낮은 고도의 지대로 갈수록 나지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고도의 영향보다 염도 그 

자체의 영향이 식생 군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이는 본 연구 지역에서는 식생의 군집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형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영향보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받는 직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도와 염도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던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그림. 5.3).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선행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선행 연구들은 

염습지에서 고도와 염도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임병선 외 1998; Roger et al. 2000; Rogers et al., 2006).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염습지에서 나타나는 토양과 수문 요인간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으며, 연구자의 연구 목적 및 접근하는 공간적 

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수행한 점이가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분석은 이러한 

해석을 공유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지역에서 관찰한 수문-

토양-식생 요인 간의 관계성을 피복 유형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점이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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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염습지에서 나타난 식생 군집의 분포는 환경 

요인과 영양 요인(먹이)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통적인 지위이론적 시각을 내세운 Grinnell의 

주장(1913)과 흡사하다. 반면 동일한 지역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와 

달리 식생의 분포를 결정짓는 것은 고도가 아닌 해수에 의한 

스트레스가 보다 직접적인 영향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고도는 

해수에 의해 식생의 분포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2차 영향 

인자로 보았다. 따라서 종의 지위는 종과 환경 요인 간의 관계로만 

정의될 것이 아닌, 환경 요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공간적 스케일을 달리한 접근을 통해 식생의 

분포와 환경 요인의 관계가 바뀔 수 있으며, 기존의 모델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stochastic한 메커니즘이 식생의 분포를 

결정하기도 함을 나타낸 바 있다(Kim, 2019; Pos et al.,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 간 경쟁 및 촉진 등의 상호작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염습지 내 식생의 분포 및 대상 군집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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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강한 환경에서의 환경 요인과 식생 군집의 

형성이 갖는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 지역에서 선행된 

연구들이 환경 요인을 현재의 군집을 설명하는 결정 요인으로 

주목한 것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검증의 도구로 

피복 유형에 따른 지역의 분류와 더불어 피복 유형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의 관찰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토양 및 수문 요인 간의 상관성은 피복의 유형, 즉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로 환경 요인에 의해 군집의 형성과 

분포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수문 요인(고도 및 배수)를 통해 받는 영향보다 스트레스 

요인(염도)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며, 수문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 

간의 상관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 선구종에 해당하는 칠면초는 군집의 형성에 있어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모새달에 비해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의 특성이 식생 군집의 분포를 설명하는 또다른 요인이라 

판단하였다. 한편 칠면초의 군집의 분포에는 상대적으로 후기 

천이종인 모새달과의 경쟁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종 간의 상호작용은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한편 Min(2005)은 

선구종인 칠면초라 할지라도 환경 요인과 무관한 분포 및 서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갯골과 가깝고 그 영향이 큰 낮은 고도의 

지역에서는 나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나지 역시 칠면초 군집이 분포한 곳의 

고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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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칠면초 등 선구종의 군집 형성 및 분포 역시 모든 환경이 

아닌, 환경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환경 요인은 시스템 내에 속한 생물들에게 

직·간접적이며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본 

연구는 시흥 염습지에서 나타난 모새달과 칠면초의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영향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닌 토양 및 수문 

등 환경 요인 사이로부터 야기된 간접적인 영향도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의 분석에서 언급한 지위이론적 시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 생물들의 

생장과  번식 , 그리고  멸종  등은  때때로  무작위적이며  

확률적인(stochastic)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기도 한다(Kim, 2019; 

Pos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지역에 나타난 식생 군집의 대상 

분포는 환경 요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집생태학의 이론들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식생 종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군집 분포의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군집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도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등으로 인해 그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집의 형성과 분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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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Distribution of 

Vegetations in Siheung 

Saltmarsh, Korea 
 

Sewon 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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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ttempt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ribution of 

vegetation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have been 

studied in the fields of physical geography and ecology for a long 

time, and are still the subject of many studies. In general, it is 

known that environmental stress such as high salt inflow from 

seawater and seasonal flooding ha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vegetation growth. Based on this academic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egetation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alt 

marsh located in Siheung-si, Gyeonggi-do. In general, saltmarsh, 

one of the coastal systems, has more stressful environment 

compared to terrestrial systems. This study area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type of the land covers: P. 

latifolius(Phacelurus latifolius)-bare flat, P. latifolius-S. 

Japonica(Suaeda japonica).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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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oil, hydrological and vegetation factors,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In addition, same approaches were used to analyze the 

transition spots where dramatic change in land cover were 

observed. This approach was hel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transition in land covers. As a result, the factors explaining the 

distribution of vegetation communities were differ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es. On the other hand, unlike previous 

studies, elevation gave an indirect effect to the vegetation 

community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stress from saline 

seawater, rather than a direct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P. latifolius and S. japonica. Surprisingly, since 

elevation does not show a clear relationship with salinity, a close 

influence between topography and soil factors was not found in 

this study. This result does not follow the traditional perspective 

in saltmarsh ecology. In previous research, elevation and salinity 

were closely related in saltmarsh (e.g. high elevation means high 

salinity with low water content in soil). P. latifolius communities 

were greatly influenced from soil factors such as salinity, 

whereas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not found between S. 

japonica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e 

interaction between species could be a factor which determines 

the distribution of S. japonica. Therefore, the distribution of 

species requires to consider not only the direct influences from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interactions among species, 

but also the indirect influences which may occur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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