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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와 해빈 모래 기원 영양소의 꽁간적 분포
-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를 대상으로 김 대 현*

Spatial distribution of nutrients from sea water and aeolian sands
in a coastal dunefield, Sindu-ri, Korea
Kim , Dae-Hyun
요약 : 해안사구 생태 시스댐은 대기 · 해양 · 육상 시스댐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場이다. 해안사구 생태 시

스댐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의 성질과 그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태적
프로세스의 복합성으로 인해 해안사구 생태 시스렘은 특히， 영양 조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으며 관련 선행 연구도 충분하

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서해안의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를 대상으로 해수와 해빈 모래 기원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공간적 분포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장에서의 토양 시료 채취와 실험실에서의 분석을 통해 질산염 이온 (NO‘)과 주
요 치환성 양이온 (Na+ , Mg2+, Ca2 +) 의 농도를 파악하였다. 획득된 자료는 지리 통계학 (geostatistics)적 접근을 통해 시각화되

었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상호 비교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Na+와 M호， 질산염 이온， Ca +은 각각 2.60m.아cg， 1. 87m.아cg，
2

O. 껴m아cg ， 9.65m，아cg 등의 평균 농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Na‘과 질산염 이온은 각각 대표적인 해수와 해빈 모래 기원 영양
소임에도 오히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두 영양소의 공간적 분포
에，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이외에도각자의 지화학적 (geochemical)특성과식생 분포， 연구지역의 기상조건둥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을추정케 한다. 한편， Mg2 +과 Ca +의 농도는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2

나타내였다. 이 연구는 해안사구 생태 시스템에서 영양소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뿐 아
니라각 영양소의 지화학적 특성과 연구 지역의 식생 분포， 기후 · 기상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함을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해안사구， 영양 조건， 해수와 해빈 모래 기원 영양소， 공간적 분포，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Abstract: Ecological processes in coastal dune ecosystem ar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atmospheric ,
terrestrial and marine environments. Understanding soil properties and their spatial distributions should be
preceded for an effective coastal management. Due to high complexity of ecologic a1 processes in dunefields ,
however, it is not easy to characterize the habitat, especi a11y with regard to nutrient conditions, and there have
not been performed enough studies. With focusing upon the nutrients from sea water and

ae이ian

sands , this

study investigates their spatial distributions in coastal dunefield , Sindu-ri , Korea. Extensive field work and
laboratory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concentrations of nitrate (NO) and major exchan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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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s of Na+, Mg2+ and Ca2+. Geostatistical techniques were introduced to

visu떠ize

the distributions of each

soil variables , which was followed by correlation an a1 ysis for comparative investigations of them one another.
Results illustrate that mean concentrations of Na+, Mg 2+, nitrate and Ca2+are 2.60mglkg , 1. 87mglkg , O.77m밍kg ，
and 9.65mg/k g , respectively. Especially , Na+ and nitrate show increasing concentrations with increasing
distance from the seashore though their sources are known to be sea water or aeolian sands. Thi s finding leads
to the assumtion that some other factors such as geochemial characteristics of those ions , plant distribution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the study area may be influential in the distribution of the two nutrients. On the
other hand , as distance from the seashore increses , concentrations of Mg2+ and Ca2+ tend to decrease markedly.
Thi s paper suggests that for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spatial distribution of nutrients in coastal dune

ecosystems , it is

necess따Y

to

synthe디cally

consider their geochemical properties , distribution of plant species

and climatic/meteorological conditions as well as distance from the seashore.
Key words: Coastal dune , Nutrient conditions , Nutrients from sea water and aeolian sands , Spatial
distribution , Distance from the seashore.

1.

공한다. 특히， 해안사구 생태 시스댐은 풍화를 통

서 론

한 영양소의 자체 생산이 충분하지 않고투수성이
높은 사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영양소가 빠르게

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전통적으로 토양과 식생의 관계를 통해 토양 성

용탈되므로 내륙 생태 시스댐의 토양에 비해 식생

질의 공간적인 패턴이 유도되며 식생 역시 토양 성

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충분한 저장고 역할을

질의 공간적 변이 (soil heterogeneity) 에 생태적으

할 수가 없다 (van der Valk , 1974). 그러므로 시스

로 반웅한다고 알려져 왔다

(Jackson et a1., 199()).

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소는 해안사구 생태

특히 식생의 생장에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환

시스댐 내에서 식생의 진입과 서식을 위해 필수적

경에서는 토양의 공간적 변이가 식생 사이의 경쟁

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양한 유입 경로 중，

과 촉진 (facilitation)과 같은 상호 작용에 개 입 되는

해수 기 원의 대기 침 적 (atmospheric deposition)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종국에는 식생의 분포 패턴

과 바람에 의한 해빈 모래의 이동은 해안사구 생태

을 결정할 수 있다 (Chapin et a1., 1994). Critchley

시스댐 내부로 영양소를 유입시키는 주요한 요소

et a1. (2002)는 다양한 식생 군락이 각각 특정한 토

이다 (e.g. Clayton , 1972; van der Valk , 1974;

양 성질과 일관된 관계를 보이는 지 역에서는 식생

Barbour et aJ. , 1987; Fay and ]effrey , 1992;

의 보존과 관리 · 복원 전략을 위해 토양의 성질을

Whipkey et a1., 2000).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파악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논하였다.

는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토양의 물리 .

화학적 성질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며 변할 수 있음

해안사구 생태 시스댐은 대기 · 육상 · 해양 시스

이 언급되었다(e.g. Hesp , 1991; Stallins , 2001).

댐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독특한 서식지로

종합하면， 생태 시스템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

서， 여타 생태 시스템과는 상이한 서식 환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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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토양의 성질과 그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

반면， 이차사구는 해안선과 이격되어 있어 해빈

해가선행되어야하며，해안사구생태 시스템의 경

과의 모래교환과 같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

우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소의 분포에 연

하지 않는다. 즉， 이차사구는 모래가 해빈으로부터

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입되기보다는 주로 전사구의 모래가 재동 (再動;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서해안의 신두리 해안

reworking) 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사구 低地는

사구 지대를 대상으로 해수와 해빈 모래 기원 영양

전사구나 이차사구에 비해 지하수면과 가깝기 때

소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문에 이들 사구列과는 매우 다른 생태적 조건을 지

세부적으로는， 이들 영양소가 해안선으로부터의

니며， 이곳에서는 독특한 식생 군락이 조성된다

거리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지니며 분포하고 있

(Pethick , 1984).

는지， 그 분포에 개입된 메커니즘으로서 해안선으

해안사구 생태 시스템은 대기 · 육상 · 해양 시스

로부터의 거리 이외에 고려되어야할변수는무엇

템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독특한 서식지로

인지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지 조사와

서 특히， 영양 조건 측면에서 여타 생태 시스댐과

실험실에서의 분석을 통해 질산염 이온과 주요 치

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양소와 수분이 전

환성 양이온 (Na+ , M킹 ， Cl+) 의 농도를 측정하였

반적으로 부족하며 모래가 지속적으로 운반 · 퇴

다. 일차적으로 지리 통계학적 방법 1)을 통해 각 변

적되는 해안사구 생태 시스렘의 환경은 種들 사이

수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시각화한 후 상호 비교

의 경쟁과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외에 해안사구 식

분석하였다. 이후 각 요소들과 해안선으로부터의

생이추가적으로극복해야할악조건이 된다.그러

거리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므로 해안사구 식생은 시스템 내에서의 우점
(domination)보다는 생존 자체에 전략의 초점을

2)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동향 - 해안

맞춘다 (Carter , 1988).

사구 생태 시스템의 하위 지형 경관과 영

해안사구 토양)은 해수 기원의 양이온， 특히 Na+

양조건

을 다량 함유하는 반면， 점토광물과 유기물 함량이

해안사구는 일반적으로 전사구 (foredune)와 이

매우 낮아 양이온 치환 용량 (cation exchange

차사구 (secondary dune)로 구분되 며 (Carter et

capacity; CEC) 이 낮다 (Ranwell , 1972; Barbour et

al. , 1990) , 사구 低地 (dune slack)는 이들 사이 에

al" 1987). 또한 해안사구 토양은 풍화를 통한 영

분포한다. 해빈에 맞닿아 분포하는 전사구는 해빈

양소의 자체 생산이 충분하지 않고투수성이 높은

과 모래를 직접적으로 교환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사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영양소가 빠르게 용탈

1) 지리 통계학(geostatistics)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토양 성질의 공간적언 변이를 연구함에 널리 이용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식생과 토양의 공간적 패턴을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다(e. g. Sch1esinger et a1., 19% ; Maestre
and Cortina , 2(02)
2) 해안사구 토양은 토양 분류법 (Soil Taxonomy)의 127ij 토양목(Soil order) 중 하나인 엔티졸(Entisol)에 해당한다. 엔티졸은 퇴적
연대가 얼마 되지 않아토양 생성 프로세스를통한토양구조의 발달이나용탈· 집적등의 흔적이 없는토양이지만앓은 A층은분
화되어 었다(류순호， 2002). 모래의 지속적인 퇴적에 의해 생기는 해안사구 토양을 더 자세하게는 Psamments이라는 아목
(suborder)으로 분류한다 (Steila and Pond , 1989).

-59-

해수와 해빈 모래 기원 영양소의 공간적 분포

되므로 육상 생태 시스댐의 토양에 비해 식생의 생

유사한 결과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옹대 계

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충분한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절풍 기후 환경 하에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루

가 없다 (van der Valk , 19껴). 그러므로 해안사구

어지는암석의 풍화와물질의 유출을강조하였다.

식생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대부분 외부 시스

한편， 필수 영양소인 질소는 해안사구 토양의 기

렘으로부터 유입되며， 그 다양한 유입 경로 중 대

원이 되는해빈의 모래와해수에 결핍되어 있어 해

표적으로 해수 기원의 염분 포말 (sea/salt spray) 이

안사구 식생의 성장에 제한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e.g.

다 (Ranwell , 1972). 그러나 이 영양소의 유입 경로

Clayton , 1972; van der Valk , 1974; Barbour et a1. ,

를 파악하려는 여러 시도 중 Fay and ]effrey

1987; Whipkey et a1. , 2에0). 특히 , Clayton (1 972)

(1 992)는 오히려 해빈의 모래가 전사구의 식생에

은 염분포말의 유입량이 식생의 분포와 형태， 영

질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요한 공급원이 될 수

양소의 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해안사구 주변의 환경 변화

또한， Trudgill (1988)은 주요 영양소가 시스햄 내

로 인해 증가하는 대기 침적 역시 질소 뿐 아니라

부에서 충분히 분포하는 경우 대기 침적

인의 공급원이 될 수 있으되 이 현상이 지나칠 경

(atmospheric deposition)의 효과는 미 마하나 석 영

우 오히려 부영양화 (eutrophication)가 야기되어

질 모래와 같은 기질 (substrate)로 구성된 시스렘

기존 환경에 적웅된 植生像이 교란되고 種 다양성

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양이 적으므로 대

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언급되었다 (Koerselman ,

기 침적의 효과가 그 중요성을 띨 수 있다고 논하

1992; Kooijman et a1. , 1998; ten Harkel et a1. ,

였다. 이와 같은 토양 특성과 영양소의 유입 조건

1998). 이러한 견해는 질소와 인이 부족한 영양 환

에 의해 해안사구 생태 시스햄은 영양소 수지

경은 그 나름대로 이들 영양소를 적게 요구하는 식

(budget) 측면에서 육상 생태 시스댐과 다른 양상

생 種들에게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한편，

을 보인다. 즉， van der Valk (1974)는 해안사구 생

대기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유입되는 질소는 후기

태 시스렘에서는대기 침적과같이 외부시스댐으

천이 種의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도

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소의 양이 용탈 (leac바19) 에

일맥 상통한다 (Grootjans

et a1, 1998).

의해 시스댐 외부로 유출되는 양에 비해 많다고 주

해안사구 생태 시스댐은 현재까지 논의된 해안

장하였다. 반면， 내륙 생태 시스댐의 경우

사구 토양의 영양 조건이나 미지형 · 미기후와 같

Bonnann and Likens (1967)은 Hubbard Brook에

은 다양한 환경적 인자들과 관련된 일련의 생태적

서 의 소유역 접근볍

(small watersheds approach)

기울기 (ecological gradients)를 지니 며 이는 다양

을통해 시스렘 내에서의 풍화산물이라추정되는

한 시 ·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용하게 된다 ((그

주요 금속성 양이옹들의 유출량이 유입량을 능가

림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국내에서는 박수진

분 함량， 영양소 함량， 해수 · 바람에의 직접적인

(1 992) 역시 소규모 화강암질 하천유역에서 이와

노출과 보호 둥과 같은 생태적 기울기의 변이에

3) 이는 보통 先騙種 (pioneer spedes)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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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해안사구 생태 시스템의 생태적 기울기 (ecological gradients)

(Carter, 1988, p. 320 에서 재구성)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 식생은 두 가지 양상으로 반웅한다. 즉， 해안
사구 식생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공간적 모자이크

또한， 인근의 만리포， 학암포 동의 해안이 대안

를 구성하며， 흔히 빠른 속도의 천이를 보인다

해안 국립공원에 속한 반면， 신두리 해안은 이 지

(Caπer， 1988).

정에서 제외되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 상
대적으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

3)

다. 그 때문에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는 현재까지

연구 지역

연구 지역인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는서해안 태

원지형과 생태 시스햄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

안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상 충청

고 있어 우리나라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안사구 지

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속해 있으며 수리적

대로인식되고있다.

인 위치는 북위 36 49' - 36 52’ , 동경 126 11’

1994년부터 2001 년에 걸쳐 연구 지역 일대는 연

- 126 13’ 에 해당한다.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는

평균 기온 12.5t , 연 강수량 916.9mm , 연평균 풍

1990년대 초반까지 군사 작전 구역으로 지정되어

속 2.6m/s를 보이고 있다 ((표 -1) ). 기온의 연교

0

0

0

0

〈표-1)

기

온

~*iM
평균풍속
평균최대 풍향

연구 지역 근방의 주요 기상 자료

1월

21활

3월

4월

5뚫

10훨

11홉

12-짧

전펀

0.5
23.1
3.5

1.2
10.9
3.2

4.7
37.7
3.2

9.6
36.1
2.7

14.3 19.1 23 .7 25.0 21 .7 16.4
73.3 141. 8 133.8 260 .4 103.5 48.3
2.2
2.6
1.7
2.3
1.8
2.0

9.8
32.8
3.1

3.9
15.1
3.3

12.5
916.9
2.6

NNW NNW

NW

WNW

SW

6월

SSW

자료 : 기상정， 자동기상관측연보， 근흥， 1994년 -2001 년.
기온 : .C; 강수량 : mm; 평균 풍속 :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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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

었

〈’원

"V ,rt.:

연구 지역의 월별 기온 • 강수량 분포 (자료 출처 : 상동)

차는 24.5 "C로서 다소 큰 편이지만 최한월 (1월)

였고， 둘째， 이차사구에서 아까시 삼림의 면적이

기온은 영상을 기록하였다. 강수량은 여름철에 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달맞이꽃， 망초， 미국 자리

당하는 7-9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50%에 달하는

공과 같은 귀화 식물이 급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찌.7mm이 기록되어 연구 지역이 강수량의 뚜렷

사구 低地에서 버드나무 군락의 면적이 증가하고

한 월간 변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았다. 평균 풍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선두리 해안

속의 경우 겨울철과 초봄 사이 (11-3월)에 평균

사구 생태 시스댐 내부에 그동안 인위적인 개발 압

3.011νs 이상의 바람이 형성되어 다른 시기에 비해

력과 서식 환경의 자연적인 변화가 이어져왔음을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낸다. 또한 평균 최대 풍속은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향후 이 지대의

전자의 시기에 북풍~북서풍이 우세하며 후자의 시

식생과 서식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기에 남풍~남서풍이 우세해 최대 풍향의 월간 변

역시시사하고있다.

이 역시큼을알수있다.

4)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에서는 최근 몇가지 植生

연구방법

像의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그림 -3) ). 이 지역
의 항공사진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

(1) 격자의 설정과 토양 시료의 채취

대 초반 이후 1998년까지 전반적으로 삼림과 사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 지 역인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습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에서 전사구와 사구 低地， 이차 사구를 포함하도록

신두리 해안사구 중부 지대를 대상으로 2003년 여

해안선에 수직 방향으로 1야n

롬， 현장에서 실시된 식생 조사를 통해 첫째， 1990

각형 모양의 연구 대상지를설정한바 있다. 이 연구

년대 후반에 비해 전반적으로 식생 피복이 증가하

대상지는다시 20m x 20m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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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융꼈

m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의 항공 사진 비교4) (좌: 1991 년， 우: 1998년)

격자 총 126개로 세분화되었다 ((그림 -4)).

박스에 보관하였다. 또한 귀화 식물이나 식생 천이

토양 시료의 채취는 강우에 의한 토양 성질의 교

의 징후가 발견되는 격자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란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2003년 8월 초， 비가 온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 3 일 이상이 지난 맑은 시기를 선정하여 실시하

개의 격자에서 총 193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였으며 야간이나 여명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침

그림 -4)).

126

<(

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에 마무리하였다.

각 격자의 중앙에서 깊이 20cm-25cm로 땅을 파

(2)

영양소 함량 조사

500g 이상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 직후

2M 염화칼륨 (potassium ch1oride; KCl)에 의한

밀봉하여 실험실에 냉동 보관하기 전까지 아이스

추출법은 질산염 이온 (N03-) 의 농도 측정 시 가장

4) 각 사진의 우하단에는 아까시 (Robinia pseudo-accada L.) 삼림이 분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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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4
11

〈그림-4)

연구 지역의 등고선 지도와 설정된 격자 및 시료 채취 지점

널리 이용된다 (Maynard and Kalra, 1993)~ 이 연

는 1M 암모늄 아세테이트 (ammonium acetate;

구에서는 농업과학기술원 (200이에서 추천하는 실

NH40Ac) 에 의한 추출법 5)으로 추출이 가능하며

험 과정을 참고하여 질산염 이온의 농도 측정을 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식물이 이용 가능한 치환성 양

한 前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질소/인 자

이온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동 분석 기

(N/P Flow Injection Analyzer , Model

(McLean and

Watson, 1985; Simard (1993) 에서 재인용). 이 연
구에서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광 분석기 6)(Mod리

No. FIAstar500이를 사용하였다
치환성 양이온들은토양내에서 서로동적 평형

No. Shimadzu ICPS-750이를 사용하여 前처 리 된

을 이루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즉， 토양 내 알

여과액의 주요 치환성 양이온 (Na+, M함， Ca +) 농

칼리 금속이나 알칼리토 금속은 토양 수분에 용해

도를측정하였다.

2

되어 있는상태，빠르게 치환될수있는형태，느리
게 치환되는 형태， 토양 입자의 구조를 이루는 형

(3) 자료의 처리와 통계분석
자료의 정규성 (normality)은 통계학적으로 매우

태 등으로 토양 내에 분포한다. 이중 수분에 용해
되어 있는 영양소와 빠르게 치환될 수 있는 영양소

j

중요한 사항이므로 토양 자료가 정규 분포를 보이

5) 토양 시료에 일정양의 1M 암모늄 아세테이트 용액을 넣고 진탕시키면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었던 치환성 양이온들이 용액 내로
추출되고 그 자리에 암모늄 이온 (NH/)이 홉착되게 된다(Sima띠， 1993).

6)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αromerty)는 원자 방출 분광법으로 중성 원자에 열에너지를 가해 최외
각 전지를 들뜨게 하고， 이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선을분광시켜 화학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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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

2 Y (h)=

확률 플롯 (normal probability plot)과 Lilliefors

(2004, 3)

-L
Z [Z(Xi)-Z(Xl+h)]2
N(h)

te앉 (Norusis and SPSS Inc , , 1993)를 통해 검증된

각 자료는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정규 분

(N (h): 거리 h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순서쌍 개수)

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도록 변환을 가하였다기.

제곱한 것의 기대값이 된다. 세미베리오그램을 산

일반적으로 자료들이 ‘대략적인’ 정규 분포를
보일 경우 대부분의 통계 테스트에 적합하다

출하기 위한 일반적 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공식을통해 다양한거리 (h) 에 대해 계산

(Norusis and SPSS Inc , , 1993) ,
변환 전 · 후 토양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를 SPSS@

된 경험적 베리오그램은 원형 모델 (spherical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기술 봉계

model)이나 지수 모텔 (exponential model)과 같

를 행하기에 앞서 실시된 변환 후에도 정규 분포에

은 이론적 모텔에 의해 적합화된다. 이 모텔은 해

가까워지지 않은 토양 변수의 경우 더 이상의 변환

당 변수의 공간적인 변이의 구조를 파악하는 정보

은 지양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原資料가 완벽한 정
규 분포를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 자체

Z (X o)=

가 불가능하며 지나친 변환은 차후 자료를 해석할

I

À i Z(Xi)

시 오히려 혼란을초래할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미베리오그램 분석은 지리 통계학의 주요한
기 볍 중 하나이다 (Webster and Oliver , 1990) , 세

가 되며， 크리깅을 수행할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

미베리오그램은 자료를 측정한 지점들 사이의 공

한다. 즉， 크리깅 시， 미지의 지점 x。의 추정치

간적 상관성의 정도를 측정한 수치로서 , 각 변수들

Z(찌)를 나타내는 공식에서 각 기준점에 부여될 가

의 공간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척도가 된다. 세미베

중치를 의미하는 Ài 는 임의의 변수가 아니다. 이

리오그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가중치는 세미베리오그램 모텔링을 통해 획득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2 Y (h)=E[(Z(x)-Z(x+h) )2 1

이 연구에서는 우선

S-PLUS@ 6 for Windows를

(y (h): 세미베리오그램 ， Z( 찌 :x지점에서의

사용하여 각 토양 자료의 세미베리오그램 모델을

측정값， h: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구축하였다. 이후 세미베리오그램 모텔을 토대로

Surfe딴 7 (Golden Software , Inc" 1999) 에서 제공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세미베리오그램은 일

하는 공간적 내삽 기법 중 하나인 크리깅을 사용하

정 거리 h 만큼 떨어진 두 자료들 사이의 차이를

여 각 자료를 시각화하였다. 토양 변수들 간의 상

7) 우선 자료가 양의 왜도를 보이는 경우 주로 λ}용되는 변환은 로그 변환 (Iogarithmatic transfonnation; LI∞)이다. 이를 통해 평균
이 분산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상황이 완화되고， 이들이 서로 독립이 될 수 있다(Sokal and Rohlf, 1995) , 반면， 자료가 음의
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제곱근 변환(Square root transfonnation; SQRT)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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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띤 for Windows를

과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변이는그리 크지 않다고

사용하여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

사료된다.

보았다. 그러나 각 변수들은 연구 지역 내에서 수

주요 치환성 양이온 농도의 경우 우선 Na+ 이 다

평적인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을 강하게 보일

른 영양소에 비해 보이는 농도의 특성에 주목할 만

수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은 단지 각 변수들이

하다. Na+의 농도는 질산염 이온이나 Mg 2+의 농도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설명하기

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Ca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의 농도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2
+

이는해안환경에서는높은농도의 Na+ 이 식생의

생장에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일반적인 시각과，

2.

각 엉양소의 공간적 분포

실제로 해안사구 토양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
진 선행 연구들의 결과 (van der Valk , 1974;

1) 도입

Kellman and Roulet , 1990) 와도 상충된다. 또한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토양의 영양소 함량에 대

이 연구와 통일한 연구 지 역에서 2002년 가을에 이

한 실험 결과를 〈표 -2) 와 〈표 -3) 에 기술 통계량

루어진 예비 실험의 결과K)와도 상이하다. 이에 대

(descriptive statistics)으로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해서는 차후 보다 깊은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토양 변수가 양의 왜도를 보여 질산염 이온을 제외

2

한편， Ca +의 농도는 평균

9.65 mg/kg 으로서

영

한 모든 변수에 대해 변환을 가하였다. 이 때 전술

양소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최대값이

했듯이 과도한변환은차후자료의 해석에 어려움

93.10

이 생길 7}능성이 크므로 지협}였다.

자료의 공간적 변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mglkg이고 변이 계수가 180% 이상이 되어

식물의 필수 영양소가 되는 질소는 평균적으로

1m방영 미만의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특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영양소 분포의 공간적인

히， 자료의 범위가 0.23m.아(g - 2.04m아(g에 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세미베리오그램 분석을 실

〈표-2)

토양변수

Na+(mg/kg)

뽕

끊

Na2+(mg/kg)

2.60
1.87

질산염 이온(mg/kg)

O.π

Ca2+(mg/kg)

9.65

* 표준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토양 성질 측정값의 기술 통계량

f쯤

￥I

훌I~짧

혔때렀

1.1 3

5.81
10.77
2.04
93.10

0.81
0.23
1.36

표춘행차

변01 확1**(%)

0.68
1.1 5
0.36
17.41

26.15
61. 50
46 .75
180.49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백분율

8) Na' , Mg2' , Ca2' , K' ，의 평균 농도는 각각

2.01 m아(g ， 0.66 m，아(g ， 3.32 m，방영， 0.67m방(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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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

포

4.29
18.17
-0 .75
9.48

었

f뚱

1. 35

3.15
0.3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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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토옆변수

(2004.3)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변환된 토양 성질의 기술 통계량

변환짧수*

평

95%신뢰

균

구간

표훈편차

변01 껴수

점

도

왜

도

Nor.**

Na+(mg/kg)

LOG

0.402

0.008

0.108

26.87

1.4 23

-0.010

0.0047

Na2+(mg/kg)

LOG

0.218

0.015

0.203

93.12

0.446

0.933

0.0000

질산염 이왼 mg/kg)

SQRT

0.852

0.015

0.210

24.65

-0.990

-0.073

0.0000

Ca2+(mg/kg)

NRR

-0.503

0.013

0.177

35.19

-0.189

0.625

0.0000

* LOG =Logar~hmatic transformation; SORT =Square r∞It transformation; NRR =Negative
** No r. : Normality (Li lliefors test (Norusis and SPSS Inc. , 1993)의 유의도)

recipr∞al

of square n∞Ifll

시하였다 ((표 -4) ). 연구 지역의 세미베리오그램

램 분석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내륙으로의 방향

은 세가지 측면에서 괄목할만 하다. 첫째， 토양의

이 0 。’ 혹은 180 。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이방성은

영양소로서 측정된 4가지 요소 모두가 이방성

해안선과 평행하거나 그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타

(anisotropy)을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이는 연구

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각토양 변수의 이방

지역에서는 임의의 지점 주변이 방향에 따라 다양

성은 해안선에 평행하게 분포하는 전사구列과 사

한지형적 조건과식생의 유형을보이고 있음과 연

구 低地， 이차사구列 등의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 대부분의 토양 성질

다. 결론적으로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의 영양소는

이 보이는 이방성은 연구 지역의 주요한 지형적 기

해안선으로부터 내륙으로의 방향보다는 해안선에

복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네가지 요소들은 Mg + 이

평행한 하위 지형 경관 상에서 더 높은 공간적 의

약간의 편차를 보일 뿐， 모두 90 。와 유사한 방향에

존도 (spatial dependence)를 보이고 있다. 셋째 ,

대해 이방성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세미베리오그

모든 토양 변수들은 세미베리오그램 모델링에서

2

〈표-4)

토양변수

Na+(mg/kg)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 토양 변수에 대한 세미베리오그램 모델

。 l방셨
생ni않tn행!y)

•

.2 웰

4

햇

실

(Nug당et)

값

(장10

법

위

(밟1ge)

청

샤

(SI。없)

70。

선형

(Li near)

0.0073

0.00004

Na +(mg/kg)

6 5'。

선형

(Li near)

0.0243

0.0001

질산염 이왼mg/kg)

90。

선형

(Li near)

0.0392

5.6733

Ca2+(mg/kg)

80。

선형 (Li near)

0.0046

0.0003

2

9) Ca '의 경우 매우 강한 양의 왜도를 보여 로그 변환을 실시하였으나， 히스토그램과 정규 확률 플롯(Nonnal probability plot) 확인
결과 연전히 정규 분포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었으므로， 보다 강한 변환을 취하였다. Negative reciprocal root 변환의 공식은 다음
과 같았다 (Ha때lton ， 1990 , p.l64 참조).

2

_(X )

I2

여기서 ， X는 변환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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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모텔 (Linear model)에 의해 적합화되고 있

보였다 ((표 -2) ， (그림 -6)). 우선 Na+ 의 평균 농

다. 실제로 대부분의 토양 변수들은 측정 지점 사

도가 2.60mglkg에 불과하여， Ca 2 +의 평균 농도보

이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동F는 세

다 월등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미베리오그램을나타내었다.

있다. 일반적으로해안사구와같은해안환경에서
는 인근 바다로부터 유입 되는 염분 포말 (sea/salt

2) 해수 기원 영양소의 공간적 분포

spray) 이 강우의 화학성에 지배적인 영향 인자가
되며 특히 Na+와 Cl-, M양+ 등의 이온에 대해서는

(1) Na+

9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Na+의 농도는 0 。 방향에서는 공간적인 구조를 거

(Ceron et a1., 2002). 그러므로 해안 환경 에서 발생

의 보이지 않으며 세미베리오그램 값의 분산도 큰

하는 강우에 의한 습윤 침적 (wet deposition)과 염

편이다 <(그림 -5) ). 즉， Na+ 의 세미베리오그램은

분 포말에 의한 건조 침적 (dπ dεposition)에 다량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이렇다할 기울기

의 Na+ 이 함유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대부분

를 지니고 있지 않다. 반면， Na+ 농도는 70 。 방향에

의 선행 연구에서도 해안사구 토양 내에 분포하는

대해 뚜렷한 선형 증가 패턴을 나타내며 세미베리

치환성 양이온 중 Na+ 이 가장 높거나 Ca 2 +다음으로

오그램도 O 。 방향의 경우보다 높다. 그러므로 연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111 Kellman and Roulet

지 역 에서 Na+은 zonal anisotropy와 geometric

(1 990) 의

anisotropy를 동시 에 보여주고 있다삐

15.89m야g를 기록하여 본 연구의 결과보다 월등

Na+은 연구 지역 전반에 걸친 농도와 공간적인

히높았다.

분포의 측면에서 모두 연구 가설과 상이한 결과를

0.014

••’

‘

,.. 0.012

￥

0.01

~

0.008

다음으로 Na+은 해안에 맞닿은 전사구에서 가장

0.02

‘~ 용f

~

~ 0.015

‘ ...

j
ζ

영

o oo4

cf)

0.002

@

0 , 01

>

Gì 0.005!

(/)

’

oI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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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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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Na+ 의 세미베리오그램 (좌 : 0 direction , 우 :
0

-- ..

~

@

‘

홍 0006
￡

연구에서는 Na+ 의 평균 농도가

60

τ..

••

••
-‘

80

100 120 140 160 180
lag (m)

0

70 direction)

10) 일반적으로 방향에 따라 실 값(Sill)은 일정하나 범위(없nge)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 방향에 따라 범위는 일정하나 실 값(Sill) 이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자와 후자를 각각 geometric anisotropy, zonal anisoσDpy 라 부르며 이들은 서로 혼합된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Bailey and Gatrell , 1995).

11) van der Va!k, 1974; KelIman and Roulet , 1990

-68-

地理學論輩 저143호

(2004.3)

낮은 농도를 기록하였으며 사구 低地， 이차사구로

Valk (1974)는 Cape Hatteras 해안에서 염분 포말

갈수록 그 농도가 증가하는 공간적인 분포를 보이

로서 연간 유입되는 Na+의 양은 전사구 내에서도

고 있다. 즉， Na+ 은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전사구의 風上

짐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는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料面과 정상， 風下 料面으로 유입되는 Na+의 양은
각각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안 환경에서 Na+의 90% 이상

1300kglha . yr , 740k，따la . yr , 31Ok，밟la . yr

은 해수 기원의 염분 포말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

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문에 이러한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Na+의 이러한 공간적인 분포는 해안선으로부터의

가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염분포말은해안에서 파

거리 함수로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Na+이 지니

랑의 부서짐에 의해 생성된 미세한 해수 입자들이

는 가용성의 정도와 시료 채취 전 연구 지역에서

대기의 상대습도가 75% 미만인 경우 대부분 결정

강도 높게 발생하였던 강우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

화 (C1γstallization)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다. 지화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Nκ은 1가 양이온

다 (Gustafsson and Franzen , 1996). 이 입자들은

으로서 다른 2가 양이온에 비해 토양 수분에 용해

해풍 (sea breeze) 에 의해 육지 쪽으로 운반되는

되어 시스렘 외부로 유출되기가 쉽다. 또한 토양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해안에 침적되며， 이러한 현

시료를 채취한 시점은 2003년 8월 초로서 인근 서

상은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점차

산 기상대에 따르면 동년 7월 동안 290.2mm의 강

감소하게 된다 (Clayton , 1972). 실제로 van der

수가 보고되었다 (때TW.kma.go.kr) . 이는 서산 일

fll)

1 기 찌쩔鐵繼擬Iι
0 ,35

0.315

0,4

0.4 25

(LOGmg/kg)

〈그림 -6) 로그 변환 (LOG)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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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g 2+의 세미베리오그램 (좌 :

대 평균적인 연 강수량의 1/4에 해당하는 양이다.

0 direction , 우
0

:

0

65 direction)

정도 일정한 농도의 기울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Na+은 7월 동안 집중적으

한다. 실제로 공간적 내삽을 통해 시각화된 Mg +의

로 형성된 강수에 의해 시스댐 외부로 다량 용탈되

분포도에서도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었으리라 추정된다. Na+ ò l 모든 토양 변수들과 전

따라 그 농도가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연구 지 역

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 ((표-5) )또한 이와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5 。 방향에 대

같은 지화학적 · 기상 조건적인 측면에서 독특하

해 Mg +는 약 80여 미터의 거리 (Lag)까지 세미베

게 반용하였던 Na+ 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리오그램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의 거리에서 뚜렷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Nκ 의 공간적인 분포 양

이 증가승}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M양+이 65 。

상은 Na+ 이 용탈을 통해 시스댐 외부로 유출될 시

방향， 80m 이내의 거리에 대해서는 측정 지점 사

각식생 種마다이 영양소를보유하는능력，즉생

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 농도가 유사함

리적인 특성이 다름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여겨

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안 시스댐에서 M양+은 Na

진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식

과 더불어 그 기원이 해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2

•

생 자체의 생리 · 생태적인 성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지역에서 Na+ 이 보이는 공간적인 분포가 이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러한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양상을 보인 것과는 달

검증을 보류하도록 한다.

리 Mg2+은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벌어짐에 따라

그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Mg

8) ). 특히 이러한 기울기는 전사구와 사구 低地 사

2

+

연구 지역에서 M양+이 보이는 공간적인 자기상관

이의 전이 지대 (transition zone) 에서 상대적으로

의 구조는 다른 토양 성질에 비해 다른 양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며 사구 低地와 이차사구는 Mg +
2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Mg +는 O 。 방향에서

의 농도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이는 Mg +

세미베리오그램이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

이 평균적으로 1.87m아<:g의 낮은 농도를 보임에

2

2

고 있으되 그 분산은 다소 큰 편이다. 이는 Mg +의

도 최대값이 10m와<:g 이상에 달하고 강한 양의 왜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멸어짐에 따라 어느

도를 보이며 변이 계수도 60% 이상이 되는 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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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η

‘3 蠻繼

-0.05

0.1

0 .25

0 ‘4

0.55

(LOG mg/kg)

〈그림-8) 로그 변환 (LOG)된

통계치 ((표- 2))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Mg 2+ 농도의

공간적 분포

는 근거이다. 이는 전술했듯이 각 식생 種이 영양

한편， Mg +은 평균 농도가 1.87mg/kg로서 Na+의
2

소를 보유하는 생리적인 특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평균값보다 다소 낮음에도 전사구에서는 훨씬 높

할것이다.

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Na+ 이 그만큼 연구 지역 내의 다른 지점보

3) 해빈 모래 기원 영양소의 공간적 분포

다 전사구에서 특히 높은 용탈 현상을 보였다는 것
이다. 왜냐 하면， Na+과 동일 기원을 지니는 Mt+의

(1 )

질산염 이온

(N03-)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질산염 이온은 방향에 따라 뚜렷한 이방성을 보

따라 농도가 감소하는 기울기를 보였고 이는 일반

이지는 않는다 ((그림 -9)). 질산염 이온의 세미

적인 시각으로 납득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베리오그램은 〈그림 -9)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

즉， Mg +의 이러한 공간적인 분포를 감안한다면

0 。와 90 。 방향에 대해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완만

Na+ 역시 대기로부터 전사구에 집중적으로 침적되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질산염

어 왔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Na+ 만

이온이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과 해안선의 수직 방

이 배후 사구 지대보다 전사구에서 낮은 농도를

향에 대해 공간적인 기울기를 비교적 고르게 지니

보이는 것은 전사구에서 집중적이며 국지적인 용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간적 내삽 (spatial

탈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론에 도달하게 하

interpolation)을 통해 생성된 질산염 이온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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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질산염 이온의 세미베리오그램 (좌

분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

: 0 direction, 우 : 90 direction)
0

구 남부의 정상 부분12)은 2.00m，아영 이상의 가장

질산염 이온의 농도는 평균적으로 lmg/kg 미만의

높은 질산염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농도는 주변

낮은 수치를 보이며 변이 계수 역시 46% 정도에

의 완사면을따라사구 低地로내려오며 약간씩 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포의 변이는 그리 높

소하는 추세를보인다. 반면， 이차사구 북부 정상

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림 -10) ). 질

부분에서는 질산염 농도가 O.20mglkg 남짓한 최

산염 이온은 연구 지 역 전반에 걸쳐 O.70m아(g 내

소값을 보이며 주변으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고

외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세 부분에서

있다. 마지막으로 전λ}구와 λF구 저지 전반에 걸쳐

비교적 큰 공간적인 변이를나타낸다. 우선 이차사

O.60mglkg -.O.80m;방(g 사이의 비교적 고른 분포

m)

0.72

0.77

o.a2

(SQRT mg/kg)

〈그림-10) 제곱근 변환 (SQRT)된 질산염 이온 농도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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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던 질산염 농도가 전사구의 중앙 부분에서

a1. (1 998) 는 주로 사질 입자로 구성된 기질

는 O.40m아땅 미만의 낮은 농도를 보이며 감소하

(substrate) 하부 15cm 깊이에 설치된 lysimeter에

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해안사구 생태 시스템에

서 질산염 이온의 농도가 O.065m아(g.으로 산출되

서 해빈 모래가 질소의 기원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질산염 이온의 경우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신두리 해안사구

본 연구에서 획득된 수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대 질산염 이온의 공간적인 분포는 오히려 콩科

현재까지 살펴본 질산염 이온 농도의 공간적인

식물인 아까시 나무가 질소를 고정하는 생리적인

분포는 연구 지역의 지형이나 해안선으로부터의

특성과 연관시켜 이해함이 적절할 것이다131

거리， 혹은 기타 토양 변수들과의 지화학적

Kellman and Roulet (199이은 열대 해안사구 지

(geochemícal)인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대에서 식생 천이 단계 별로 토양의 영양소 보유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로 질산염 이온의 농도는 연

양상을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삼림 지대

구 지역 전체적으로다른 어떤 토양 변수와도 전혀

에서 질산염 이온의 평균값이 2. 542m아(g으로 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표 -5) ). 그러므로

장 높았으며， 先騙種이 정착한 곳에서는

질산염 이온 농도의 공간적 인 분포는 향후 연구 지

O.0031mglkg의 값이 산출되어 본 연구의 결과에

역 식생의 공간적인 분포와 관련하여 해석을 시도

비해 매우 높은 공간적인 변이를 나타내었다. 즉，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두 연구 결과， 삼림 지대에서는 질산염이 이온의

농도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先騙種이 정

(2) Ca 2+

착한 곳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안 삼림

Ca 2+은 Mg2+과 마찬가지로 O 。 방향에 대해 세미베

지대에서 질소의 변환과 보유를 연구한 Seely et

리오그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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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a +의 세미베리오그램 (좌 :

2

0

0 direction

우 :

0

80 direction)

12) 아까시 (Robinia pseudo-accacia L.) 삼림 이 분포함
13) 콩科 식물과 같은 공생적 질소 고정자는 독립 생활을 하는 박테리아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질소를 토양 풀에 제
공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Hop때lS ， 1999 ,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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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림 -11)) ，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조성 15)을 감안하다면 설명되기 어려운 결과이다.

짐에 따라 농도의 기울기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

한편， Kellman and Roulet (1990) 에 의한 열대 해

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로 〈그림 -12) 에서 확인할

안의 식생 천이 단계에 따른 토양 내 영양소 흐름

2

수 있으나， Ca +의 공간적인 분포는 Mg+의 경우에

과 보유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Ca2+의 평균 농도

비해 다소 복잡하고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가 110. 43mglkg 이상으로서 15. 89mglkg 미만의

편이다. 한편， 80 。 방향에 대해 Ca2 +는 65m 거리까

수치를 보였던 Na+ 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을

지 세미베리오그램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나타낸 바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연구가 행해

그 이후 더 높은 기울기를 보이며 증가하는 양상을

진 시점과 주변의 기후 · 지질 조건을 종합적으로

보이고있다.

고찰함으로써 이해될수있다. 연구지역은멕시코

2

Ca +의 농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하다.

의 베라크루즈 해안으로서 연 강수량이 약

2

우선 연구 지 역의 Ca +은 주요 치환성 양이온 중에

1300mm이며 이중 대부분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서 평균 농도가 가장 높으며 그 차이도 매우 크다

집중된다. 연구자들이 선정한 연구 기간이 바로 이

((표 -2)). 이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는 수치와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논문중에 연구 지역의 지

도 다르며 14)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수 자체의 화학

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석회각 층

.In)

“ι삽繼驚響
75

-0 45
‘

-0.325

〈그림 -12)

-0 2
‘

NRR

{NRR

mψkg}

변환된

Ca2+ 농도의

공간적 분포

14) van derV빠c(1974)의 연구에서는 토양 내 Ca2+ 의 농도가 Na+의 농도 다음으로 높았다.
15) 해수의 평균적 인 화학조성(중량비)은 다음과 같다. cr (55.04%) Na+ (30.62%) S04:ι (7.68%)
K+ (1.1 0010) HC03- (o.41%) (from Been , 1983; White et a1. , 1992 , p. 143 , Table 6.7에서 재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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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che layer)으로 형 성 된 지 역이 부분적으로 분

로부터 바람에 의해 배후로 운반되는 프로세스를

포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토양 내에 어느 정도 이상

통해 공급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CaJ+ 농도의 공간적 인

의 Ca + 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
2

2

러므로 연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Ca + 이 확인되

변이가 매우 큰 점이다 Ca +은 평균 농도 자체도

었으며 충분한 강우로 인해 Na+ 이 다량 용탈되고

10mg/kg에 가까워 다른 치환성 양이온에 비해서

소량 잔류하게 되어， 오히려 Na셰 비해 더 높은

높은 값을 가지나 그 최대값은 93. lOmg/kg에 달하

2

며， 변이 계수 역시 180%로서 토양변수들중가장

2

원자가를 지니는 Ca + 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Ca + 의 농도가 Na+ 의 농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한 양의 왜도를

도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값을 보이는 현상도

보임에서 소수의 측정 지점에서만극히 높은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Na+ 의 농도가 예

를보이고 있으리라판단된다. <그림 -12) 에서 볼

상보다 낮게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 지역의

수 있듯이 연구 지 역 전반에 걸쳐 Ca +은 심한 공간

기후 · 기상 조건과 연구 시점을 언급하며 이미 설

적 변이를 보이며， 이는 전사구와 전사구 이외의지

명한 바 있다. 한편， Ca 2 +의 농도가 매우 높은 값을

역으로 대비되는 분포도로 표출된다. 또한 전사구

기록한 점은 연구 지역 주변의 지질 뿐 아니라 생

내 에서도 風上 料面 (windward slope) , 정상

태적인 환경 역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전술

(crest) , 風下 料面 (leeward slope) 의 순으로 농도

한 바 있는 해수의 화학 조성과 연구 지역 일대의

의 크기가 나타난다. 즉， Ca + 역시 Mg +과 마찬가

모래 입자가 주로 석 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진 점 둥

지로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농도

2

2

2

2

으로 미루어볼 때， Ca + 이 다량 대기 침적되었다거

가 감소하는 기울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두 이

나 토양 생성 과정 중에 시스탱 내에서 자체적인

온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5) 의 행렬에서 볼수

풍화 작용을 통해 생성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있는 다른 어떤 상관관계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그

오히려 연구 지역의 높은 Ca + 함량은 패각 (shell

러나 양자는 절대적인 평균 농도나 기울기， 그리고

fragments) 혹은 패사에서 그 원인을 찾음이 바람

기원 (source) 측면에서는 서로 상이함 역시 주지

2

2

2

직하다고 여겨진다. 즉， 연구지역의 Ca +은해빈으

〈표-5>

Varìables

쩌 a+

할필요가있다.

각 영양소들 사이의 피어슨 상관관계 행렬

뼈 92+

Nitrate

Cfi+

Na+

1.00

Mg 2+

0.02

Nitrate
Ca2+

-0.08

-0.02

1.00

0.03

0.89***

-0.03

1. 00

Distance*

0.18**

-0.65***

0.04

-0 .71***

Distance

1.00

* Distance from the seashore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 상관 계수는 0.05 수준 (양쪽)에서 유의
*** 상관 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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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영양소들 사이의 상관관계

않고 있다. 그러므로 Fay and ]effrey (1992)는 해

변환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for Windows

빈의 모래가 질소의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Norusis and SPSS Inc. , 1993)를 통해 피 어슨 상관

있다고 논하였지만， 이 연구 지 역에서는 그러한 주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 와 같다. Na+과 질

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바람에 의한 모래의 유입이 주로 겨울철에

산염 이온은 다른 어떤 토양 변수와도 전혀 상관관
계를보이지않고있다.

완료되는 연구 지역의 기상적인 특성과 연관지어

2

반면， Ca + 의 경우 해빈의 모래나 패각 (shell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토양 시료가

fragments) 이 바람에 의해 전사구로 운반 · 퇴적되

채취된 시점은 여름철로서 겨울철에 유입된 질소

었다고 여겨지므로 해수 기원의 M양+과 가장 높은

가 이미 식물에 다량 홉수되었거나 용탈되었을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r=0.89 , p(O.01)은 예상과

수 있으며， 그 양상은 국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부합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질산염 이온이 다

있다. 이러한논의를토대로본 연구지역의 질산

른 토양 변수들과 전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은

염 이온의 농도가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이렇

타 이온의 공간적인 분포를 결정짓는 변수와 질산

다 할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있

염 이온의 공간적인 분포를 결정짓는 변수 자체가

을것이다.

상이함에서 오는 결과라 여겨진다. 즉， 질산염 이
온은 현재까지 언급된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나

3.

지형 , 식생 등에 의해 제어되지 않거나 제어되더라

결론

도 다른 토양 변수와는 상이한 양상으로 제어될 것
이다. 결론적으로 연구 지역 토양의 화학적 성질은

이 연구는 신두리 해안사구 지대를 대상으로 해

지형과 해안션으로부터의 거리， 지형 형성 프로세

수와해빈모래 기원 영양소의 공간적 분포를파악

스， 식생의 분포， 변수들 사이의 지화학적 관계와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조사와 실

관련하여 공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관

험실에서의 분석을 통해 질산염 이온과 주요 치환

계 행렬에 나타난 각 계수는 변수 간 공간적인 분

성 양이온 (Na+ , M항， Ca2 +) 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일차적으로 지리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각 변수

포의 유사함과 상이함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각 영양소 함량

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시각화한 후 상호 비교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살펴보았다. 해안선으로부

분석하였다. 이후 각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2

을실시하였다.

2

터의 거리는 Mg + ， Ca + 등의 영양소와유의한수준

에서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Na+은 대표적인 해수 기원 영양소로서 해안 지대

는 이들 영양소가 각각 해수와 해빈 모래 기원의

에서는 높은 농도로 인해 식생의 생장에 제한 요인

영양소임을 재차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Na+

이 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 농도가

와 질산염 이온과 같은 영양소들은 해안선으로부

오히려 Ca2+ 농도에 비해 월등히 낮고 질산염 이온，

터의 거리와이렇다할상관관계를보이지 않으며，

Mg2+ 등의 농도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1가

특히 후자의 경우는 그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양이온으로서 Na+ 이 지닐 수 있는 높은 용탈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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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강수량을 보였던 연구 지 역의 기상적 특성과

양소 농도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으

연관지어 이해될수있으리라사료된다.

로부터의 거리 뿐 아니라 각 영양소의 지화학적

한편， Na+과 더불어 해수 기원 영양소로 알려진

(geochemical) 특성과 연구 지 역의 식생 분포， 기

Mg +은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벌어짐에 따라 뚜

후 ·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

렷하게 그 농도가 감소하였다. 즉， Na에 비해 Mg

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è
+

는 해수 기원의 영양소가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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