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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tosocialogical study on the coastal sand dune vegetation of the East Coast was carried out. 

180 phytosociological relevés of 62 sites in the East Coast were used in this study. In addition, 

already published syntaxa and the phytosociological hierarchy in Korea and Japan were used and 

comparative analyses of syntaxonomy, synecology, syngeography, and syndynamics were performed in 

the study. In this study, the flora was investigated 30 families, 66 genera, 77 taxa and 3 vegetation 

types were identified：the coastal drift-line annual communities (Calystegio soldanellae-Salsoletum 

komarovii), the dune glasslands communities (Elymo-Caricetum kobomugi, Carex kobomugi typical 

community, Elymus mollis community, Calystegia soldanella community, Zoysia macrostachya 

community, Cynodon dactylon community, Carex pumila community), and the dune shrubs 

communities (Linario-Viticetum rotundifoliae,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Rosa rugosa community). 

The aspect of transition in the coastal sand dune vegetation of the East Coast were identified as 

follows：(1) reduced constancy degree and cover degree of Glehnia littoralis in each commun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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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of Ischaemum anthephoroides in Linario-Viticetum rotundifoliae (3) simplified species 

composition in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Unstable habitat condition by external interference 

seemed to has caused the reduction of 2 taxa, Glehnia littoralis and Ischaemum anthephoroides, that 

usually grow in the second dune. In addition, we found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the dune shrub 

communities influenced by rising temperature of the East Coast as results of the global warming. The 

results on the distribution of the dune shrub communities i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limit of 

the Rosa rugosa community made 0° 44′N to the North and the vegetative limit of the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made 0° 28′N to the North,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previously 

phytosociological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astal sand dune vegetation, syntaxonomy, 

habitat condition and human disturbunce of the East Coast, and this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as basic data for the coastal ecosystem.

Key Words：Coastal sand dune vegetation, The East Coast, Phytosociological study, Phytosociological 

hierarchy, Syntaxonomy

I.서  론

  해안사구(coastal sand dune)란 해류와 연안류

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

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

인 모래언덕을 말하며 일차 으로 해안선을 따

라 형성되는 사구와 퇴 된 모래가 다시 침식, 

운반, 퇴 되면서 형성되는 이차사구로 구분할 

수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2002; Oh et al., 2005). 이러한 해안사구

는 해안모래의 장, 지하수의 장, 희귀 동·식

물의 서식처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리

학 으로 매우 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

고 빠른 지형변화, 강한 일조량, 강한 바람, 염분, 

물 부족 등 서식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일반 육상

식물들은 자생하기 힘드나 다른 장소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2002). 한 해안사구는 해양생태계로부터 내륙

생태계로 이행되어 가는 생태  이행 (ecotone)

로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간

척, 매립, 객 증가 등의 서식처 교란으로 인

한 생물종의 소실이 매우 진 으로 발생하여 

생물상의 변화가 하게 나타나는 곳이다(Van 

der Maarel, 1979; Wilson and Lee, 1989).

  해안사구식생(coastal sand dune vegetation)은 

물리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모래의 침식 정

도, 지온 변화의 폭, 무기 양분의 구배, pH, 토

양, 사구의 경사 등에 의해 군집분포와 다양성

의 형성이 결정된다(Costa et al., 1996). 해안사

구 식물종은 물리  환경에 매우 취약한 생태계

에서 생육하며 종다양성은 낮지만 생장 이 

기상단에 치하여 지상 포복경의 형태와 덩굴

성 기로 번식 생장하거나 잘 발달된 뿌리체계

와 강한 일조량에도 견딜 수 있는 잎과 기의 

기작 등의 생존 략으로 특수하게 응하여 사

구식물군락을 형성한다. 이러한 해안사구 식물

은 해안사구형성에 있어 바람에 의해 이동되는 

모래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모래의 퇴

을 진행시켜 해안사구와 해안생태계를 보호

하는 가장 효과 이고 자연 인 수단이 된다

(Carter, 1991; Yu and Rhew, 2007).

  우리나라와 입지환경이 매우 유사한 일본은 식

물사회학  체계(Miyawaki et al. 1994; Miyaw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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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beach：1. Gonghyeonjin, 2. Songjiho, 3. Bongsudae, 

4. Jajakdo, 5. Baekdo, 6. Ayajin, 7. Hailra, 8. Jeongam, 

9. Naksan, 10. Dongho, 11. Osan, 12. Hajodae, 13. Jangyori, 14. 

Jukdo, 15. Namaeri, 16. Jigyeongri, 17. Jumunjin, 

18. Yeongjin, 19. Sungeut, 20. Gyungpo, 21. Gangmun, 

22. Songjeong, 23. Jeongdongjin, 24. Geumjinri, 25. Mangsang, 

26. Daejin, 27. Chuam, 28. Samcheok, 29. Hamaengbang, 

30. Deoksan, 31. Wonpyeong, 32. Yonghwa, 33. Wolcheon, 34. 

Nagok, 35. Bugu, 36. Hujeong, 37. Bongpyeong, 38. Onyang, 

39. Osanri, 40. Deoksinri, 41. Gusan, 42. Mangyang, 43. Hupo, 

44. Geumeumri, 45. Baekseokri, 46. Goraebul, 47. Gyeongjeong, 

48. Daetan, 49. Opo, 50. Jangsa, 51. Hwajin, 52. Josari, 

53. Wolpo, 54. Odori, 55. Chilpo, 56. Jukcheon, 57. Dogu, 58. 

Sinchang, 59. Oryu, 60. Gampo, 61. Najeong, 62. Naa

Figure 1. Map of the study area(1-62) in the East 

Coast of Korea.

and Okuda, 1990)에 따라 최 방 해안정선 유기

물 집 지에 생육하는 해안정선유기물1년생

본식생, 해안정선과 배후지사이에 생육하는 해

안사구 본식생, 사구 최후방 배후지에 생육하

는 해안사구 목림 등 3가지 식생형을 구분하고 

여기에 귀속되는 다양한 식물군락을 기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안사구식생에 한 기존

연구는 주로 식물상과 련된 종분류학 인 연

구(Kil and Kim, 1984; Kim, 1990; Kim et al., 

1991; Lee, 1981; Yim and Lee, 1976)가 우선

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지리 으로 남해안(Lee 

and Chon, 1983), 서해안(Lee and Chon, 1984; 

Ahn, 2003), 서남해안(Kim and Ihm, 1988) 등에 

분포하는 군락생태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Jung and Kim(1998), Jung and 

Kim(2000)에 의해 동해안 해안사구식생에 한 

식물사회학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최근 들어 

동해안(곡강, 후정, 동호) 사구식생의 분포 특징

에 한 연구(Choung et al., 2004)와 동해안 해

수욕장 주변의 해안사구식생 특성에 한 연구

(Cho et al., 2009) 등이 수행되었으나 동해안의 

해안정선유기물1년생 본식생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최근 기후변화와 

과도한 인간간섭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훼손되어

가는 동해안 해안사구의 식생 변화에 한 식생

학  정보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군락분류를 통한 

동해안 해안사구식생의 식생형  군락생태, 군

락지리, 군락동태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해안

사구의 과도한 이용과 간섭으로 인해 속히 

괴되어가는 동해안 해안사구식생의 변화양상을 

악하고자 하 다.

II.연구범   방법

1.조사지 개황

  연구지역은 북  35° 74′ - 38° 37′으로 강원 

33개소 경북 29개소 등 총 62개소의 해안사구  

해수욕장을 상으로 조사를 하 다(Figure 1).

  우리나라 동해안의 기후는 태백산맥의 지형

 요소와 쿠로시오해류의 분류인 마난류의 

향을 받아 동일 도상의 서해안이나 내륙에 

비해 겨울철은 온도가 높으며 여름철은 비교  

시원한 특징을 보인다(Kim et al., 1994). 최근 

30년 간(1981-2010) 동해안 주요지역(속 , 강

릉, 울진, 덕)의 연평균기온 평년값은 12.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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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 평년값에 비해 0.1°C 낮았고 연평균강

수량 평년값은 1276.11mm로 국 1307.7mm보

다 31.59mm가 게 나타났다( http://www.kma.

go.kr). 동해안지역은 최근 몇 년간 연평균기온 

 강수량은 하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양상으로 반

인 연평균기온의 추세는 진 으로 상승하

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식생조사방법  분석

  식생조사는 해안사구식생이 가장 발달한 시

기를 고려하여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2010년 8월 경북지방 29개소의 해안사

구를 조사하 고 2차 조사는 2011년 8월 강원

도지방 33개소를 조사하여 총 62개소의 해안사

구에서 180개의 식생조사표를 획득하 다. 식

생조사는 식물사회의 종조성을 강조하는 Z.-M. 

학 의 통  식생단  추출방법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균질한 지소를 선택하여 찰 가능한 

모든 환경요소( 도, 경도, 해발고도, 사면방 , 

사면경사, 조사구 면 , 식피율, 해안으로부터 

거리, 인 식생형 등)를 기록하 고 각 군락별

로 목록화된 종을 피도와 수도를 고려하여 7개

의 계 (r, +, 1, 2, 3, 4, 5)으로 나 어 정하

는 통합우 도로 기록하 다. 군락분포형은 군

락별 해안정선으로부터 평균거리를 기 으로 

최소거리  최 거리를 비교하여 별하 다. 

  군락분류는 장식생조사를 통해 획득한 180

개의 식생조사표를 이용하여 Z.-M.학 의 통  

분류방법(classical handsorting method; Becking 

1957, Braun-Blanquet 1964)과 수리통계  분류

(numerical syntaxonomy)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분류 방법(hydrid sorting method)으로 이루

어졌다(Kim and Lee, 2006). 식생단 추출에는 

[RIM], [Ms-Excel]등의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

하여 식생자료를 모둠화하고 일차 인 생물군

계  상 식생형별 모둠화 과정을 거친 후, 최

의 표작업인 소표를 만들었다(Kim and Kim, 

2006). 소표작업 완료 후 9계 의 통합우 도를 

변환통합우 도(Westhoff and Van der Maarel, 

1973)로 수정하여 분류된 식물군락에 하여 

각 출 식물종에 한 기여도는 상 기여도

(r-NCD：relative net-contribution degree; Kim 

and Manyko, 1994)를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 출 한 식물종의 학명과 한 명

은 국가표 식물목록(http://www.nature.go.kr/kp

ni/general/Prgb01/Prgb1_1.jsp)을 기 으로 하

으며 귀화식물종은 Park(2009)을 참고하 다. 

한 식생단 의 명명은 국제식생명명규약에 

따랐다(Weber et al., 2000).

III.결과  고찰

1.출  식물종 군락특성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안사구식생은 해안사구 

최 방에 발달하는 해안정선유기물1년생 본식

생, 해안정선과 배후지사이에 발달하는 해안사

구 본식생 그리고 배후지에 발달하는 해안사

구 목림 등 3개의 식생형으로 구분되었다. 3개

의 식생형에서 출 한 식물종은 총 30과 66속 

77분류군이었으며 식생형별 군락형은 해안정선

유기물1년생 본식생의 갯메꽃-수송나물군집, 

해안사구 본식생의 갯그령-통보리사 군집  

통보리사 형군락 외 5개의 군락, 해안사구

목림의 해란 -순비기나무군집, 순비기나무군락

과 해당화군락 등 총 3개의 군집과 8개의 군락

으로 구분되었다(Table 1, Figure 3a-k).

  각 군락의 식별종은 Figure 2와 같으며, 출  

식물종 가운데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  멸종

기식물(Korea Forest Service, 2000)로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이 확인되

었다(Figure 3l). 해안사구에 생육이 한정되어 

있는 갯방풍은 최근 격한 해안개발에 의한 인

간간섭  해안사구의 감소 그리고 그 약용가치

에 따른 무분별한 채취 등에 의해 자생지와 개

체수가 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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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No. 1 2 3 4 5 6 7 8 9 10 11

No. of relevés 12 16 6 8 10 34 26 24 11 11 22

Character species of Calystegio soldanellae-Salsoletum komarovii 갯메꽃-수송나물군집의 표징종

Salsola komarovii Iljin 수송나물 100.00 2.33 . 5.08 3.70 0.61 0.31 0.86 1.70 0.98 .

Differential species of Zoysia macrostachya community 왕잔디군락의 구분종

Zoysia  macrostachya Franch. & Sav. 왕잔디 2.02 . 100.00 . 0.27 0.19 2.81 . 0.38 0.49 0.05 

Differential species of Cynodon dactylon community 우산잔디군락의 구분종

Cynodon  dactylon (L.) Pers. 우산잔디 0.54 7.18 1.19 100.00 0.55 0.68 0.62 2.04 0.28 0.29 0.05 

Differential species of Carex pumila community 좀보리사 군락의 구분종

Carex pumila  Thunb. 좀보리사 15.99 2.24 . 11.62 100.00 1.86 0.55 2.16 3.12 2.64 4.93 

Character species of Elymo-Caricetum kobomugi 갯그령-통보리사 군집의 표징종

Elymus mollis  Trin. 갯그령 2.42 0.37 8.33 . 0.68 100.00 100.00 . 3.41 2.64 3.49 

Character species of Caricion kobomugi 통보리사 군단의 표징종

Carex  kobomugi Ohwi 통보리사 1.34 0.37 19.05 3.39 . . 87.16 100.00 10.23 11.14 0.26 

Character species of Glehnietea littoralis and Glehnietalia littoralis 갯방풍군강과 갯방풍군목의 표징종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 갯방풍 . 1.87 15.87 2.42 5.48 4.07 8.29 3.64 5.68 3.52 0.62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갯메꽃 38.98 100.00 40.48 33.41 42.47 28.08 39.45 41.86 16.67 29.33 16.95 

Ixeris repens  (L.) A.Gray 갯 바귀 0.81 5.04 15.87 19.37 20.14 27.45 46.78 18.39 11.27 8.21 2.00 

Lathyrus japonicus Willd. 갯완두 . 0.98 0.79 5.81 0.41 3.39 7.02 2.85 2.27 1.37 8.94 

Character species of Linario-Viticetum rotundifoliae 해란 -순비기나무군집의 표징종

Linaria japonica Miq. 해란 . . . . . 1.02 . 0.36 13.26 . 1.80 

Artemisia capillaris Thunb. 사철쑥 . 0.09 0.79 0.97 . 0.67 0.05 0.05 12.59 . 4.52 

Character species of Ischaemo-Viticion rotundifoliae 갯쇠보리-순비기나무군단의 표징종

Ischaemum anthephoroides (Steud.) Miq. 갯쇠보리 . 0.65 . . 0.27 0.04 . . 0.95 . .

Character species of Viticetea rotundifoliae 순비기나무군강의 표징종

Vitex rotundifolia L.f. 순비기나무 . . . . 0.27 0.02 . 0.05 100.00 100.00 0.85 

Differential species of Rosa rugosa community 해당화군락의 구분종

Rosa rugosa  Thunb. 해당화 . . . . . . 0.10 . 0.28 . 100.00

Companions 수반종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30.24 5.88 0.79 0.73 1.10 0.25 0.21 0.24 . . .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0.81 0.09 3.17 . 3.29 0.18 0.21 . 0.28 . .

Corispermum  stauntonii Moq. 호모 0.27 0.37 . . 1.64 0.44 0.21 0.24 . 0.10 .

Atriplex  subcordata Kitag. 갯는쟁이 2.02 0.09 . . 0.27 0.25 0.21 0.05 . . .

Artemisia  princeps Pamp. 쑥 0.27 . . . . 0.80 0.03 . 1.70 0.20 6.68 

A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 천문동 . . . . . 0.02 . 0.07 0.19 0.20 0.05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0.81 0.05 . . . 0.01 . 0.05 . . .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0.27 0.09 . . . . . . 0.19 . 0.08 

Zoysia sinica  Hance 갯잔디 . 0.19 . 0.73 0.27 . . . . 0.39 .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 0.40 . . . . . . . 0.19 . 0.21 

Artemisia  scoparia Waldst. & Kit. 비쑥 0.13 . . . . . . . . 0.10 0.54 

Argusia  sibirica (L.) Dandy 모래지치 . 0.14 . . . . 0.05 . . 0.20 .

Scutellaria  strigillosa Hemsl. 참골무꽃 . . . . . 0.07 . . . 0.20 3.54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 . . . . 0.07 . . 0.28 . 0.69 

Pinus  thunbergii Parl. 곰솔 . . . . . 0.01 . . 0.38 . 3.29 

Rosa  wichuraiana Crep. ex Franch. & Sav. 돌가시나무 . . . . . . . . 0.38 0.39 0.08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 . . . . . . . 0.19 0.29 1.13 

Oenothera  erythrosepala Borbas 큰달맞이꽃 . . . . . . . . 0.28 0.10 0.82 

Chenopodium  album var. stenophyllum Makino 가는명아주 0.27 0.09 . . . . . . . . .

Cuscuta  chinensis Lam. 갯실새삼 . 3.92 . . . 0.02 . . . . .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 0.09 . . . . . . 0.28 . .

Chamaecrista  nomame (Siebold) H.Ohashi 차풀 . . . 0.24 . . . . . . 1.28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 . . . . 0.02 . . . . 0.08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 . . . . 0.01 . . . . 0.54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 . . . . . . . 0.09 . 1.03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var. sinensis 참억새 . . . . . . . . . . 7.45 

기타출 종 Running No. 1：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 var. crusgalli 돌피 0.27, Persicaria hydropiper (L.) Spach var. hydropiper 여  0.13, No. 2：Setaria 
viridis (L.) P. Beauv. var. viridis 강아지풀 1.87, Cnidium japonicum Miq. 갯사상자 0.28, Plantago camtschatica Cham. ex Link 개질경이 0.09,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0.09, No. 4：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0.48, No. 5：Centipeda minima (L.) A.Br. & Asch. 가리풀 0.27, No. 6：Rumex crispus L. 소리쟁이 
0.02, No. 11：Zoysia japonica Steud. 잔디 3.95, Aster sphathulifolius Maxim. 해국 1.03,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0.82,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0.39,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0.21,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0.21, Rumex acetosella L. 애기수  0.21,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  0.21,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0.21,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0.13, Diodia teres Walter var. teres 백령풀 0.10,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  0.08,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  0.08,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0.08, Agropyron ciliare (Trin.) Franch. 속털개  0.08,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0.08, Potentilla nipponica Th.Wolf 원산딱지꽃 0.08,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0.08,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 0.05,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0.05,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  0.05, Rubus parvifolius L. for. parvifolius 멍석딸기 0.05,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0.05,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0.05,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0.05, Medicago sativa L. 자주개자리 0.05, Fallopia japonica (Houtt.) RonseDecr. 호장근 0.05

Running No. 1：Calystegio soldanellae-Salsoletum komarovii 갯메꽃-수송나물군집, No. 2：Calystegia soldanella community 갯메꽃군락, No. 3：Zoysia macrostachya 
community 왕잔디군락, No. 4：Cynodon dactylon community 우산잔디군락, No. 5：Carex pumila community 좀보리사 군락, No. 6：Elymus mollis community 
갯그령군락, No. 7：Elymo-Caricetum kobomugi 갯그령-통보리사 군집, No. 8：Carex kobomugi typical community 통보리사 형군락, No. 9：Linario-Viticetum 
rotundifoliae 해란 -순비기나무군집, No. 10：Vitex rotundifolia community 순비기나무군락, No. 11：Rosa rugosa community 해당화군락

Table 1. Summarized table of plant communities in coastal sand dune of the East Coast(value：r-N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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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b. Salsola komarovii Iljin c. Zoysia macrostachya 
Franch. & Sav.

d. Cynodon dactylon (L.) 
Pers.

e. Carex pumila Thunb.

f. Elymus mollis Trin. g. Carex kobomugi Ohwi h. Linaria japonica Miq. i. Vitex rotundifolia L.f. j. Rosa rugosa Thunb.

Figure 2. Differential species of plant communities in coastal sand dune of the East Coast.

a. Calystegio soldanellae-Salsoletum komarovii b. Calystegia soldanella community c. Zoysia macrostachya community

d. Cynodon dactylon community e. Carex pumila community f. Elymo-Caricetum kobomugi

g. Elymus mollis community h. Carex kobomugi typical community i. Linario-Viticetum rotundifoliae

j.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k. Rosa rugosa community l. Glehnia littoralis F.Schmidt ex Miq.

Figure 3. Plant communities(a-k) and rare plant(l) of coastal sand dune of the East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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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미 서남해안은 갯방풍의 자생지가 심각

하게 훼손 되었으며(Kim et al., 2005), 비교  

자생지가 넓은 동해안 한 무분별한 채취가 이

루어지고 있어 갯방풍의 자생지 분포 황에 

한 신속하고도 정 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갯방풍 감에 따른 보   복원 책의 

방안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과별 출 종 분포 황으로는 벼과(Gramineae)

가 12종으로 가장 많이 출 하 고  다음으로 국

화과(Compositae) 11종, 콩과(Leguminosae) 10

종, 명아주과(Chenopodiaceae) 5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벼과식물의 출 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구의 강한 자외선을 구조 으로 잘 견뎌내는 

기작과 잘 발달된 뿌리체계로 수분이 부족한 환

경에 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 해안정선유기물1년생초본식생

  동해안 일 에 발달하고 있는 해안정선유기물

1년생 본식생은 갯메꽃-수송나물군집(Calystegio 

soldanellae-Salsoletum komarovii Ohba, Miyawaki 

et Tx. 1973)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군집은 상

단 인 수송나물군강(Salsoletea komarovii Ohba, 

Miyawaki et Tx. 1973), 수송나물군목(Salsoletalia 

komarovii Ohba, Miyawaki et Tx. 1973), 수송나

물군단(Salsolion komarovii Ohba, Miyawaki et 

Tx. 1973)에 귀속되었다.

  갯메꽃-수송나물군집은 해안사구 최 방의 

도에 의해 려 올라온 유기물들이 집 되고 

분해되면서 일시 으로 부 양상태가 되는 곳

에 낮은 피도로 생육한다(Ohba et al., 1973). 

본 군집은 수송나물이 우 하는 가운데 갯메꽃, 

바랭이 등이 고빈도로 출 하고 있으며 군집 

표징종(Character species)은 수송나물, 구분종

(Differential species)은 갯메꽃이며 상 기여도

는 수송나물, 갯메꽃, 바랭이, 좀보리사 , 갯그

령 순으로 나타났다. 총 12개의 조사구에서 19

분류군이 출 하 고 평균피도는 57.4%로 동해

안의 모든 군락  가장 낮은 피도로 생육하고 

있으며 해안선에서 평균거리 한 17.5m로 해

안선에 가장 근 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출 종은 5.3±1.4종, 평균해발고도는 2.08m

이며 분포역은 35°59′N - 38° 31′N으로 한정

되어 있지만 동해안에 반 으로 고르게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안사구초본식생

  동해안의 해안사구 본식생은 갯메꽃군락, 

왕잔디군락, 우산잔디군락, 좀보리사 군락, 갯

그령-통보리사 군집, 갯그령군락, 통보리사

형군락으로 구분되었으며 상 단 인 갯방풍

군강(Glehnietea littoralis Ohba, Miyawaki et 

Tx. 1973), 갯방풍군목(Glehnietalia littoralis 

Ohba, Miyawaki et Tx. 1973), 통보리사 군단

(Caricion kobomugi (Tx. 1966) Ohba, Miyawaki 

et Tx. 1973)에 귀속되었다.

①갯메꽃군락

  갯메꽃군락(Calystegia soldanella community)

은 해안사구의 하부지역에 발달하며 해수의 비

산에 의한 지속 인 염분 향에 노출되고 질소

가 퇴 되어 있는 곳에 발달하는 다년생 본식

물군락(Cho, 2006)으로 본 연구에서 갯메꽃은 

총 조사구 당 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높은 피도로 우 하는 곳은 소규모로 국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군락의 식별종은 갯메꽃

이며 상 기여도는 갯메꽃, 우산잔디, 바랭이, 

갯 바귀 순으로 나타났으며 16개의 조사구에

서 26분류군이 출 하 다. 평균피도는 87%, 

평균출 종수는 5±1.4종, 평균해발고도는 2.75m, 

해안선으로부터 평균거리는 19.58m로 나타났다. 

갯메꽃군락의 분포역은 35° 47′N - 38° 08′N으

로 동해안 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

방의 해안사구에 많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62 한 훈․이용호․김종 ․조 진
②왕잔디군락

  왕잔디군락(Zoysia macrostachya community)

은 해안사구의 입지가 안정된 지역과 모래가 집

된 건조한 정상부 지역에 분포하는 다년생 

본식물군락(Cho, 2006)으로 넓어지는 해안사구

에 소규모로 생육한다(Miyawaki, 1977). 왕잔디

군락의 식별종은 왕잔디이며 상 기여도는 왕

잔디, 갯메꽃, 통보리사 , 갯방풍 순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6개의 조사구에서 11분류군

이 출 하 으며 평균피도는 77%, 평균출 종

은 5.5±0.8종, 평균해발고도는 3m, 해안선으로

부터 평균거리는 21.66m로 나타났다. 왕잔디군

락의 분포역은 35° 99′N - 38° 18′N으로 기존

의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의 해안사구식생에 

한 연구보고에서와 분포역이 거의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09).

③우산잔디군락

  우산잔디군락(Cynodon dactylon community)

은 해안사구에서 답압의 향으로 다져지고 있

는 입지에 선구 으로 침입해서 발달하는 군락

(Miyawaki, 1977)으로 본 조사지역에서는 

객의 발길이 많이 닿는 해수욕장 사구의 해안 

쪽 경사면에서 특히 잘 응해서 생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산잔디군락의 식별종은 우산잔

디이며 상 기여도는 우산잔디, 갯메꽃, 갯 바

귀, 좀보리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8개의 조사구에서 13분류군이 출 하 으며 

평균피도는 93.7%, 평균출 종은 5.3±0.6종, 평

균해발고도는 3m, 해안으로부터 평균거리는 

21.66m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우산잔디군락 

분포역은 35° 99′N - 36° 18′N으로 기존의 연

구보고(36° 15′N - 38° 10′N)와는 달리 본 연

구에서는 경북지방에 그 분포역이 한정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09).

④좀보리사 군락

  좀보리사 군락(Carex pumila community)은 

사구의 바다쪽 암석 등에 의해 도의 향이 

감소되는 입지로서 경사가 고 해수의 향을 

많이 받는 최 방에 발달하며(Kim et al., 1994) 

인간의 간섭이 많은 장소에서 답압에 견디는 능

력이 갯그령이나 통보리사  보다 뛰어난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e and Kim, 2000). 좀보리사

군락의 식별종은 좀보리사 이며 상 기여도

는 좀보리사 , 갯메꽃, 갯 바귀, 갯방풍 순으

로 나타났다. 본 조사지역  10개의 조사구에

서 17분류군이 출 하 고 평균피도는 81%, 평

균출 종은 5.1±0.7종, 평균해발고도는 2.62m, 

해안선으로부터 평균거리는 23.75m로 조사되었

다. 좀보리사 군락의 분포역은 35° 53′N - 38° 

33′N으로 기존 연구에서 좀보리사 군락이 

38° 이북에 주로 나타난다는 보고(Kim et al., 

2006)와 좀보리사 군락의 분포역이 37° 30′N - 

38° 30′N으로 국한 되어 있다는 보고(Cho et 

al., 2009)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방에

서도 다수의 좀보리사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갯그령-통보리사 군집

  갯그령-통보리사 군집(Elymo-Caricetum 

kobomugi)은 해안의 최 방부에 형성되는 해안

정선유기물1년생 본군락과 배후지의 해안사구

목림 사이에서 발달하는 표 인 냉온 성 

군집이다(Miyawaki, 1977). 본 군집은 상 단

(군강, 군목, 군단)의 표징종인 통보리사 , 갯

메꽃, 갯방풍  갯 바귀와 군집의 구분종인 

갯그령에 의해 구분되며 상 기여도는 갯그령, 

통보리사 , 갯 바귀, 갯메꽃, 갯방풍 순으로 

나타났다. 26개의 조사구에서 18분류군이 출

하 으며 평균피도는 77.4%, 평균출 종은 

5.7±1.3종, 평균해발고도는 3.25m, 해안선으로

부터 평균거리는 33.25m로 조사되었다. 갯그령-

통보리사 의 분포역은 35° 59′N - 38° 31′N

으로 동해안  지역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갯그령과 통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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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 경북지방 해안사구의 주요 식물 구성종

이라는 보고와 일치하 다(Jung and Kim, 1998).

⑥갯그령군락

  갯그령군락(Elymus mollis community)은 해

안 정선 최 방부에서 배후지 해안사구 목군

락 사이에 분포하는 표 인 냉온 성 군락이

다(Miyawaki, 1977). 갯그령군락의 식별종은 갯

그령이며 상 기여도는 갯그령, 갯메꽃, 갯 바

귀, 갯방풍, 갯완두 순으로 나타났다. 34개의 조

사구에서 27분류군이 출 하 으며 평균피도는 

79.4%, 평균출 종은 5.1±1.5종, 평균해발고도

는 2.96m, 해안선으로부터 평균거리는 27.65m

로 조사되었다. 갯그령군락의 분포역은 36° 5′

N - 38° 36′N으로 동해안  지역에 고르게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통보리사 형군락

  통보리사 형군락(Carex kobomugi typical 

community)은 해안사구에 침투하여 성장하면서 

모래의 이동을 안정화시켜서 둔덕을 형성한 다

음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형 인 게릴라형 군

락(Miyawaki, 1977)으로 통보리사 에 의해 완

히 우 되어 있으며 갯메꽃, 갯 바귀 그리고 

갯방풍 등이 높은 출 율과 우 도로써 군락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Jung and Kim, 1998). 통

보리사 형군락의 식별종은 통보리사 이며 

상 기여도는 통보리사 , 갯메꽃, 갯 바귀, 갯

방풍 순으로 나타났다. 24개의 조사구에서 16분

류군이 출 하 으며 평균피도는 80.5%, 평균

출 종은 4.4±1종, 평균해발고도는 2.89m, 해안

선으로부터 평균거리는 26.13m로 조사되었다. 

통보리사 형군락의 분포역은 35° 53′N - 

38° 33′N으로 동해안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안사구저목림

  동해안의 해안사구 목림은 형 인 남방형 

식생형인 해란 -순비기나무군집, 순비기나무군

락과 북방형 식생형인 해당화군락으로 구분되었

다. 해란 -순비기나무군집과 순비기나무군락은 

상 단 인 순비기나무군강(Viticetea rotundifoliae 

Ohba, Miyawaki et Tx. 1973), 순비기나무군목

(Viticetalia rotundifoliae Ohba, Miyawaki et Tx. 

1973), 갯쇠보리-순비기나무군단(Ischaemo-viticion 

rotundifoliae Ohba, Miyawaki et Tx. 1973)에 귀

속되었으며 해당화군락은 상 단 인 해당화군

목(Rosetalia rugosae Ohba, Miyawaki et Tx. 1973), 

해당화군단(Rosion rugosae Ohba, Miyawaki et 

Tx. 1973)에 귀속되었다.

①해란 -순비기나무군집

  해란 -순비기나무군집(Linario-Viticetum 

rotundifoliae)은 동북아시아 해안사구 목림의 

형 인 남방형 식생형(Miyawaki and Okuda, 

1990)으로써 수평 으로 북방형 식생형인 해당

화군락과 다소 첩되어 있지만 해란 -순비기

나무군집이 상 으로 좀 더 해안 쪽에 근 하

여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군

집의 해안 정선 측에는 갯방풍군강(Glehnietea 

littoralis Ohba, Miyawaki et Tx. 1973)의 해안

사구 본군락이 발달하고 있으며 내륙 측에는 

해안 방풍림으로 조성 는 자연 으로 발달하

고 있는 곰솔림(Pinus thunbergii forest)이 인

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의 해란 -순비기나무군

집은 군집 구분종인 해란 , 사철쑥에 의해 구

분되었으며 상 단 인 순비기나무군강(Viticetea 

rotundifoliae Ohba, Miyawaki et Tx. 1973), 순

비기나무군목(Viticetalia rotundifoliae Ohba, 

Miyawaki et Tx. 1973), 갯쇠보리-순비기나무군단

(Ischaemo-viticion rotundifoliae Ohba, Miyawaki 

et Tx. 1973)에 귀속되었다. 본 군집은 11개의 

조사구에서 23분류군이 출 하 고 상 기여도

는 순비기나무, 갯메꽃, 해란 , 사철쑥, 갯 바

귀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출 종은 8±2종, 평

균피도는 97.8%, 평균해발고도는 4.27m,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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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부터 평균거리는 32.86m로 조사되었다. 

해란 -순비기나무군집의 분포역은 36° 5′N - 

37° 29′N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본 군집이 동해

안 남부 일 에 한정되어 분포한다는 것과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00). 

②순비기나무군락

  순비기나무군락(Vitex rotundifolia community)

은 동북아시아 해안사구 목림의 형 인 남

방형 식생형이다(Miyawaki and Okuda, 1990). 

본 군락의 식별종은 순비기나무이며 상 기여

도는 순비기나무, 갯메꽃, 통보리사 , 갯 바

귀, 갯방풍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군락은 15개소

의 조사구에서 28분류군이 출 하 으며 평균

출 종은 5.9±1.6종, 평균피도는 94.8%, 평균해

발고도는 3.73m, 해안선으로부터 평균거리는 

28.22m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순비기나무

군락의 분포역은 35° 71′N - 37° 68′N으로 동

해-삼척 경계 지역(37° 40′N)을 생육 상한선으

로 한 기존의 연구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ung and Kim, 1998; Jung 

and Kim, 2000),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생

변화양상으로 순비기나무군락의 생육 상한선이 

차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본 군락은 해란 -순비기나무군집(Linario-

Viticetum rotundifoliae Ohba, Miyawaki et Tx. 

1973)과 유사하지만 군집 구분종인 해란 와 

사철쑥이 결여되어 있으며 입지환경이 해란 -

순비기나무군집보다 불안정하여 종조성면에서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한 순비기나무군락은 

해안 방풍림 가장자리의 해안사구에 발달하지

만(Miyawaki and Okuda, 1990; Ohba et al., 

1973) 동해안 특성상 해안사구의 폭이 좁아 다

수의 군락이 갯방풍군강(Glehnietea littoralis 

Ohba, Miyawaki et Tx. 1973)의 해안사구 본

군락과 부분 으로 혼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군락은 입지환경이 안정화됨에 

따라 해란 -순비기나무군집으로 발달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단된다.

③해당화군락

  해당화군락(Rosa rugosa community)은 동북

아시아의 온 와 아한 지역의 비교  추운 곳

에 발달하는 북방형의 식물군락으로 사구의 배

후지에 나타난다(Nakanishi and Fukumoto, 

1987;  Miyawaki, 1977). 동해안 일  부분의 

해당화군락은 해안도로, 인도  경계철조망 등

의 교란지역에 인 하여 생육하고 있어 종조성

면에서 귀화식물  이질 인 종들을 많이 포함

하고 있으며 해당화 외에 상재도가 높은 종은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군락의 식별

종은 해당화이며 상 기여도는 해당화, 갯메꽃, 

갯완두, 갯 바귀, 참억새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군락은 22개의 조사구에서 56분류군이 출 하

으며 평균출 종은 9.4±2.1종, 평균피도는 

89.3%, 평균해발고도는 4.33m, 해안선으로부터 

평균거리는 35.93m로 조사되었다. 해당화군락

의 분포역은 36° 61′N - 38° 36′N으로 기존 연

구의 경상북도 송라면 일 의 해안(36° 20′N)

을 생육 하한선으로 한 보고(Jung and Kim, 

1998; Jung and Kim, 2000; 2001)와 비교 했을 

때 본 군락의 분포역이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변화로 동해

안 일 의 연평균기온이 차 상승하면서 경북

지방의 해당화군락의 생육 하한선이 차 북상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동해안 해안사구식생의 변화양상

1) 인위적 요인에 의한 식생변화

  동해안 해안사구식생 변화양상을 악하기 

해 본 연구지역의 기존 식물사회학  연구

(Jung and Kim, 1998; Jung and Kim, 2000; 

2001)를 토 로 군락체계, 군락동태, 군락지리 

 군락생태에 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각 군락의 갯방풍 출 률  피도의 감

소, 해란 -순비기나무군집의 갯쇠보리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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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비기나무군락의 종조성 단순화 등이 분석되

었다. 갯방풍과 갯쇠보리는 해안사구가 안정된 

2차사구에 주로 생육하며 이러한 식물종이 군

락 내에서 감소되는 것은 외부의 간섭으로 인

해 입지가 불안정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격한 해안 개발에 따른 객의 증가, 해

안사구 축소  해안사구 편화 등의 인  

요인이 해안사구식생변화에 크게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순비기나무

군락의 분포형은 해란 -순비기나무군집의 분

포형에 비해 해안정선측으로 좀 더 가깝게 나

타났다. 따라서 순비기나무군락은 해란 -순비

기나무군집에 비해 입지환경이 불안정한 곳에

서 해안사구 본군락과 혼생하면서 종조성이 

단순화 된 것으로 보이며 동해안의 순비기나무

군락은 입지환경이 안정화됨에 따라 해란 -순

비기나무군집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단된다.

2) 지구온난화에 의한 식생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양상으로 동

해안 해안사구 목림 분포역의 변화가 조사되

었다. 본 연구에서 해안사구 목림의 분포역으

로 해당화군락은 생육 하한선 36° 64′N, 순비

기나무군락은 생육 상한선 37° 68′N으로 조사

된 바, 동해안 해안사구 목림에 한 기존 식

물사회학  연구에서의 해당화군락 생육 하한

선 36° 20′N, 순비기나무군락 생육 상한선 37° 

40′N(Jung and Kim, 1998)과 비교 했을 때 해

당화군락은 생육 하한선이 0° 44′N, 순비기나

무군락은 생육상한선이 0° 28′N 북상하 다. 

이것은 동해안 일 가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연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안사구 목림의 분

포역이 북상한 것으로 단된다. 한 해당화군

락이 순비기나무군락에 비해 분포역의 변동 폭

이 큰 것으로 보아 추운 곳을 좋아하는 북방계 

식물군락이 남방계 식물군락보다 온도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동해안 해안사구  해수욕장 이용실태

  국민 생활수  향상에 따라 해안을 찾는 

객의 수가 해마다 증하고 있다. 특히 동해

안 피서객수는 2000년 1,077만명, 2003년 

2,020만명, 2008년 3,032만명으로 동해안을 찾

는 객의 수가 최근까지 폭발 인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피서철 긴 장마로 

인한 온 상이 지속되면서 피서객수가 폭 

감소하 으나 최근 해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동해안 객 수는 

꾸 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안사구에 미칠 

것으로 상되는 인간간섭의 압력이 지속 으

로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해안사구가 

해수욕장으로 확  이용되면서 해안사구면 의 

축소  편화 등 동해안 해안사구식생에 

향을 주는 요소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단된

다. 해안사구는 해양생태계로부터 내륙생태계

로 이행되어 가는 생태  이행 로써 해안모래

의 장, 지하수의 장, 희귀 동‧식물의 서식

지 등 다양한 생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리학 으로 매우 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사구

의 가치에 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서 부분

의 해안사구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재까지도 해안사구식물의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안사구에 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자연 인 해안사구식생을 확

보하고 있는 해안사구에 해서 지속 인 종자

원 보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 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괴되고 훼손되어

진 해안사구와 그 식생형  구성종에 한 잠

재자연식생분석에 따른 복원  보 책이 필

요할 뿐만 아니라 생태  이행 로써 매우 

요한 생태학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해안사구

에 해 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수 인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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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동해안의 해변은 비교  소하지만 많은 해

안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약 150여개의 해

수욕장이 해안사구에 집 되어 피서철 명

소로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

해안의 객 수는 해마다 폭발 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는 휴가철 피서객수

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그 결과 해안 지 

조성을 목 으로 각종 져시설과 제방시설 구

축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동해안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으로 해수욕장 인근 철책이 

제거 되어 해수욕장이 면 개방되면서 객

과 피서객으로 인한 동해안 해안사구 일 의 식

물자생지 면  감소와 해수욕장 주변의 식물군

락 변화가 상된다.

  본 연구는 경북지방 29개소, 강원도지방 33

개소 등 총 62개소의 해안사구에서 획득한 180

개의 식생조사표와 Z.-M. 방법에 의해 이미 추

출된 한국과 일본의 해안사구의 각 단 식생과 

식물사회학  체계를 이용하여 군락분류, 군락

생태, 군락지리, 군락동태에 한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군락분류 황은 해안사구 최 방에 발달하는 

해안정선유기물1년생 본식생, 해안정선과 배

후지사이에 발달하는 해안사구 본식생, 사구 

최후방 배후지에 발달하는 해안사구 목림 등 

3개의 식생형으로 분류되었다. 식생형별 단 식

생은 해안정선유기물1년생 본식생의 갯메꽃-

수송나물군집, 해안사구 본식생의 갯그령-통보

리사 군집과 통보리사 형군락, 갯그령군락, 

갯메꽃군락, 왕잔디군락, 우산잔디군락, 좀보리

사 군락, 해안사구 목림의 해란 -순비기나무

군집, 순비기나무군락과 해당화군락 등 총 3개

의 군집과 8개의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군락별 분포형 분석에서는 해안정선쪽에 갯

메꽃-수송나물군집과 갯메꽃군락이 소규모로 

발달하 고 해안정선과 배후지사이에는 갯그령

-통보리사 군집, 갯그령군락, 통보리사 형

군락, 왕잔디군락, 좀보리사 군락, 우산잔디군

락과 같은 해안사구 본군락들이 발달하고 있

으며 이들  갯그령-통보리사 군집과 갯그령

군락이 해안정선을 제외한 해안사구에서 매우 

폭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란

-순비기나무군집, 순비기나무군락, 해당화군

락과 같은 해안사구 목림은 사구 최후방 배후

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

서 해안사구 목림의 분포는 해안사구 본군락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동해안 부분의 조사지역이 해안도로, 인

도  군경계철책 등에 의해 해안사구가 편화

되어 해안사구 목림이 해안정선측으로 려들

어와 생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동해안 해안사구식생 변화양상을 본 연구지

역의 기존 식물사회학  연구를 토 로 비교 분

석한 결과, 각 군락의 갯방풍 출 율  피도의 

감소, 해란 -순비기나무군집의 갯쇠보리 결여, 

순비기나무군락의 종조성 단순화 등이 조사되

었다. 갯방풍과 갯쇠보리는 해안사구가 안정된 

2차사구에 주로 생육하며 이러한 식물종이 군

락 내에서 감소되는 것은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 

입지가 불안정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본 

연구에서 순비기나무군락의 분포형은 해란 -

순비기나무군집의 분포형에 비해 해안정선측으

로 좀 더 가깝게 나타났다. 따라서 순비기나무

군락은 해란 -순비기나무군집에 비해 입지환

경이 불안정한 곳에서 해안사구 본군락과 혼

생하면서 종조성이 단순화 된 것으로 단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양상으로는 

동해안 해안사구 목림 분포역의 변화가 조사

되었다. 본 연구의 해안사구 목림 분포역에 

한 기존 식물사회학  연구와 비교 했을 때 해

당화군락은 생육 하한선이 0° 44′N, 순비기나

무군락은 생육상한선이 0° 28′N 북상하 다. 

이것은 동해안 일 가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연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안사구 목림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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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역이 북상한 것으로 단된다. 한 해당화군

락이 순비기나무군락에 비해 분포역의 변동 폭

이 큰 것으로 보아 추운 곳을 좋아하는 북방계 

식물군락이 남방계 식물군락보다 온도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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