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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안습지나 산지습지， 하천습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도시 외곽 낮은 산지 곡부에서 발견되는 습지는 일상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습지는 사면의 경사변환점이나 계류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고 규모가 작다.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서의 습지의 공통된 

지형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정밀성이 높은 LiD뼈 지표고다료를 사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으로 습지와 비습 

지간 지형변수값을 대조하였으며， 이러한 지형특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도상 확인， 현장조사와 문헌을 통해 탐색하였 

다. 습지와 비습지간 지형특성을 비교한 결과 사변경사도， 단면곡률， 거칠기， 사면유역지수， 습윤지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 

다. 습지에서 사면경사도 평균은 더 낮았고 표준편차는 높았으며， 거칠기는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높았다. 단면곡률은 표준 

편차만 더 크게 산출되었다. 사면유역지수 평균은 비습지보다 낮았으나 습윤지수 평균은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 

체적으로 습지가 비습지보다 완만하고， 내부에 경사변화가 심한 지형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확인 

을통해 많은습지가과거에 농경이 이루어져 사면절단 · 경사변경의 인위적인 지형이 나타나거나， 계류주변 하곡을포함하 

고있음을알수있었다 

주요어 : 저산지 곡부， 소습지，LiD뼈자료， 지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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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지 곡부 습지의 지형적 특성 

Abstraα :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wetlands , researchers have recently carried out studies on coastal , 

montane and riverine wetlands. Little attention , however, have been paid to small-sized wetlands situated in 

hill valleys , despite their commonness(ubiquitousness). These wetlands are of small size and frequently 

observed in break:s in slope or on the valley area of stream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mmon 

geomorphic characteristics of these wetlands on a small-scale by conducting a terrain analysis using high

resolution LiDAR elevation data.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Comparison of the topographic properties between wetland 

and non-wetland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ve selected variables; slope , plane 

curvature , ruggedness index , upslope contributing area, topographic wetness index. Both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SD) of slope marked higher in the wetland sites than in the non-wetlands , and 

ruggedness index displayed the same tendency. Also , the SD of profile curvature showed higher value in 

wetlands. The mean value of upslope contributing area was slightly lower, while mean topographic wetness 

was higher in wetlands than in non-wetlands. the terrain analysis showed that the wetlands had gentler 

slopes than non-wetlands , showing higher relief within the area with frequent slope gradient changes. A 

series of field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 wetlands included a substantial amount of artificial 

topography such as slope breaks or sudden changes in slope gradient, ref1ecting the inf1uence of past 

cultivation practices. The field study also showed that the wetlands were mainly situated on the valley area 

of streams. These topographic characteristics can contribute to wetlands occurrence in two possible ways: 

First, slope break:s can block the rainwater f10w or surface runoff to help wetland formation. Second, the 

groundwater discharge occurs where the perched water table intersects the land surface. 

KeyWords: hill wetland, small-sized wetland , LiDAR data, terr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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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오늘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구 

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 중 하나인 습지에 대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습지는 수문 

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능이 뛰어나 ‘생태계의 

신장(賢觸)’ , ‘생물학적 슈퍼마켓’ 으로 표현되기 

도 할 만큼 중요성 이 매우 크다(Mitsch and 

Gosselink, 200이. 
습지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대 

표적으로 람사르 협약(1971 ， Ramsar Convention) 

에서는 ‘자연 · 인공， 영구적 · 일시적， 정수 · 유 

수， 담수 · 기수(汽水) , 염수환경에 관계없이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 또는 간조 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바다’ 를 습지로 정의하고 있다. 

Cowardin System(1979, FWS: United States Fish 

and Wildlκe Service)에서는 ‘홍수범 람 및 토양 침 

수 등에 의해 지표 또는 뿌리 근처에 물이 존재하 

며， 습윤 조건에 적응된 식생과 인접한 육지와 구 

별되는 독특한 토양 존재하고， 일정기간(보통 2주) 

동안 침수되거나 얄은 물로 덮인 곳’ 을 습지로 간 

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습지보전법 (2007 ， 제2조 13 

항)은 습지를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 역으로서 내륙 

습지 및 연안습지’ 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습지는 육역(陸域)과 수역(水域)의 

경계부에 위치하여 독특한 수문 · 토양 · 식생환경 

이 나타나는곳으로정의될수 있다.즉@일정 기 

간 동안 지표면이나 지하로부터 흐르는 물에 침 

수 · 범람하거나，~ 이에 적응된 혐기성 토양이 발 

달하고，G) 이러한 수문， 토양 조건에 적웅된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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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곳이 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에 

서 물， 토양， 지형， 미생물， 동식물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Barbier et al, 1996) 차별화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기능을가지게 된다. 

습지는 유출수를 저장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고， 

폭풍우 발생시 물질이나 에너지를 분산시켜 물리 

적 완충지 역할을 하며， 주기적으로 침수되어 지하 

수를 재충전시킨다，(Barbier 앉 al, 1996), 또한 오염 

물질이나 중금속이 유입되면， 식생과 박테리아의 

대사작용과 침전 · 흡착 · 화학적 분해를 통하여 이 

를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들에서식처 ·산란처와먹이망을제공하여생산성 

이 높으며， 자체가 하나의 소생태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문현숙， 2005; Geist, 2006), 

지금까지 습지에 대한 연구는 이를 형성하는 세 

가지 조건에 맞추어 식생과 토OJ특성， 수문이나 지 

형 등을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는 습지의 이해에 있어서 지형의 중요성이 일찍부 

터 부각되었다(Mitsch and Gosselink , 1993; 

Brinson, 1993). 수문은 습지의 토양과 식생을 유지 

시키는요인이며，수문특성은지역의 기후와지형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중 지형은 기후보 

다지역 간차이가크며， 마치 ‘물을담고 있는그 

릇’ 처럼 습지의 수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바탕으로해외에서는습지지형의 형태적인 

공통 특성 자체에 관한 연구와， 지형 특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개별 습지를 탐구하려는 

시강}많이있어왔다. 

국내에서는 1997년 람사조약 가입을 계기로 습지 

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연구 

가 활성화되었다(권동희， 2어6) ， 습지 식생이나 토 

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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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이나 환경공학， 농학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습지의 

식생구조와 생태적 특성을 밝히거나(이팔홍 외， 

2005a , 2005b; 송호경 외， 2006; 장병오 외， 2006; 

이기철， 2008; 김재근， 2009; 김명현， 2009; 심현보， 

2009 등) , 토양환경과 생지화학적 특성을 조사하 

는 등(김병우 외， 2003; 김숙양 외， 2008; 이용민 

외， 2009; 주은정， 2009 등)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 

고있다. 

습지 지형은 식생이나 토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적인 성과는적으나꾸준한 연구가진행되어 왔 

다. 주로 많이 알려진 습지의 현지 조사를 위주로 

지형특성과형성 · 변화과정을설명하는방식이 대 

다수이다. 일례로， 손명원 · 박경(1999)은 오대산 

국립공원 내 질봐늪의 지형환경과 생성원인을 구 

명하였으며 박의준 외(2005)는 영산강 상류 하천유 

역 하천습지의 지형경관을 분석하였다. 김성환 외 

(2008)는 신두리 해안사구 습지의 수문과 지형특성 

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김태호(2009)는 1100고지 습지와 물영아리오름 습 

지를 대상으로 제주도 산지습지의 지형특성을 고 

찰하였다. 

습지지형의 공통된특성을현장조사나문헌， GIS 

로 분석하고 분류하려는 연구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지는 주로 산지습지와 해안습 

지이다. 문현숙(2005)은 경기 일대 산지에서 습지 

가 발달하는 환경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탐색， 습지 

를 지형적으로 사면형과 분지형으로 분류하였다. 

경기도 산지습지는 사면형 습지인 경우가 많으며 

지하수가 수원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자 

용 · 서종철(2007)은 고도， 경사도， 토지이용， 

NDVI, 면적， 식생， 하천의 위치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지습지 가능지를 추출하였다. 고도 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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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20。이하를 산지습지 가능지의 지형 기준으 

로 보았다. 박경훈 외 (2007)는 깨I (Topographic 

Position Index)를 활용하여 울주군과 경남 일대의 

산지습지 가능지역의 분포를 예측하였다. 100m와 

500m 스케일로 산출한 TPI 그리드와 사면 경사로 

지형을 분류하여 평탄지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평 

탄지의 경사기준을 달리하여 실제 산지습지와 비 

교한 결과， 경사기준 10。 이하일 때 예측력이 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습지 지형 연구는 대체로 내 

륙 산지습지와 해안습지 위주였으며(권동희， 

2006) , 이는 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k따 단 

위의 일정 면적 이상을차지하는습지였다.그리고 

지형 분석 시 현장조사를 위주로 한 지형특성 고찰 

과 성인 · 변화과정 검토가 많았으며， GIS 분석에 

서는 1차 지형변수인 고도나 경사도를 활용한 분 

석을주로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두 가지에 차별 

성을 두려고 한다. 먼저 연구대상으로 도시 외곽 

저산지 곡부에 분포하는 습지에 주목하j찌 한다. 

그 동안 고산지와 해안에 분포하는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전형적인 자연습지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반면， 도시 외곽 낮은 산지의 농경지나 계 

류 주변에서 발견되는 습지는 일상에서 비교적 흔 

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었다. 이러 

한 습지는 지점 수가 많으며 유역 내에서도 산개한 

분포를 보이고 무엇보다 규모가 매우 작다. 이렇게 

작은 스케 일의 습지는 기존의 산지 습지나 하천 습 

지와는 다른 독특한 지형특성이 존재할 것이라 사 

료되며 연구방법 또한 이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습지를 저산지 독부 습지로 

지칭하고， 지형특성을 정밀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 

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연구방법에 있어서， 곡률 등 2차 지형 

변수를 활용한 지형분석을 실행하려고 한다. 사면 

경사 등의 1차 지형변수만으로는 지표면의 입체적 

인 경사변화를 알아내기 어렵다. 곡률， 거칠기， 습 

윤지수 등의 지형 변수를 사용하여 지표지형과 이 

에 따르는 수문특성을 이해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수치고도모 

형을 활용하여 저산지 곡부 습지의 지형변수 정보 

를 획득한다. 둘째， 비습지 지형의 지형변수 정보 

와 비교 · 대조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지형특 

성 차이의 원인을 탐색한다. 문헌 조사를 통해 차 

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논의해본다. 

2)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1 )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저산지 곡부 습지를 ‘고도 500-

600m의 저기복 산지의 능선과 능선 사이의 독부에 

서 발견되는 습지’ 로 정의하였다. 산지는 기복의 

대소에 따라 고산성， 중산성， 저산성으로 구분된 

다. 고도에 따라 고산성 산지는 대략 2,000m 이상， 

중산성 산지는 1 ，어Om， 저산성 산지는 약 500m 이 

하의 소기복 산지를 의미한다1)(한국지리정보연구 

회， 2004). 국내는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등 고도 

1,OOOm 이상의 주요 산맥 지역과 남서부 구릉지대 

사이 점이적인 위치에 500m 내외 저산성 산지가 

많이 분포한다. 여기서 ‘곡부’ 란 ‘침식작용에 의한 

계곡’ 이 아니라 ‘산지의 능선과 능선 사이 부위’ 로 

넓게정의한다. 

저산지 곡부 습지는 고산습지나 하천습지와는 성 

地理學論홉홉 제57호 (201 1. 3) 

z생 흩습효l 
....---- '"훌f천 

혜발:i1.x 
~--l00m 

〈그림 1) 연구지역 습지의 위치: 가상 모식도 

(상: 측면， 하: 정면) 

격이 다르다. 발견되는 위치가 500m 내외 저산지 

의 산 중턱이어서 취락， 농지 등 개발지가 많으며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단일 습지가 발달하는 것 

이 아니라 규모가 매우 작은 소습지가 흩어져 분포 

한다. 그림 1은 저산지 산중턱에 나타나는 습지의 

분포를 가상의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산지 곡부 습지가 다수 발견되 

면서 , 이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 구득이 용이한 성 

남 청계산 사면 일대를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성남시는 분지형의 계획도시로， 중앙부에 주 

거 · 상업용지 등 개발지가 많은 한편 통편과 서편 

은 산지지대로 녹지가 많다. 서쪽에는 청계산 

(616m) , 국사봉(542m) ， 백운산(564m) ， 동쪽에는 

청량산(480m) ， 문형산(497m)을 잇는 남북방향의 

산맥이 발달해 있고 중앙부는 한강으로 유입하는 

탄천변의 평야 저지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 

1) 제시한 수치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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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연구지역은 그림 2와 같이 행정구역 상 경기도 성 

남시 수정구와분당구 서편 일대에 위치한습지 31 

개 지점(그림 3)이다. 청계산과 국사봉의 통쪽사변 

과 대장동 산지 주변에 발달해 있으며 고도 100-

300m에 위치해 있다. 판교 분기점 서쪽 청계산， 국 

사봉 부근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대장통 일대는 과 

’ -

‘ ‘、
-. .... ... 

; ff‘繼 .: i h 
• .;" r ‘ 

:λ{하? : 
0 :: - :/.:.‘")f、i 、‘、

; ‘.. - ~，. ...... 
j .t'--

〈그림 2> 성남시의 위치와 연구지역(좌측 점선) 

〈그림 3) 대상 습지의 분포도 
(1m와 10m 해상도 음영기복도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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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보전녹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최만 

순， 2008) ， 산림과 농경지의 면적。l 넓고 습지가 상 

당수 발견된다. 성남시 전체로는 약 1627ß소의 습 

지가 발견되고 있으며(전숭훈， 2008) 그 중 절반 이 

상이 서쪽 청계산사면에 분포한다. 

2) 연구자료 

(1) 니DAR 고도자료 

연구 대상지인 습지의 면적이 평균적으로 

2453.35m , 즉 대략 50mx5αn에 불과하며 작게는 

73m인 습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한 해 

상도의 DEM이 요구되었다. 기존 연구자들이 샤용 

하던 1:25000이나 1:5000 수치지형도의 고도자료 

를 보간하여 얻은 따E로는 대상 습지와 같이 좁 

은 지역의 실제 지형형태를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1m의 조밀한 간격으후 지표고도 

를 측정한 UDAR 자료를 활용하여 좁은 연적의 습 

지를최대한 실제 지형에가깡게 모A봐려고하였 

으며， 정밀한 DEM올 구축， 지형변수플 추출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과 하였다. 

(2) 습지 분포 자료 

성남시 생태지도 사이트인 ‘성남 에코맹 

(sn.ecomap.or.kr)’ 으로부터 성남시 습지 분포가 

폴리곤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레이어 지도를 획득 

하였다. 습지의 분포 지도는 2007-2008년까지 실시 

된 ‘지역 습지 찾기 운동’ 에 참여한 시민 습지조사 

단의 모니터링으로 제작되었다 청계산 · 국사·봉 -

대장동 사면에 위치한 317M의 습지의 위치를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고 체계화하였 

다. 소유역긴에 따라 6개로 그룹화 하였으며 순서대 

로식별번호롤붙였다. 



3) 연구방법 

(1 ) 지형변수의 선정 

연구지역 습지 내부의 지형특성을 파악하고 비 

습지 지역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물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계된 여섯 가지 지형변수를 선정하였 

다.CD 사면경사도 @ 평면 독률，G) 단면 곡률，@ 

거칠기 지수，G} 사면유역지수@습윤지수가그것 

이다. 

지표수나 지하수는 지표의 기복을 따라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 이통한다. 물은 사면을 따라 낮 

은 곳으로 흘러가며， 이 때 사면 형태가 물의 흐름 

을 제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면은 경사도 

(사면 경사)와 향(向， 방위각)으로 구성된 벡터이 

며， 지표 고도값으로 산출되는 1차 지형변수이다. 

사면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곡률이다. 곡 

률은 경사도와 향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수평적인 

사면 향(등고선)의 변화율을 평면 콕률， 수직적인 

사면 경사의 변화율을 단면 곡률로 계산한다. 고도 

와 사면이 일사량， 기온， 유효수분량에 영향을 준 

다면 곡률은 물의 침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평면 곡률은 물의 합류와 분산， 단면 곡률은 지표 

수 등 물질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Evans 

and Cox, 1999). 

이 연구에서는 물의 이동에 긴밀히 연관된 지형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차 변수인 @ 사변경 

사도와 2차 지형변수인 @ 평면 독률，G) 단면 곡률 

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습지지형의 특정을 보다 

입체적으로파악해 보파하였다. 

네 번째 지형변수인 @ 거칠기 지수는 습지 내부 

에서 지표의 울퉁불퉁한 정도， 즉 거친 정도를 돗 

地理學論흙 제57호 (201 1. 3) 

한다. 거칠기 지수로 곡률로는 패턴을 알기 어려운 

복잡한 경사변화를 보이는 지형의 특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지형의 거칠기가 높으면 완만한 지형 

에 비해 배수가 좋지 못한 경향이 있어(Richardson 

et al., 2에1) 습지로 변화될 확률이 높다. 

거칠기 지수 중 많이 사용되는 TRI(Terrain 

Ruggedness Index)는 중앙과 이웃한 3x3 셀의 각 

고도 차이값을 제곱 후 평균하여 제곱근을 구하는 

것으로， 대상 셀과 이웃 8개 셀의 고도변화에 대웅 

하는 값이다(뻐ey et al, 1999). TRI의 단점은 경사 

와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거칠기가 낮으나 

경사가 큰 지형에서 값이 높게 나온다(그림 낀).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벡터 개념을 활 

용한 VRM(Vector Ruggedness Measure)을 사용하 

였다. 이는 경사와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지표면의 

거칠기를 표현한다(Sappington et al, 2007). 때M 

은 가장 평평할 때 0, 가장 심한 울퉁불퉁한 정도를 

1로 나타내며 일반적인 자연 지형은 대체로 0.0 에 

서 0.2 사이의 분포를보인다. 

다섯 번째 지형변수인 @ 사면유역지수(As ， 

Upslopε Contributing Area)는 Basin area, Upslope 

area , Flow accumula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면상 

의 한특정 지점으로유입될수 있는물의 양을추 

정하는지형변수이다. 

여기서는 사면유역， 즉 지점이 포함된 유역의 면 

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총 유역지수 

(TCA, Total Contributing Area)가 정해진 셀이나 

등고선을 포함한 한 구간에 흘러 들어오는 물의 흐 

름량이 라면 , 단위 유 역 지수 (SCA ， Specific 

Contributing Area)는 총 유역지수를 단위 길이의 

등고선이나 셀의 크기로 나누어 준 값이다(Hengl 

2) 제시한 수치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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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uter, 2009). 본 연구에서는 셀 단위의 단위 

유역지수를 계산하였으며 식은 2-1과 같다. 

As = (l !ò) ~Pi • A; 
식 2-1 

A‘ 한;각 ̂ ~의 1견 갱 
” 썽강〔줍0] 흘헤드는상i유격자수 
ρi 유수가어추어자는정fξ룹끓서하는성수: 
b '1생 91 :'17] 생약해추청펴는향X션센l 폭ι 

여섯 번째로，@ 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lndex)는 한 셀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사면 

유역지수와 사면 경사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즉 사 

면유역지수와 유사하나 지점의 경사를 반영한 것 

이다. 식 2-2와같이 정의된다. 

식 2-2 

4 λl 떤유쩍격 수 (SCA) 
3 사헛 캡λ} 

여기서 사면유역지수는 셀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사면 경사는 등고선의 

길이만큼 흘려 내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수식에 사 

용된다. 습윤지수는사면에서의 식생이나토양특 

성， 사태 등 수분과 관련된 지형특성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변수이다(Hengl and Reuter, 

2009). 

(2) 지형변수값의 추출 

청계산 일대 31개 지점의 습지 지형 특성을 대조 

할 비습지 지역이 요구되었다. 습지가 아닌 곳 

(nonwedands)은 ‘고지대나 저지대를 막론하고 깊 

은 물 서식처나 습지， 또는 특별한 습성(aquatic)인 

특성이 없는곳’으로정의된다. 일반적으로비습지 

는 표 1과 같이 구분된다. 

대조 지점은 습지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 

을 모두 비습지로 간주하여 습지와 동일한 유역 내 

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대상 습지의 

평균 면적이 2500m2이므로， 이와 통일한 면적의 비 

습지를 각 소유역 당 100개 지점씩 추출하여 총 

6007R의 대조지점을확보하였다. 

유역내에서습성이나타난다고판단되는 ‘하천 

으로부터 50m 간격의 완충지대’ 는 제외하였다. 한 

소유역의 면적이 3번 유역을 제외하고는 대략 1k따 

내외임을 감안할 때， 면적상 약 100개 지점이 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는 선정된 비습지 6007R 

지점을 표시한 지도이다. 

비습지 설정 후， 1m 간격으로 지표고도를 측정 

한 RiD뻐 자료의 X, Y, Z 좌표를 포인트화 한 후 

보간없이 1m 크기로 DEM을 구축하였다. 이후 습 

지와 비습지 폴리곤을 중첩시켜 지형변수 값을 추 

출해내었다. 

〈표 1) 습지/비습지의 구분 

식생 침수 · 범람과 혐기성 토양에 적응된 식생이 우점 

토양 혐기성 토양이 발달 

무
 
-

A 
-- 일정기간 동안 지표면이나 지하로부터 흐르는 

물에 침수· 범람 

식물은 호기성 토양에만 적응된 식물이 출현하고 

이들이우점 

습윤한 상태가 아니며， 호기성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가지고있음 

토양이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물에 

잠기더라도， 연중습윤한토양에 적응된 식생을 

생육시킬수없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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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포인트화 하는데 R 2.10. 1을 사용하였으 

며 지형분석 에는 Arcgis 9.3, Arαiew 3.3을， 통계분 

석 에는 SPSS Statistics 18을 활용하였다. 

2. 연구결과 

1) 지표지형변수 분석 : 사면경사도， 명면곡 

률， 단면곡률， 거철기 지수 

대상 습지와 비습지 지점에 1m D태을 구축하여 

제시한 변수로 지형분석을 실시， 각 셀마다의 데이 

터를 구하였다 대훗값으로 지점 별 평균을 계산하 

였고， 지점 내 분산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준편 

차를 구하고 습지와 비습지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다. 변수별 31개와 %개의 데이터를 산출하였 

으며， 평균의 전체 기술통계량은 표 양} 같다. 

A 
(1 ) 사먼경사도의 분석 

습지와 비습지의 지점 별 사변경사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τ검정 결 

과(표 3) 습지와 비습지간 사면경사도의 평균과 표 

준펀차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口
 

@ 

〈그림 4) 선정한 비습지의 위치: 600개 지점 

〈표 2) 습지와 비습지의 지표지형변수 기술통계랑: *10910로 변환 

비슐지사연 습지사연 비습지명연 슐지명연 비습지단연 융지단연 비융지 거짙기 융지거짙기 

경사도앵균 경사도 g균 곡톨평균 곡톨영균 곡톨명균 곡톨명균 지수*명균 지수‘영균 

사례수 600 31 600 31 600 31 600 31 
평균 23.2421 IL4394 0531 -.2069 - .0965 .4163 -3.0181 -2.7297 
충위수 22.8815 IL0914 - .0112 -. 21340 .0026 .4085 -3.0070 -2.6286 
표준편차 6.9509 3.3143 .7642 .6825 7890 2.2033 .2255 .2047 
최소값 1.6440 4.0786 -4.6994 -1.6529 - 3.2762 - 8.3758 -3.9122 -3.2707 
최대값 42.9663 17.9456 3.4895 2. 1169 3.2102 6.4335 - 2.4484 - 2.3597 

백분 25 19.1321 9.3912 -.1012 -.5360 -.4881 -.1897 -3.1721 - 2.9065 

T미f* 50 22.8815 11.0914 -.0112 -.2134 0026 .4085 - 3.0070 - 2.6286 

75 28.0630 14.2264 .4811 0420 .3636 1.4667 2.8608 - 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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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에서 경사도 평균이 작고 표준편차가 큰 것 

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사면경사는 사면 

길이와 함께 1차적으로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변 

수로， 강우시 지표유출의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 

친다(Richardson ， 2001). 경사가 완만할수록 모여 

든 물을 보유하기가 용이하므로， 낮은 경사도를 보 

이는 지점에 습지가 형성되기 수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습지에서 표준편차가 큰 것은 지점 

의 경계 안에서 경사도의 분산이 큰 것으로 경사변 

화가 심한 지형형태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지표의 

요철이 심하면 강우가 고이기 쉽고 지표수의 흐름 

이 방해를 받아 습지형성에 유리하다. 

(2) 평면곡률의 분석 

각 지점 별 평면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 

하였으며 습지와 비습지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T

검정 결과(표 4) 습지와 비습지간 평면 독률은 유 

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음의 평면콕률이 나타나는 지향 즉 

정상을 향해 휘어진 형태의 등고선이 나타나는 지 

형은 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습지를 형 

성하기에 보다 좋은 요건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분석결과， 50m X 50m 면적의 작은 스케일 습지일 

경우지형면이 공통적으로계곡형태를나타낸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이는 대상이 저산지 곡부에 나타 

나는 소규모 습지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3) 단먼곡률의 분석 

평면곡률과 마찬가지로， 단면곡률을 각 지점에서 

1m 격자 단위로 구하고， 이를 평균한 값과 표준편 

차를 총 6317R의 지점에서 산출하였다 T-검정(표 

5) 실시 결과 습지와 비습지 간 단면곡률 평균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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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표준편차는 습지가 큰 것으 

로판명되었다. 

습지에서의 단면곡률표준편차의 평균이 비습지 

보다 더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즉 비습지는 

지점 내에서 단면곡률값이 평균에 집중되어 있는 

데에 비해， 습지는 이상치가 발견되어 분산이 크 

다. 추정하자면， 습지가 깊은 계곡부를 포함하고 

있거나， 사변경사 방향으로 인위적인 지형면 변화 

가 일어나 단면 곡률이 극값으로 변화된 곳이 존재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거칠기 지수의 분석 
본 연구에서 시용한 거칠기 지수는 VRM(Vector 

Ru잃edness Mndex)으로 벡터 개념을사용하여 지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낸 지수이다. 습지와 비습지 

각 31개와 6007R 지점에서 1m 간격으로 거칠기지 

수를 구한 후， 1oglO을 취하였으며 각 지점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총 6317R 데이터를 확 

보하였다. T-검정(표 6)을 실시한 결과 습지와 비습 

지간 거칠기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습지 내부에 경사 변화가 심하 

고 굴곡이 큰 거친 지형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이러한지형의 형태는강우나지표수의 유출을방 

해하고 지표 부근 지하수의 흐름을 복잡하게 하며 

지하수면과 교차할 시에는 지하수의 유출을 일으 

킨다. 

2) 수문지형변수의 분석: 사면유역지수， 습 
윤지수 

지표지형변수와동일하게 같은조건에서 수문과 

관련된 지형변수를 산출하였다. 습지와 비습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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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습지/비습지 사면경사도 비교: T-검정 결과 

지점별 31 11.4394 3.3143 
사변경사도 -17.898 0.0001 

평균 0 600 23.2421 6.9505 

지점별 31 7.7500 2.4643 
사변경사표 2.399 0.017 

표준편차 0 600 66699 2.4436 

〈표 4) 습지/비습지 평면곡률 비교: T-김정 결과 

지점별 31 -0.2069 0.6825 
평면곡률 -1. 861 0063 

평균 0 600 0.0531 0.7624 

지점별 31 10.4418 1. 7452 
평면곡률 0.829 0.407 

표준편차 0 600 m0665 2.4870 

〈표 5) 습지/비습지 단먼곡률 비교: T-검정 결과 

f슐짜k 흥할*X， t 삽t녕l餐S황̂ I:양} N 행짧 표훌훌훌§왔 ￥짧￥훌헥훌 
지점별 31 0.4163 2.2033 
단면곡률 1.292 0.206 

평균 0 600 -.0965 0.7890 

지점별 31 15.0757 3.0596 
단면곡률 6.280 0.0001 
표준편차 0 600 11. 1582 3.4026 

〈표 6) 습지/비습지 거칠기지수 비교: T-검정 결과 

(옳훌| 훌:1훌，I 납t혜I룰}擊했:0) ￥* ￥활 짤훌 훌훌쯤쨌웠앓 
흙!흥| 
훌*훌용 

지점별 1 31 -2.7297 0.2047 
거칠기지수 6.973 0.0001 
평균 0 600 -3.0181 0.2255 

지점별 31 0.5627 0.1180 
거칠기지수 5.067 0.0001 
표준편차 0 600 0.4535 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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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습지와 비습지의 수문지형변수 기술통계량: *Iog 10로 변환 

사례수 600 31 600 31 
평균 0.9084 0.8635 4.1572 4.9620 
걷;ζ~~ 9-、 0.9712 0.8126 4.0926 5.0006 
표준편차 0.1768 0.1754 0.4882 0.3550 
최소값 0.4844 0.4683 3.0514 4.2501 
최대값 1.6185 1.3438 6.3928 5.6832 

25 0.8487 0.7647 3.8338 4.6938 
배-，브 "-의 11스 ’ 50 09712 0.8126 4.0926 5.0006 

75 1. 0948 0.9516 4.3817 5.1789 

〈표 8) 습지/비습지 사면유역지수 비교: T-검정 결과 

사면유역지수 

역 각 317R와 600개 지점에서 1m 격자별로 지형변 

수를 계산하였다. 평균을 대훗값으로 한 기술 통계 

량의 전체적인 결과는표 7과같다시. 

(1 ) 사면유역지수의 분석 

습지와 비습지에 1m 간격으로 구축한 DEM을 활 

용하여 사면유역지수(Upslope Contributing Area) 

를 계산하였다. 격자별 사면유역지수에 loglO을 취 

한 후， 평균을 구하여 각 지점 별 대훗값을 산출 후， 

표 8과 같이 T-검정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비습지에서 근소하게 

높은 값이 계산되었는데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은 해 

석이 가능하다. 먼저 사면유역지수는 사면상의 한 

격자에 흘러들어가는 물의 흐름량을 나타내므로， 

대상지가 속한 전체 유역의 형태나 지점의 상대적 

인 위치에 따라 값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따 

라서 비습지의 특성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한 비 

습지의 위치에 따라 사면유역지수의 분포범위가 

달라질수있다. 

그렇다면 습지와 비습지를 결정짓는 지형 요인에 

있어서 사면유역지수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음을 

유추할수 있다. 오히려 습지로유지되기 위해서는 

습지 내부에서의 지형이 물의 흐름을모으고가두 

는형태가되어야함을시사한다. 

(2) 습윤지수의 분석 

각 31개와 600개 지점의 습지와 비습지에서 1m 

간격으로 습윤지수를 구한 후， 한 셀 주위 3X3 셀 

의 평균으로 대체하여 평균 습윤지수(m1WI)를 계 

산하였다. 이는 잘못된 셀의 값이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평활화된 값을 도출해낸다(Sorensen 

et al, 2어6). T-검정 결과 습지/비습지 간 습윤지수 

3) 지표지형변수와는다르게 수문변수는 지점 내 표준편차가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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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습지/비습지 습윤지수 비교: T-검정 결과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습지의 습윤지수 평균 

이더높았다. 

사면유역지수는 비습지의 값이 더 높았으나， 습 

윤지수가습지에서 더 높게 산출된 이유는습지/비 

습지 간 경사도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 

다. 언급한 바대로， 유역의 면적보다 내부의 지형 

형태가 습지와 비습지 간 차이를 이끄는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볼수있다. 

3. 토의 

청계산 · 국사봉 · 대장동 일대의 소규모 습지와 

비습지 각 317R와 600개 지점을 1mDEM으로 지형 

변수를 추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지형 변수는 사면경사도， 단면곡률， 거칠기지수， 

사면유역지수， 습윤지수였다. 습지가 비습지보다 

경사도 평균은 작았고， 표준편차는 컸다. 단면곡률 

표준편차 역시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거칠기 평균 

과 표준편차 또한 더 컸다. 사면유역지수는 작았으 

나 습윤지수는 더 높았다. 실제 지형과의 도상 · 현 

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좌우승F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지형 이다. 지형은 세분하면 무수한 사면 

들로구성된 연속체이다. 습지는 일반적으로사면 

상에서 ‘지표수나 지하수가 유입하여 모여들게 되 

는 위치’ 에서 발생한다(Richardson ， 2001). 

청계산 유역 사면에서 발견되는 소습지는 비습지 

지역에 비하여 사변경사도 평균이 작고 표준편차 

는 컸다. 평균적으로 경사도가 작은 사면은 완만하 

여 물을 보유하기 쉬우나 경사가 가파르면 유출수 

가 흘러내려 투수율과 지하수 충진량이 줄어든다. 

지점 내 사변경사도의 표준편차와 단면곡률의 표 

준편차가 큰 것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 많아 

자료 분포의 분산이 큼을 의미한다. 경사도는 고도 

의 변화율이며 단면곡률은 사면 경사의 변화율이 

므로 습지지점 내 고도와 경사변화가 심한 복잡한 

지형이 존재함을 방증한다. 이는 1m 격자의 표고 

자료가 미세한 지형의 경사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지도상에 나타나는 기복을 관찰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장 비교와 문헌을 통해 해당 지수가 높게 나타난 (2) 사먼유역지수와 습윤지수의 차이 해석 
이유를 해석하여 습지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습지와 비습지간 차이는 사면유역지수와 습윤지 

의 형태적 특성을살펴보파한다. 수 평균에서도 명확하였다. 습지에서 사면유역지 

수가 근소한 차이로 작았으며 습윤지수는 값이 더 

1) 지형 형태와유역 내 위치 컸다.사면유역지수는한지점을통과하는물이 흘 

러갈 수 있는 상부사면의 면적이므로 유역의 형태 

(1 ) 사면경사도와 단먼곡률 차이 해석 나， 유역 내에서 지점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 

습지에서의 수문은 습지의 발생여부를 판가름하 다. 따라서 추출한 비습지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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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 수도 혹은 작아질 수도 있으므로 단순 평균비 

교는 무의미하며， 습지 자체의 값에만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반면 습윤지수는 사연유역지수와 경사도 

를 바탕으로 계산되지만 습지에서 오히려 더 큰 값 

이 도출되었는데 ， 이는 습지와 비습지의 사면경사 

차이가 사연유역지수의 차이를 상쇄할 만큼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습지 내부에 매우 완만한 절토면 

이 있다면 습윤지수는 더욱 커진다. 

특정 지점에서 사연유역지수와 습윤지수의 값이 

높으면 토양 수분량이 많아져 습지가 출현할 확률 

이 높아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습지의 출현 

올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Rodhe and Seiben , 1999). Andersson and 

~y’berg(2009)에 따르면 스웨 덴 중부 bog, fen , 
mire가 혼합된 습지지대에서 습윤지수는 6에서 10 

사이의 분포를보였으며 10이상일 경우습지화확 

률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남 대상 습지의 

습윤지수 평균은 4.9620으로 위도와 기후를 감안 

하여 다른 지역의 지수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2) 미지형 특성 

(1) 거칠기지수 차이 해석 

습지와 비습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다섯가지 

지형변수 중 거칠기지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평균이 두 집단 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지형의 거친 형태는 실제 

지표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 

연의 기울기가 부호를 넘나들며 바뀌는 울퉁불퉁 

한 형태， 두 번째는 사연 기울기 부호가 일정한 사 

연절단/경사변경 형태이다. 울퉁불퉁한 지형은 빙 

하작용의 영향올 받은 험모키(Hummαky) 지형 면 

에서 대표적으호 발견된다. 빙하가 있었던 장소에 

퇴석이 발달하여 기복이 복잡한 것이 특정이며， 웅 

Ii혈f rJ ·!」「씩낀 ι됐젓、‘ -션’￥‘ 깐.녁‘I펀11꽤I 
;갇廳훤할I녔戀 :...\ ，....찮 .. 양넌찮繼커I 

〈그림 5) 거칠기지수 분포와 음영기복도: 습지 

I!"~ I ....... -，-.~ ... ::，t 、、 -딛 갚월‘ ’ r ’ -
I 펀칸 ... 함111헬- τ 퍼 / 끽! 
? ’혔 : ri rt f 蠻꽉 ，~，선걱파갖:철 

〈그림 6) 거칠기지수 분포와 음영기복도: 비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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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한 면에 지표수가 고이기 쉽고， 지하수위가 지형 

면을 반영하여 지하수 흐름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습지의 경우， 거칠기가 높은 것은 

대부분 두 번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확인하 

기 지도상의 음영기복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 

였다. 먼저 습지와 비습지의 각 집단 내 ‘거칠기 평 

균’ 의 평균에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지는 습지와 비 

습지를 4개 지점씩 정하고， 그림 5 ， 6과 같이 거칠 

기 지수 분포와 음영기복을 확대하였다. 거칠기는 

밝은 색 일수록 값이 높다. 

그림 5의 첫 번째 습지와 세 번째 습지는 과거에 

농경지로쓰였던묵논습지이며，두번째와네 번째 

습지는 소하천변에 나타나는 하천습지이다. 그림 

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습지의 음 

영기복도에서 농경을 위해 파놓은 고랑과 계단상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습지에 

서는 미세한 지류가 상하， 좌우방향으로 흘러간다. 

농경활동으로 인한 지형면 교란과 하계망으로 습 

지 내부의 사면은 경사변화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거칠기가 높아진다. 그림 6의 비습지는 주로 경사 

변화가 완만한 사면상에 위치하고 있다. 

거칠기지수가 상 · 중 · 하의 크기로 나타나는 각 

습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습지가 

묵논 · 묵밭의 일종으로서 과거 농업적 토지이용의 

흔적이 지형에 반영되어 거칠기를 높인 경우를 쉽 

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거칠기지수를Jenk’ s Natural 

Break로 다섯 단계의 계급으로 나누어 최고계급값 

의 습지 세 곳j)과， 차상위 계급에 포함되는 습지 한 

곳， 중간 계급에 해당하는 습지 한 곳의 실제 현장 

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0년 7월에서 8월경 

地理學論흙 제57호 (201 1. 3) 

이다. -2.4124 ~ -2.5909')) 범위로 값이 가장 큰 그룹 

에 속하는 습지는 5유역-3번 습지 , 1유역-2번 습지， 

4유역-5번 습지 였다. 다음으로 높은 단계 중 대표 

습지를 5유역-2번 습지 , 중간 단계 중 대표습지를 2 

유역-3번 습지로 정하였다. 현장조사 시 거칠기를 

높일 만한 미지형 여부를 탐색함과 더불어 유입 . 

유출수의 형태와 주변 토지이용까지 조사항목으로 

포괄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다섯 지점의 습지 중 1 

유역-2번， 4유역-5번， 5유역-1번 습지는 과거에 농 

경지로 활용되어， 계단상 지형 · 농수로 · 인공수로 

등으로 인한 사면절토와 이랑과 사방논둑처럼 토 

양을 북돋은 성토의 흔적이 아직까지 뚜렷하였다. 

유역 5-3번 습지는 인접한 소규모 계류의 영향을 

받아 좌우사면， 즉 하독이 반영되어 값이 크게 계 

산된 것으로 보이며， 유역 2-3번 습지는 거칠기 자 

체가 높지 않은 지역이었으므로 평탄한 지형이 분 

포하였다. 

즉， 습지지역의 거칠기지수가 비습지보다 높은 

이유는 많은 경우 @ 계단상 지형 이나 수로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사면의 절단 · 경사변경 때문이며 

또는 @ 하천이 계류의 형태로 흘러 습지 면적에 

하곡의 형태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사면경사변경과 습지 출현과의 관련성 
절토와 경사변경으로 사면에 경사급변점이 형성 

되면 지표유출수의 흐름이 제한될 뿐 아니라， 지하 

수의 삼출이나 용출이 일어나기 쉬워 습지가 될 확 

률이 높아진다(pfannkuch and Winter, 1984). 사면 

에서 기존의 주수지하수위가 경사급변점에서 지표 

4) 가장 높은 값은 유역3의 3번습지이나 면적이 약 140m'로 매우 작아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5) log10을 취하여 변환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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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만나면 지하수가 용출한다. 또는 경사급변점 

이 다수 나타나거나 변경의 폭이 클 경우， 사면 상 

부에서 함양되었던 지하수가 수두경사(hydraulic 

gradient)가 급감하는 경사변경점에서 등포텐셜선 

의 직각방향으로 유출된다. 이처럼 사면경사변경 

은습지발달을가속화시킬수있는요인이 된다. 

4. 결론 

더 크게 산출되었다. 사면유역지수 평균은 비습지 

보다 낮은 값을 보였고， 습윤지수 평균은 더 높은 

값을나타내었다. 

둘째，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습지와 비 

습지의 지형특성 차이의 원인을 구명하였다. 

습지에서는 사면경사도가 낮아 급경사에 비하여 

모여든 물이 유지되기에 용이하다. 사면유역지수 

는 유역 내 지점의 위치에 의해 다양한 분포가 나 

타날수 있으며，오히려 경사도의 차이로습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나 농촌 외곽 저산지 곡부에 습윤지수의 값이 높았다. 

분포하는 소규모 습지를 대상으로 지형 · 수문 변 단면콕률의 표준편차와 거칠기 지수가 높게 나타 

수를 활용한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산지 곡부 나는 이유는 많은 습지가 과거에 농경이 이루어진 

습지를 ‘고도 500m 내외의 저기복 산지의 능선과 지역이어서 내부에 사면절단 · 경사변경의 인위적 

능선 사이 곡부에서 발견되는 습지’ 로 정의하였다. 인 지형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계 

이러한 습지는 사면의 경사변환점이나 계류 주변 단상 지형이나 수로， 이랑， 논둑 등의 교란 흔적은 

에서 흔히 관찰된다. 또한 저산지의 중턱에 위치하 지표의 거칠기를 증가시킨다. 경사급변점에서는 

여 취락이나 농지 등 개발지가 많아 습지의 규모가 강우나 지표유출의 흐름이 사면에서보다 더 제약 

매우작고유역내에서흩어져분포한다. 을받고，주수지하수위면이 지형면과교차하면지 

대상 습지 평균 면적은 2500m2이며， 작은 스케일 승}수의 유출이 일어나 습지가 형성되기 유리한 조 

에서의 미지형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페'AR 자 건이 된다. 

료를 활용하였다. 습지의 지형특성을 분석하기 위 지금까지 저산지의 곡부 소습지는 규모가 매우 

하여 비습지를 설정하고 두 집단의 지형변수를 구 작은 반면 개소 수는 많은 이유로 주요하게 다루어 

하여 비교 · 대조하였다. 또한 습지와 비습지 간 각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지형적 공통성 

지형변수가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지도확인， 현장 에 주목하여 적합한 스케일의 자료인 μDAR 자료 

조사와문헌을통하여 탐색해 보았다. 를 확보， 분석을 실행하여 소습지 내부 미지형의 

특성을소상히 담아내파하였다 

연구의 결과는다음과같다. 또한 도농 외곽 저산지에서 발견되는 소습지는 

첫째， 습지와 비습지 간 지형 특성을 지형변수를 많은 경우가 묵논 · 묵밭이 습지화된 것이다. 처음 

사용하여 도출， 비교한 결과 사면경사도， 평면곡 부터 지하수유출 지점이 농지로 활용되었을 수도 

률， 거칠기 지수， 사면유역지수， 습윤지수에 있어 있겠으나， 경사변경과 같은 지형교란이 습지로의 

서 차이를 보였다. 습지에서 사면경사도 평균은 더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낮았고 표준편차는 높았으며， 거칠기지수 또한 평 인간에 의한 지형변개가 습지화를 촉진시키는 역 

균과 표준편차가 높았다. 단면콕률은 표준편차만 할을 함을 밝혔으며， 지형변경의 정도가 사면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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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면곡률의 표준편차와 거칠기 평균으로 측정 

되었다. 

반면 소규모 스케일에 천착한 나머지， 유역이나 

보다 큰 격자 단위의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저산지 소습지의 내부 지형만을 분석대상으로 삼 

게 되어， 폭넓은 적용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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