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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울주군과 경상남도 일 를 상으로 산지습지 가능지역의 분포를 측하기 한 

Topographic Position Index(TPI) 방법론을 제시하고, 측된 분포가능지와 기존 습지의 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산지습지 분포 측은 DEM에서 추출된 TPI 그리드, 그리고 그 값

을 통해 분류된 상지의 사면 치와 지형유형에 의해서 수행되어졌다. TPI 방법에 의해 산지습

지 분포가능지를 측한 결과에 따르면, 평탄지 경사기 이 5° 이하인 경우의 분포가능지는 체 

면 의 0.1%(1.38㎢), 그리고 경사도 20° 이하인 경우는 3.5%(3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된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와 상지 내의 기존 산지습지를 비교하여 합성을 분석한 결과, 평

탄지 경사기 이 10° 이하인 경우의 합성이 0.066으로 가장 높았고, 평탄지 경사기  20° 이하

에서 측된 지역의 합성이 0.0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산지습지, 지형분류, TPI, 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pose a Topographic Position Index(TPI) method for 

predicting forest wetlands, and also to test the suitability of the predicted forest wetlands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wetlands in Ulaju-gun and Gyengsangnam-do. A prediction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wetlands was accomplished by TPI grids from Digital Elevation 

Model(DEM), and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slope position and landform categories in study 

area using the TPI valu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dicting forest wetlands distribution by TPI method, the 

predicted area in case of less than 5° flat slope criteria occupied 0.1%(1.38㎢) of the to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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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3.5%(37.1㎢) of total area in below 10° slope criteri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itability analysis by comparing the predicted area with the existing forest wetlands, the 

suitability value (0.066) of the predicted area with less than 10° flat slope criteria was the 

highest, but the predicted area in case of less than 20° had the lowest value(0.019).

KEYWORDS : Forest Wetland, Landform Classification, TPI, GIS

서  론
습지는 육상과 수상생태계의 이지 로 다

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인간은 물론 육상의 생물들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지리  공간이다(김병선 등, 2005). 그  

산지습지는 온도가 낮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산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지형 , 지질  

향에 의해 자연 으로 형성된 습지로서, 습

지 내 이탄층의 퇴 상과 화분(花粉)은 고생태

학(古生態學)  가치가 높으며, 희소식물과 희

귀동물의 서식공간으로서 매우 요한 생태계

이다(국가습지보 리단, 2006). 따라서 산지

습지를 체계 으로 보 ․ 리하는 것은 생물

종의 보호와 다양성 증진에 매우 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자원으로서의 이용가

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 이 비합리 인 개발에 의한 습지의 훼

손으로 생태 ㆍ사회  손실을 경험한 미국은 

습지의 훼손을 막기 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No Net Loss and Long-Term Net Gain”로 

설정하여 각종 개발에 의해서 소실된 습지와 

새롭게 조성되는 습지의 면 과 기능이 양과 

질 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습지의 총량을 유

지하고, 개발로 인해 소실된 습지면 을 새로 

조성하여 소실된 습지로 인해 잃어버린 가치 

있는 기능들을 되찾기 해 노력하고 있다(김

귀곤, 2003).

국내에서는 1997년 람사 약 가입을 시 으

로 무분별한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습지를 

체계 으로 보 ․ 리하기 한 ‘습지보 법’

을 1999년에 제정하 으며, 이를 토 로 생태

으로 요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하고 극 인 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

고 있다( 성우 등, 2000). 최근에는 습지의 

요성에 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습지 보 과 리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지구환

경 융(Global Environmental Fund: GEF)의 

지원을 받아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UNDP-GEF 국가습지보 사업을 시작하 고, 

2000년부터 연차 으로 ‘ 국내륙습지 자연환

경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일반습지 737개소

와 조사우선습지 33개소에 한 조사를 완료

하 다(김병선 등, 2005; 박경훈 등, 2007).

이러한 국가  차원의 습지조사  보 노

력은 강, 하천, 수지 형태의 내륙습지에 주

안 을 두고 있는 반면, 고산지역에 치하여 

근성과 실태 악이 어려운 산지습지는 체계

인 조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유무조차 밝

지지 않은 채 도로, 철도, 임도 등의 건설과 

목장, 락지 조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차 습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

다(정우규, 2003). 따라서 산지습지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하여 범 한 지

역에 한 습지의 분포가능지역을 미리 측

하여 지조사를 한 시간 , 비용  문제

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지습지의 생성과정에 

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 에서 우선 으로 

지형  특성을 고려한 산지습지의 분포 측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산지습지가 집 으로 

분포하고 있는 울산 역시 울주군과 경상남도 

양산시 일 의 산지에 용하고자 한다. 아울

러 연구 상에 한 산지습지의 분포 측 결

과를 상지내 기존 산지습지의 분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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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 name
Elevation(m) Slope(°)

Min Max Mean Min Max Mean

Moojaechi 510 639 580.3 0 18 2.7

Daesung 528 542 535.4 0 16 9.8

Anjuk 438 447 442.1 5 10 4.3

Milbat 703 712 707.5 0 14 8.9

Hwaum 743 762 752.5 10 19 7.3

Shinbulsan 735 750 742.9 0 9 3.0

Danjo 926 999 962.9 0 21 3.2

Sandle 720 824 772.0 0 51 7.8

TABLE 1. Topographic position of the existing forest wetlands in study area

와 상호 비교․분석하여 정확도를 검증함으로

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의 향후 국가 

 지역  차원의 산지습지 조사  보 계획 

수립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행정구역상 울산

역시 울주군과 경상남도 양산시 일 에 분

포하는 지역을 상지로 선정하 다. 연구 상

지는 경상남도의 동부산악지 로서, 태백산맥

의 기인 천황산(1,189m), 신불산(1,209m) 등

의 산악이 발달해 있으며, 국내 최 의 산지습

지인 산들늪과 습지보호지역인 화엄늪, 신불산 

고산습지 등 많은 산지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습지는 산지의 능성부에 치하고 있으

며, 외래하천의 유입이 없어, 주로 사면에서 

유입된 수분에 의하여 유지되고 습지에서 시

작된 수분의 유출이 주변 계곡의 상류부를 형

성하고 있다(신 호 등, 2005). 표 1은 상지 

내에 분포하는 무제치늪, 성늪, 밭늪 등 

기존 산지습지의 해발고도, 경사도 등의 지형

학  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2. 분석방법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의 추출과정은 그림 2

와 같이 DEM 자료를 활용하여 100m와 500m 

Neighborhood의 Topographic Position Index 

(TPI)를 산출하 다. 지형분류는 평탄지(plain)

의 기  경사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지습지의 지형  분포

특성을 표 1과 비교하여 가장 합한 평탄지

의 기 경사도를 설정하기 하여 5°에서 20°

까지 4단계로 나 어 실시하 다. 최종 으로 

측된 산지습지와 상지 내의 기존 습지와

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TPI 기법에 의한 

측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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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lope position classification of different scale TPI
(source: Weiss, 2001)

FIGURE 2. Procedure for predicting forest 
wetland

특정 지역의 상이한 스 일에서 산출된 TPI 

그리드와 경사분포도는 능선 정상(ridge top), 

계곡 바닥(valley bottom), 산의 턱(mid-slope) 

등의 경사 치를 구분하거나, 가 른 경사의 

곡(steep narrow canyons), 완만한 계곡(gentle 

valleys), 평지, 개방 경사지(open slopes), 정

상부 평탄지(mesas) 등과 같은 지형분류를 수

행할 수 있다(Weiss, 2001, Guisan et al., 1999, 

Jones et al., 2000). TPI 알고리즘은 기  셀

의 고도값과 주변 셀의 평균 고도값의 차이를 

등 화시키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양(+)

의 TPI값은 셀의 고도가 주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주변보다 낮음을 나타

낸다. 즉 TPI 값이 높을수록 산 정상에 가깝

고, 낮을수록 계곡에 가깝다. 한편, 이러한 

TPI의 값은 특정한 하나의 셀과 포함되는 그 

주변의 셀 수( 는 반경), 즉 Neighborhood 

scale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특정 지역에 하여 작은 스 일의 

Neighborhood의 TPI는 국소지역의 계곡이나 

정상 등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는 반면, 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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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andform classification by large and small neighborhood 
TPI (source: Weiss, 2001) 

일의 경우에는 국소지역의 지형 변화는 무

시되고 좀 더 큰 넓은 범 에서 지형을 구분

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스 일

을 가진 2개의 TPI 그리드를 조합하면 지형 

분류를 더욱 세분할 수 있는데, 를 들어 그

림 4의 A에서와 같이 LN(Large Neighborhood 

TPI) 그리드에서 낮은 TPI값으로 나타나 계곡

으로 분류된 지역이라도 SN(Small Neighborhood 

TPI) 그리드에서 높은 TPI값으로 나타났다면, 

이 지역은 단순한 계곡지형이 아니라 계곡 안

에 언덕이 존재하는 지형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지의 TPI 그리드 

작성을 통해 지형 구조를 분석한 후, 기존 습

지의 분포 특성을 토 로 산지습지 분포가능

지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결과 및 고찰
1. TPI 그리드 생성 및 지형분류
지형분류 악을 해서는 먼  상지의 

지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TPI 그리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m 해상도

의 DEM을 이용하여 최소 10m에서 최  

1,000m까지의 TPI 그리드를 생성한 후, 최종

으로 상지의 지형  특성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Small Neighborhood(SN) 그리드

를 100m로, Large Neighborhood(LN) 그리드

를 500m로 선정하 다(그림 5).

FIGURE 5. TPI grid by a circular neighborhood 
with 100m and 500m

다음으로 생성된 TPI 그리드와 경사분포도

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지형분류를 실시

하 으며, 지형을 분류하는 세부 인 TPI 환

경설정은 Weiss(2001)의 분석방법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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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Landform classification by large and small neighborhood TPI

Category Area(㎢) Rate(%) Category Area(㎢) Rate(%)

Canyons,
Deeply incised streams

62 5.8 Open Slopes 475 44.7

Mid-slope Drainages,
Shallow Vallys

76 7.2
Upper Slopes,
Mesas

82 7.7

Upland Drainages,
Headwaters

4 0.4
Local ridges/
Hills in Valleys

2 0.2

U-shaped Valleys 79 7.5
Mid-slope Ridges,
Small Hills in Plains

71 6.7

Plains 131 12.3
Mountain Tops,
High Ridges

80 7.5

TABLE 2. Results of landform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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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edicting forest wetlands distribution by slope of plain area

다. 분석결과 가장 큰 면 을 차지한 지형형태

는 경사지(open slopes)로서 체면 의 44.7%

에 해당하는 475㎢로, 산지 지형인 상지 

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울산 역시 울주군에 치한 상북면, 삼남면, 

언양읍을 심으로 평지(plain)가 체면 의 

12.3%(131㎢)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2).

2. 산지습지 분포가능지 추출
선행연구(정유규, 2003; 문 숙, 2005; 국가

습지보 사업 리단, 2006) 결과에 따르면, 산

지습지는 평균 경사도 15°미만의 경사와 해

발고도 480m이상의 고지 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 1에 제시된 

상지내 기존 습지의 분포 치를 고려하여 해

발고도를 350m 이상, 경사도 5°-20°까지의 지

역을 산지습지 분포가능지로 추정하고 그림 7

과 같이 경사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산지습지 

분포가능지를 추출하 다.

분석결과,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사

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탄지의 면 도 증가하

는데 먼 , 경사 5°에서 추출된 산지습지 분

포가능지는 1.38㎢로서 체면 의 0.1%를 차

지하며, 울산 역시 울주군 웅 면과 삼동면, 

그리고 경상남도 양시 단장면과 양산시 원

동면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경사 10°는 

5.07㎢로 체면 의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사 15°에서는 경상남도 양시 

단장면, 산내와 양산시 원동면 일 에 추가

으로 산지습지 분포가능지가 나타났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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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peSite 5° 10° 15° 20°

Predicted forest wetland 13898 50765 163032 371045

Existing forest wetland 7935 7935 7935 7935

Included existing forest wetland 1630 5159 6961 7544

Suitability 0.024 0.066 0.037 0.019

TABLE 4. Efficiency analysis by slope
(Unit: sell)

넓은 면 을 나타낸 경사도 20°의 경우는 

체면 의 3.5%(37.1㎢)에 해당하는 면 이 산

지습지 분포가능지로 분석되었다.

Slope
Site 5° 10° 15° 20°

Predicted 
Forest 
Wetland

1.38
(0.1%)

5.07
(0.5%)

16.30
(1.5%)

37.10
(3.5%)

TABLE 3. The area of predicted forest wetland
(Uint: ㎢)

앞서 추출된 산지습지 분포가능지를 그림 8

과 같이 정족산, 신불산, 재약산 등에 분포하

는 무제치늪, 신불산늪 등 8개의 기존 산지습

지와 비교해 보았다. 경사도 5°의 경우 습지가

능지로 분석된 지역이 기존습지나 이들 주변

지역에 일부 분포하고는 있으나 포함하는 면

이 많지 않으며, 안 늪이나 화엄늪 등의 주

변지역에는 습지가능지가 나타나지 않아 이들 

습지를 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습

지가능지가 기존습지를 포함하고 있는 면 이 

증가하 지만 경사도 20°에서는 기존습지 주

변 일  모두가 산지습지 분포가능지로 나타

나 향후 장조사 시 조사면 의 증가로 인한 

합성 측면이 문제가 될 것으로 단된다.

3. 산지습지 분포가능지 예측결과의 적합성 
평가
평탄지의 경사도별로 추출된 산지습지 분포

가능지의 합성을 악하기 해 기존 습지 

8개의 자료를 토 로 합성 분석을 실시하

다. 합성 분석은 추출된 산지습지 분포가능

지가 기존의 습지에 포함될 확률이 어느 정도

인가를 나타내 주는 개념으로써 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식 1) 

Si : Sell predicted forest wetland included 

existing forest wetland 

Sp : Sell predicted forest wetland 

Se : Sell existing forest wetland

합성 분석결과,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의 

셀이 기존 습지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경우는 

경사도 20°로써 기존습지 7,935개의 셀  

7,544개가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사도가 증가할수

록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의 면 도 증가하여 

합성 분석에서는 가장 낮은 0.019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산지습

지 분포가능지에서 실제 으로 습지를 찾을 

가능성은 더 높지만, 그 만큼 조사해야 되는 

면 이 커지므로 시간 ㆍ경제  여건을 고려

해 볼 때 합성은 오히려 더 낮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합성 분석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낸 것은 경사도 10°의 경우로써, 합성 

0.066으로 기존습지(7,935)의 셀  5,159개의 

셀이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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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 Existing forest wetland
 Blue : Predicted forest wetland

 

SlopeSite 5° 10° 15° 20°

A
(Moojaechi)

B
(Daesung,

Anjuk)

C
(Milbat)

D
(Hwaum)

E
(Shinbulsan)

F
(Danjo)

G
(Sandle)

Figure 8. Distribution of predicted forest wetlands by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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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지리  향으로 그 분포  

황이 제 로 알려지지 않은 산지습지의 공간

 정보를 악하고자 Topographic Position 

Index에 기 한 지형분류을 통해 산지습지 분

포가능지를 추출하 으며, 이를 토 로 향후 

장조사 시 습지발굴의 합성을 증 시키고

자 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지형구조 분석을 해 TPI GRID를 

10m에서 1,000m까지 생성한 후, 상지의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small neighborhood는 

100m, large neighborhood를 500m로 선정하

다.

다음으로 TPI 그리드와 경사분포도를 이용

한 지형 분류결과에서 가장 큰 면 을 차지한 

지형 형태는 경사지(open slope)로서 체면

의 44.7%를 하고 있었으며, 평탄지가 울산

역시 울주군에 치한 상북면, 삼남면, 언양

읍을 심으로 체면 의 12.3%(131㎢)를 차

지하고 있었다. 산지습지 분포가능지 측결

과, 경사 5°에서 추출된 산지습지 분포가능지

는 1.38㎢로서 체면 의 0.1%를 차지하며, 

경사 15°에서는 경상남도 양시 단장면과 산

내면, 양산시 원동면 일 에 추가 으로 나타

났다. 한편 경사도 20°의 경우는 체면 의 

3.5%(37.1㎢)에 해당하는 면 이 분포가능지로 

분석되었다.

측된 산지습지 분포가능지를 상지내의 

무제치늪, 신불산늪 등 기존습지와 비교한 결

과,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가능지가 기존습지를 

포함하고 있는 면 이 증가하 지만 경사도 

20°에서는 기존습지 주변 일  모두가 가능지

로 나타나 향후 장조사 시 조사면 의 증가

로 인한 합성 측면이 문제가 될 것으로 

단된다. 최종 으로 평탄지의 경사도별 산지습

지 분포가능지의 측결과에 한 합성 분

석결과, 경사도 10°에서는 합성이 0.0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습지 

7,935개의 셀  7,544개가 분포가능지와 일치

한 경사도 20°의 경우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의 면 도 증가하여 합

성 분석에서는 가장 낮은 0.019의 값으로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은 산지습지 분포가능지의 추출은 

생물의 특이 서식공간으로서 매우 요한 산

지습지를 효율  악하고 지리 인 요인과의 

통합 인 분석을 한 기 자료로서 활용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산지

습지의 형성과정에 향을 미치는 수문, 식생, 

지질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의 통합  연구를 

통해 측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참고 문헌
국가습지보 리단. 2006. GIS와 원격탐사를 이

용한 산지습지 분포가능지 선정.

김귀곤. 2003. 습지와 환경. 아카데미서 .

김병선, 구자용. 2005.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한 내

륙습지 리권역 설정. 한국GIS학회지 13(2): 

167-183.

문 숙. 2005. 습지의 발달 환경과 특성 -경기도 

산지를 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2(4):55-67.

박경훈, 권도균, 정성 , 유주한, 김경태, 이우성. 

2006. 경상남도 Web-GIS 기반 습지정보시스

템 구축. 한국지리정보학회 추계 학술발표 회 

논문집. 293-300쪽.

신 호, 김성환, 박수진. 2005. 신불산 산지습지의 

지화학  특성과 역할. 한국지형학회지 12(1) 

:133-149.

안승섭, 이증석, 김종호, 임기석. 2005. 하천생성 

임계면 의 변화에 따른 유역의 지형 련 매

개변수들의 특성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8(2): 

10-20.

이 삼, 조화룡. 2000. DEM을 이용한 한반도 지

형의 경사도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3(1) 

:35-43.

이기철, 김승환, 윤해순, 남춘희, 옥진아. 1999. 



A Prediction of Forest Wetlands Distribution using Topographic Position Index
―――――――――――――――――――――――――――――――――――――――――――――――――――――――――――――――――
204

GIS와 원격탐사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 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 연구. 한국지리정보

학회지 2(3): 1-15.

성우, 조정건, 정철휘. 2000. 생태자연도 작성 

 활용을 한 원격탐사기법 연구 Ⅲ -하천 

주변습지분류도 작성을 심으로.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pp.1-101.

정우규. 2003. 울산지역 습원 발굴 조사. 울산지

역환경기술개발센터.

Guisan, A., S. B. Weiss and A. D. Weiss. 

1999. GLM versus CCA spatial modeling of 

plant species distribu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Plant Ecology. 143:107-122.

Jenness, J. 2006. Topographic Position 

Index(tpi_jen.avx) extension for ArcView

  3.x, v.1.2. Jenness Enterprises. Available at: 

http://www.jennessent.com/arcview/ tpi.htm.

Jones, K. B., D. T. Heggem, T. G. Wade, A. 

C. Neale, D. W. Ebert, M. S. Nash, M. H. 

Mehaffey, K. A. Hermann, A. R. Selles, S. 

Augustine, I. A. Goodman, J. Pederson, D. 

Bolgrien, J. M. Viger, D. Chiang, C. J. Lin, 

Y. Zhong, J. Baker and R. D. Van Remortel. 

2000. Assessing Landscape Conditions Relative 

to Water Resources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A Strategic Approach.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64:227-245.

Weiss, A. 2001. Topographic position and 

landforms analysis. Poster presentation, 

ESRI User Conference, San Diego,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