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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형 및 토지피복에 따른 묵논습지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충남도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을 대상으로 GIS와 현장답사를 통해 묵논습지를 찾아내어 경사도와 고도 및 토지피복유형에 따른 분포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4개시군의 묵논습지는 총106개로 확인되었고, 각 묵논습지가 위치한 지점의 평균 고도는 38.85m(S.D. 32.76)이고 
평균 경사도는 6.27˚(S.D. 5.39), 총면적은 24,200km2로 나타났다. 경사도 5˚ 미만의 평지에 63개(12,121.07km2), 5~10˚ 27개

(9,524.15km2) 등 10˚ 미만의 평지 또는 완경사지에 90개(84.9%)의 묵논습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면적은 21,645.22km2로서 
전체 묵논습지 면적의 89.5%에 이른다. 고도 25m 미만의 저지대에 48개(12,326km2), 50m미만 29개(4,909.4km2) 등으로서, 
모두 77개(72.7%)의 묵논습지가 고도 50m 이내의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17,235.8km2로서 전체 묵논습지 
면적의 71.2%에 이른다. 묵논습지 환경요인 중 경사도와 고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피복
분류에 따라서는 인공초지(38), 논(33), 밭(22) 등에 많이 분포하였다. 

핵심용어 : 마을습지, 고도, 경사도, 토지피복, 지형정보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abandoned paddy wetlands according to 
topography and land cover. In Seosan-si, Dangjin-si, Boryeong-si, and Taean-gun, Chungcheongnam-do, abandoned 
rice wetlands were found through GIS and field surveys, and the distribution status according to slope, elevation and 
land cover typ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106 abandoned paddy wetlands were identified, 
and the average elevation of each abandoned paddy wetlands was 38.85m (S.D.32.76), the average slope was 6.27˚ 
(S.D.5.39), and the total area was 24,200km2. 90 sites (84.9%) of abandoned paddy wetlands were distributed on 
flat land with less than 5˚ slope, 63 sites (12,121.07km2), and 27 sites(9,524.15km2) at 5-10˚ (9,524.15km2) on flat 

land with less than 10˚. The area is 21,645.22km2(89.5%) of the total area of   abandoned paddy wetlands. 48 
sites(12,326km2) in the lowlands with an altitude of less than 25 m, 29 sites(4,909.4km2) below 50m. It accounts 
for 71.2% of the total area of   abandoned paddy wetland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of abandoned paddy wetland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lope and altitude. According to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it was widely distributed in artificial grasslands (38), paddy fields (33), and fields (22). 

Key words : village wetland, altitude, slope, landcover, ge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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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논은 생산기능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수문조절 등 습지로서

의 가치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

르총회에서도 논습지의 가치를 주목하고 논습지 결의안을 채

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생태적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휴경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토지이용 변경 등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휴경지는 육지화가 진행되거나 습

지화되기도 하며, 이렇게 습지화된 묵논은 묵논습지로서 자연

습지와 유사한 기능에 이르게 된다. 묵논습지는 양서류 등의 

서식처로서 특히 가치가 높고(Han et al., 2005), 생물다양성 

증진(Francisco et al., 2001), 생태계서비스 증진(Lee & 

Moon, 2011) 등의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유사한 연구로서 마을습지와 산지습지의 분포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경사도, 토양, 토지이용 

등 입지환경에 따른 습지 분포 연구(Moon and Koo, 2014)에

서는 산지습지의 입지적 환경특성을 분석하여 산지습지의 가

능지역을 추출하기 위한 평가인자를 도출하였다. 습지 가능지

역 분석과 관련된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고해상

도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습지경계를 작성(O’Hara, 2001) 등 

토지피복 특성에 따른 분광분석을 통해 습지가능지역 또는 습

지경계에 대해 간접적인 설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LiDAR 기반의 

DEM(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습지 경계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Mahler, 2012)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습지가능지 

분석 연구로는 Koo and Seo(2007), Park et al.(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위성영상 및 GIS 공간통합 기법을 이용한 습지 추출기법으

로 Jang and Kim(2006)은 산지습지 구성인자로 경사도, 사면

방향, 지질, 암상, 생태자연도 등을 선정하고 GIS기반 습지분

포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Park et al.(2007)은 

Topographic Position Index(TPI)를 활용하여 경남도 산지습

지 가능지역 분포를 연구하였으며, Koo and Seo(2007)은 고

도, 경사도, 토지이용, 식생지수(NDVI) 등을 근거로 습지가능

지를 도출하였다. 

묵논습지 연구는 Yoon(2007), Cho et al.(2014), Park et 

al.(2015), Hong et al.(2019) 등 대부분 토양, 수문, 농작물 

등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요인에 따

른 묵논습지 분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묵논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간 입지 특성에 

따른 분포 밀도 비교, 이용패턴 비교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

를 토대로 묵논습지의 보전, 복원 및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한 

관리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산지와 해안, 시가지 등이 복합된 충청남도 내포문화권 4

개시군(서산, 당진, 보령, 태안)에 분포하는 묵논습지 분포특성

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고도, 경사도 등 지형특성과 습지 

주변 토지이용이 습지 분포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에 따

라 지형특성과 토지피복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 특성을 분석하

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서해안에 인접한 충청남도 내포문화권 6개시군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중 4개 시군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태안읍)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내포문화권 중 예산군과 홍성군은 내포신도시를 공유하고 있어 

환경적, 사회적 변화가 급변하므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히고 

본 연구에서는 4개시군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내포란 바다

나 호수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지역으로서 조선왕조실록

이나 택리지 등에 충남 북서지역의 가야산을 중심으로 삽교천

에서 서해에 이르는 평야지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고려말 이후 성립되기 시작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아산, 청양, 서

천, 부여, 평택까지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으

나 조선 후기 이후 6개시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Fig. 1. Location of the study sites.

내포문화권은 삽교천과 서해안을 사이의 평지와 얕은 구릉

지로서 내포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논습지를 비롯한 다양한 형

태의 농경활동 중심지였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휴경지와 묵논

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황 파

악과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4개시군은 서해 임해도시로서 연안지역과 농경지, 도

시화지역, 산지 등 다양한 지형변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쪽

으로부터 올라 온 금북정맥이 보령시와 당진시, 서산시를 거쳐 

태안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산악 구릉과 넓은 평야, 도시화

지역, 긴 해안선 등 지형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발달하고 있어 입지환경에 따른 습지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적

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문헌연구는 2021년까지의 해당 지자체 정책보고서와 선행

연구 등 문헌을 분석하였고, 습지답사는 2018-2020년에 수행

하였으며, 지형환경 분석에 필요한 추가조사와 지형DB 구축 

및 통계처리 등은 2020-2021년에 진행하였다. 

서산시는 연안산지형 도시로서, 면적은 740.8km2이고, 행정

구역은 1개읍 9개면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으로 

가로림만과 천수만, 간월호와 부남호 등이 분포하고 있다. 북

쪽으로는 산업단지와 시가지,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형성되

며, 동쪽과 중앙부를 동서로 가로질러 금북정맥이 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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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진시는 연안평지형 도시로서, 면적은 664.1km2이고, 논 

면적이 21,200ha에 이른다. 행정구역은 2개읍 9개면 3개의 동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단

조로워졌으며 대규모 간척호(석문호, 대호호 등)가 형성되었

다. 대부분 10m 이내의 평야지대로서 남쪽으로 금북정맥이 지

나지만 고도 200m가 안되는 낮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

령시는 연안산지형 도시로서, 면적은 569.0km2이고, 행정구역

은 1개읍 10개면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천해수욕

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소황사구 등 해안사빈과 사구, 습지가 

발달해있다. 태안군은 연안평지형 도시로서, 자연 해안선이 길

게 발달하고 신두리사구 등 해안사구와 습지, 가로림만과 천수

만, 부남호 등 다양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고 습지 유형 또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2.2 연구방법

묵논의 분포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요인으로는 경사도, 고도, 

토지피복 등을 환경변수로 설정하였다. 습지를 결정하는 환경

요인으로는 수문과 토양, 식물 등도 중요한 요인이나, 본 연구 

대상지인 묵논습지는 기본적으로 물로 침수되었던 논 휴경지

이므로 논의 특성상 논토양과 수문환경은 제한요인이 되지 않

는다고 판단되어, 지형과 주변 토지피복만 고려하였다.

경사도와 고도는 Park et al.(2007), Koo and Seo(2007), 

Moon and Koo(2014) 등의 연구에서 집수구역(NIER, 2004) 

내 Topographic Position Index(TPI)를 활용하여 습지 분포를 

분석한 연구와 같은 방법이다.

경사도는 지형면의 발달과 토양 침식, 식생분포,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소이다. 경사도별 습지

분포는 묵논습지 GIS데이터와 지형의 경사도를 나타내는 경사

분포도를 중첩하여 묵논습지의 경사도값을 추출하였다. 즉 묵

논습지가 분포하는 위치자료를 GIS데이터로 구축하고 수치표

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공간분석을 통해 

습지의 경사도 값을 추출하였다. 경사도는 0˚~ 30˚까지 5˚ 단

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별 묵논습지 분포를 분석하였다

(ME, 2011 & Park et al., 2007).

고도별 습지분포는 묵논습지 GIS데이터와 지형의 고도를 나

타내는 표고분석도를 중첩하여 묵논습지의 고도값을 추출하였

다. 즉 묵논습지가 분포하는 위치자료를 GIS데이터로 구축하고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공간분석을 통

해 습지의 해발고도 값을 추출하였다. 고도는 4개 시군의 지형 

특성이 평야지대로부터 산악에 이르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25m 단위로 등급화하여 최고 125m 이상까지 구분 적용하였다. 

토지피복도는 환경공간서비스에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중

분류, 22유형)를 기준으로 묵논습지가 위치한 주변 100m 범

위의 토지피복현황을 분석하였다. 100m는 소형동물의 이동범

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기초 자료로는 환경공간정보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5m급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사영상과 1：5,000 수치지형

도 등의 GIS자료 및 항공사진 등을 사용하였다.

묵논 DB는 각 지자체에서 구축한 마을습지 인벤토리(Boryeongsi, 

2019; Dangjinsi, 2019; Seosansi, 2019; Taeangun, 2019)를 

분석하여 현장답사에서 묵논습지로 확인된 습지를 추출하고, 

각 묵논습지를 대상으로 GI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좌표), 지

형정보(고도, 경사도) 및 토지피복분류 정보를 기반으로 묵논

별 공간환경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

가 누락되거나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습지 DB는 제

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묵논습지 일반현황 

연구대상지 내 묵논습지는 106개로 확인되었다. 지형분석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속수치지형도(1:5,000)

를 바탕으로 GIS에서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

한 후 고도분석(elevation)과 경사도분석(slope)을 수행하여 공

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106개 묵논습지가 분포하는 각 지점의 평균 고

도는 38.85m(S.D. 32.76)이고 평균 경사도는 6.27˚ (S.D. 

5.39), 총면적은 24,200km2로 나타났다. 이는 고도와 경사도

는 지형면의 발달과 습지의 형성을 결정하는 환경요소로서, 산

지 경사지에 발달하는 습지는 주로 고위평탄면, 경사변곡점 등

과 능선 주위에 잘 발달하며(Koo and Seo, 2007), 대체로 경

사도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포한다는 선행연구(Park, 2007)

와 일치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Moon and Koo(2014)의 연

구에서 산지습지 91개소의 분포를 조사한 바 산지습지가 위치

한 지점의 평균 경사도는 9.1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묵논습지보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심한 구간에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본 연구대상지인 묵논습지는 논농사를 짓던 농경지가 

휴경되어 발달된 습지로서 대부분 경사지보다는 평지에 위치

하며 때로 산지에 위치하더라도 경사지보다는 계곡부 등 평균

경사도 6˚ 내외의 완만한 지형에 형성됨을 알 수 있다. 

3.2 지형요인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 특성

지형요인(고도, 경사도)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 특성은 다음 

Table 1 및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경사도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Table 1-a), 전체 106개 묵논습

지 중 5˚ 미만의 평지에 63개(12,121.07km2), 5~10˚ 27개

(9,524.15km2) 등 10˚ 미만의 평지 또는 완경사지에 90개

(84.9%)의 묵논습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은 21,645.22km2

로서 전체 묵논습지 면적의 89.5%에 이른다. 이는 산지습지들이 

대부분 10˚ 이내의 완경사지에 분포한다는 선행연구(Park, 

2007;  Moon and Koo, 2014) 결과와도 유사하였는데, 묵논습

지는 논습지가 생산기능을 상실하여 습지화되었기 때문에 산지

습지와 묵논습지는 습지발달과정이 전혀 다름에도 대부분의 습

지들이 경사도 10˚ 이하의 평지 및 완경사지에서 형성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경사도 20˚ 이상의 급경사 지역에 발달한 묵논습지는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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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서, 서산시 고북면 55번지 묵논습지가 경사도 35˚, 고도 

10m 위치에 분포하며 면적은 315.23㎡에 이르고 있다. 보령

시 남포면 24번지 묵논습지는 경사도 26.2˚, 고도 39.5m지점

에 위치하며, 서산시 팔봉면 107번지 습지는 경사도 23.6˚, 고

도 87.4m 지점에 위치하였다.

고도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Table 1-b), 전체 106개 묵논습

지 중 표고 25m 미만의 저지대에 48개(12,326km2), 50m미만 

29개(4,909.4km2) 등으로서, 77개(72.7%)의 묵논습지가 고도 

50m 이내의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17,235.8kkm2로서 전체 묵논습지 면적의 71.2%에 이른다. 이

는 산지습지들이 대체로 400m 이상 지역에서 분포한다는 

Koo and Seo(2007)의 연구와 비교할 때 마을습지는 유휴농경

지가 습지화 된다는 점에서 주로 저지대 농경지 주변 및 산간 

계곡부에 분포하는 점에서 산지습지 분포와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가장 높은 고도인 125m 이상에 분포하는 묵논습지는 3개

로서, 보령시 미산면 4번지 습지가 고도 149.6m, 경사도 6.3〫˚

에 위치하며 면적은 126.9m2에 이른다. 미산면에는 그 외에도 

고도 138.3m, 경사도 8.0˚에 위치한 묵논습지가 분포하며, 청

라면 46번지 묵논습지는 고도 140.6m, 경사도는 2.7˚에 위치

한다.

한편으로, 묵논습지 환경요인 중 경사도와 고도 사이에 통

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묵논

습지의 고도와 경사도 관계를 나타내면  등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경사도 5˚ 이내에 분포하는 묵논습지

는 고도별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경사도 5~25˚ 사이에 

분포하는 묵논습지는 약하게나마 양의 상관관계가 보였으나 

Fig. 3.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 by 
altitude-slope of 106 sites.

EXCEL 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고도와 경사도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묵논습지 

분포와 관련하여 경사도-고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시군별로 분석하면, 먼저 서산시의 경사도 및 고도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는 Table 2, Fig. 4-a, Fig 5-a,b 등과 같

이 나타났다. 10˚ 이하가 30개소로서 전체 39개소의 76.9%에 

이르며, 고도 50m 이하 저지대가 33개소로서 84.6%에 이른

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106개소 묵논습지 평균 분포특

성과 비교할 때, 경사도는 10˚ 이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분포하고 있었다.

당진시의 경사도 및 고도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는 Table 3, 

Fig. 4-b, Fig 6-a,b 등과 같이 나타났다. 경사도 10˚ 이하가 

18개소로서 전체 19개소의 94.7%에 이르며, 고도 50m 이하 

저지대도 19개소로서 94.7%에 이른다. 

Table 1.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by slope and altitude

(a) 
Slope

Degree Quan. Area(km2)

(b)
altitude

Degree Quan. Area(km2)

5˚ under 63(59.4%) 12,121.07(50.1%) 25m under 48(45.3%) 12,326.40(50.9%)

25-50m 29(27.4%) 4,909.40(20.3%)5 ~ 10˚ 27(25.5%) 9,524.15(39.4%)
50-75m 13(12.3%) 2,957.61(12.2%)

10~15˚ 9(8.5%) 1,057.03(4.4%)
75-100m 9(8.5%) 2,116.35(8.7%)

15~20˚ 4(3.8%) 1,030.42(4.3%) 100-125m 4(3.8%) 1,372.43(5.7%)

20˚ over 3(2.8%) 467.41(1.9%) 125m over 3(2.8%) 517.88(2.1%)

Total 106(100%) 24,200.08(100%) Total 106(100%) 24,200.08 (100%)

  

Fig. 2. Cumulative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by (a)slope and (b)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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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osansi (b) Dangjinsi

(c) Boryeongsi (d) Taeangun

Fig. 4.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 by altitude-slope by each cities and county.

Table 2.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by slope and altitude in Seosan-si

(a)
Slope

Degree Quan. Area(km2)

(b)
Altitude

Degree Quan. Area(km2)

5˚ under 23 3204.2 25m under 18 2844.8

5 ~ 10˚ 7 1425.6 25-50m 15 2620.8

10~15˚ 4 540.0 50-75m 3 523.1

15~20˚ 3 694.4 75-100m 2 110.4

20˚ over 2 364.8 100-125m 1 129.9

Total 39 6229.0 Total 39 6229.0

(a) Slope (b) Altitude (c) Landcover

Fig. 5.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in Seos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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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by slope and altitude in Dangjin-si

Slope

Degree Quan. Area(km2)

Altitude

Degree Quan. Area(km2)

5˚ under 15 2587.4 25m under 11 5534.2

5 ~ 10˚ 3 4571.0 25-50m 3 484.4

10~15˚ 1 64.7 50-75m 2 508.6

15~20˚ 0 0 75-100m 2 331.3

20˚ over 0 0 100-125m 1 364.5

Total 19 7223.2 Total 19 7223.2

(a) Slope (b) Altitude (c) Landcover

Fig. 6.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in Dangjinsi.

Table 4.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by slope and altitude in Boryeong-si

Slope

Degree Quan. Area(km2)

Altitude

Degree Quan. Area(km2)

5˚ under 19 5,125 25m under 11 2,454 

5 ~ 10˚ 11 2,665 25-50m 5 938 

10~15˚ 1 97 50-75m 8 1,864 

15~20˚ 0 - 75-100m 4 1,339 

20˚ over 1 103 
100-125m 1 878 

125m over 3 518 

Total 32 7,990.83 Total 32 7,990.83 

(a) Slope (b) Altitude (c) Landcover

Fig. 7.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in Borye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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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106개소 묵논습지 평균 분포특성과 

비교할 때, 경사도는 10˚ 이하와 고도 50m 미만의 평지 완경사

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94.7%의 묵논습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보령시의 경사도 및 고도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는 Table 

4, Fig 4-c, Fig 6-a,b 등과 같이 나타났다. 경사도 10˚ 이하

가 30개소로서 전체 19개소의 93.8%에 이르며, 고도 50m 이

하 저지대는 16개소로서 50.0%에 이르며 이는 서산시, 당진

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일부 묵논습지가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106개소 묵논습지 평균 분포특성

과 비교할 때, 경사도는 10˚ 이하에 93.8%에 이르는 묵논습지

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고도 50m 미만의 평지 완경사지에

는 서산, 당진 등 조사구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50%의 묵논습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태안군의 경사도 및 고도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는 Table 5, 

Fig. 4-d, Fig. 8-a,b 등과 같이 나타났다. 경사도 10˚ 이하

가 12개소로서 전체 16개소의 75%에 이르며, 고도 50m 이

하 저지대는 14개소로서 87.5%에 이른다. 이는 서산시, 당

진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일부 묵논습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106개소 묵논습

지 평균 분포특성과 비교할 때, 경사도는 10˚ 이하에 75%

에 이르는 묵논습지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고도 50m 미

만의 평지 완경사지에 약 90%에 가까운 묵논습지가 분포하

고 있었다.

3.3. 토지피복에 따른 묵논습지 분포 특성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5m급의 중

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여 묵논습지가 분포도에 토지피복

지도를 중첩하여 추출한 결과, 인공초지(38)-논(33)-밭(22)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로는 서산시는 내륙수(1), 논(14), 밭(9), 인공나지(1), 

인공초지(9), 침엽수림(4), 활엽수림(1)로 나타났고, 당진시는 

공공시설(1), 내륙습지(1), 논(8), 밭(1), 인공초지(7), 활엽수림(1) 

등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논(11), 밭(7), 인공나지(1), 인공

초지(11), 활엽수림(2) 등이며, 태안군은 밭(5), 인공초지(11) 

등 2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

묵논습지 주변 토지피복분류에서 인공초지와 논, 밭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묵논의 생성원인이 주로 논으로서 아직

도 주변지역은 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인공초지의 비율이 높은 것은 묵논 주변을 인위적으로 개발하

였거나 급속히 육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

지습지 분포 연구인 Moon & Koo(2014)의 연구에서 산지습

지가 위치하는 곳에 토지피복을 중첩하여 추출한 결과 혼효림

-활엽수림-자연초지-침엽수림 순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현장

답사에서는 대부분 자연초지로 확인된 바 있음을 고려하면, 본 

연구대상지에서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상에서는 인공초지로 분

류되었지만 실제 현장은 자연초지로 변화되었거나 변화 과정

에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답사를 통해 토지피복 변화 등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5.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by slope and altitude in Taeangun

Slope

Degree Quan. Area(km2)

Altitude

Degree Quan. Area(km2)

5˚ under 6 1204 25m under 8 1493

5 ~ 10˚ 6 862 25-50m 6 866

10~15˚ 3 355 50-75m 1 62

15~20˚ 1 336 75-100m 1 336

total 16         2,757 Total 16         2,757 

(a) Slope (b) Altitude (c) Landcover

Fig. 8. Distribution of abandoned paddy wetlands in Taea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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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묵논습지가 지형 및 토지피복에 따라 어떻게 분포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충남 내포문화권 중 4개시군(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을 대상으로 목논습지의 분포현황을 

분석하였다. 묵논 DB는 각 지자체에서 구축한 마을습지 인벤

토리를 분석하여 현장답사에서 묵논습지로 확인된 습지를 추

출하고, GI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좌표), 지형정보(고도, 경사

도) 및 토지피복분류 정보를 기반으로 묵논별 공간환경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정

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습지 DB는 제외하였다.

묵논습지는 106개로 확인되었고, 각 묵논습지가 위치한 지

점의 평균 고도는 38.85m(S.D. 32.76)이고 평균 경사도는 

6.27˚ (S.D. 5.39), 총면적은 24,200km2로 나타났다. 묵논습지

는 논농사 농경지가 휴경되어 발달된 습지로서 경사지보다는 

평지 또는 계곡부 등 완만한 경사지에 형성되기 때문에 평균

경사도 6˚ 내외 완만한 지형에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경사도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106개 묵논습지 중 5˚ 미만의 평

지에 63개(12,121.07km2), 5~10˚ 27개(9,524.15km2) 등 10˚ 

미만의 평지 또는 완경사지에 90개(84.9%)의 묵논습지가 분

포하고 있으며 면적은 21,645.22km2로서 전체 묵논습지 면적

의 89.5%에 이른다. 고도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106개 

묵논습지 중 표고 25m 미만의 저지대에 48개(12,326km2), 

50m미만 29개(4,909.4km2) 등으로서, 77개(72.7%)의 묵논습

지가 고도 50m 이내의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17,235.8km2로서 전체 묵논습지 면적의 71.2%에 이른다. 묵

논습지 환경요인 중 경사도와 고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5m급의 중분

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여 묵논습지가 분포하는 지점에 토

지피복지도를 중첩하여 추출한 결과 인공초지(38), 논(33), 밭

(22) 등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연초지로의 변화

가 심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장답사를 통해 토

지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GIS 분석을 통해 습지 코드, 하천, 호저수지 

코드를 입력하여 습지 가능지를 도출한 후 실내 및 현지 답사

를 통해 최종 묵논습지를 판별하였기 때문에 수치지형도에 나

타나지 않는 습지는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묵논습

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원격탐사, 

답사 등의 직접 조사를 병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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