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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양승빈**․서효선**․박은아**․한승태**․구본학***

*나사렛대학교 스마트그린도시산업융합전공․**상명대학교 대학원․***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Study�on� Ecological� Features� and�Funtional� Evaluation�of�

Small� Size�Wetland�Gardens�of�Gongju�City

Park, Mi-ok*․Yang, Seung-bin**․Seo, Hyo-sun**․Park, Eun-ah**․Han, Seung-tae**․
Koo, Bon-hak***

*Dept. of Smart Green City Industrial Engineer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Dept. of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small wetland gardens reflecting
the natural ecology and cultural phenomena of the regi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31 small wetland gardens and
the vegetation distribution were investigated in Gongju city. The study areas are Gongju-si downtown (1 site), Yugu-eup
(8 sites), Gyeryong-myeon (2 sites), Banpo-myeon (1 site), Sagog-myeon (1 site), Sinpung-myeon (1 site), Wooseong-myeon
(4 sites), Euidang-myeon (5 sites), Iin-myeon (3 sites), Jeongan-myeon (3 sites) and Tancheon-myeon (2 sites). The wetlands
were used such as ponds (3 sites), agricultural waters (14 sites), mountainous reservoirs (11 sites), an abandoned rice
paddy (1 site), and small puddles (2 sites). The 8 functions of the 31 wetlands were evaluated using the Rapid Assessment
Method (RAM) model, such functions as vegetation diversity and wildlife habitat, fish and amphibian reptile habitat, flood
storage and control, erosion control, water quality protection and improvement, revetment and embankment protection,
aesthetic and recreational, ground water maintenance and supplementation.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vegetation diversity
and wildlife habitat, fish and amphibian reptile habitat, and aesthetic recreational functions are recorded high. It is expected
to make a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 by the increasing of communication, educ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and destination as the natural and ecological excellent villages in connection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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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주시 내분포하는 625m2 미만면적의소규모 습지정원 31개소의생태적기능을평가하고식생분포도를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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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변화 및자연재해, 질병, 환경피해의 해결방안으로 정원

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원은 생태적

토지이용수단의일종으로서생태공간을증대시키고, 도시생태

계 복원효과와 생태계 다양성 증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는 정원문화와 생태계 문화서비스 연구

(박미옥, 2015a), 비오톱정원 계획 및 모니터링 연구(박미옥,

2015a; 박미옥과구본학, 2015; 2016), 정원생태문화기능연구

(박미옥, 2015a), 정원기능연구(박미옥, 2017), 정원기능및개

념 연구(박미옥 등, 2018), 수생정원 친수디자인 연구(박미옥,

2017), 한국형 가든 식물재료 연구(박미옥, 2017)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가치에는 심미적

가치, 생태관광과 에코힐링, 장소성과 문화적 유산, 영적 종교

적 영감, 생태환경 교육및 과학적 지식등으로도출되었다(박

미옥, 2015).

습지를 기반으로 하는 습지정원은 생태자원이면서 또한 지

역의 자연생태와 문화현상이 반영된 고유의 장소성을 담고 있

으며, 문화현상과 미적 감상, 체험 등을 내포하는 문화적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습지정원은 마을 인근에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생태계 서비스

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습지가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저감, 물질순환 등과 같은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문화적혜택과경제적이익, 친수레크레이션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여 사람

들의삶과직접적인관계를갖는점에서소규모습지정원의생

태적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주시에 분포하는 소규모 습지

정원의 생태적 특징과 기능을 평가함으로써 습지정원이 일상

생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연구대상지는충청남도공주시에분포하고있는습지정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급격히 훼손 소멸되

고있는면적 625m2 미만의소규모습지를대상으로하였으며,

습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마을및농경지가위치하거나(마

을주민생활권), 핵심생태계가위치 (중소형동물이동 - 생태

적 연결성)하는 대상지와 역사성, 문화적 의미로서 습지의 기

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지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대상지는 계룡면 2개소, 공주시 도심지 1개소. 반포면 1개소, 사곡면 1개소, 신풍면 1개소, 우성면 4개소, 유구읍 8개소,
의당면 5개소, 이인면 3개소, 정안면 3개소, 탄천면 2개소로선정하였으며, 습지정원이용현황으로는연못 3개소, 농업용수
14개소, 산지저류지 11개소, 묵논습지 1개소, 둠벙 2개소로 확인되었다. RAM(Rapid Assessment Methods)모델을 적용하여

각 습지의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처, 홍수 저장 및 조절, 침식 조절, 수질보호 및
개선호안및제방보호, 미적˙레크레이션, 지하수유지및보충등총 8가지습지기능을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처, 미적˙레크레이션 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공주시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하여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및 지역주민들의 습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습지이용, RAM평가, 토지이용, 비오톱정원, 습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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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습지정원 생태적 기능평가

본 연구는 현지답사를 통해 소규모 습지정원의 생태적 기능

을평가하고, 식생분포를조사하였다. 기능평가는구본학과김

귀곤(2001)에 의해 개발된 Modified RAM(Rapid Assessment

Methods)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31개소 대상지별 현지답사에

서 기능평가용 야장에 기록한 후 실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등급화하였다. 평가결과는습지보전가치평가기준

(구본학, 2007)에 따라 평가등급 ‘상’은 보전, ‘중’은 향상, ‘하’

는향상또는 복원등으로보전전략을구분하였다(표 1). 식생

조사는 우점종군락을중심으로식물상목록을구축하고, 식생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RAM평가는습지의일반적인수준의기능을평가하기위한

습지기능평가로써 1∼2회 정도의 현장조사와 실내 조사를 통

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습지의 기능을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습지 기능은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어류 및 양서파

충류 서식처, 홍수 저장 및 조절, 침식 조절, 수질보호 및 개선,

호안 및 제방 보호, 미적˙레크레이션, 지하수 유지 및 보충 등

이다. 각각의 기능에따라이익을 제공하는 능력을 평가 및 결

정하는방법으로, 각각 항목의 수행정도에대해높음, 보통, 낮

음의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지표에 따라 산정된 값을

더하여 평가항목의 산출점수를 도출하여 이를 통해 습지에 대

한 기능이 평가되며, 그에 따른 보전등급이 설정된다.

구분 판단기준 전략

우선 보전 

고려

- 국제적 또는 국제적 보호 가치가 있는 보호

종이 서식하거나 발견된 경우

- 대표적이거나 희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경

우

절대보전

높음

- 개별기능 평가 가치가 “높음”으로 나타난 기

능이 전체 기능의 1/2 이상인 경우

- 전체 가치 평균이 2.4 이상인 경우

- 평가 요소 중 “높음”으로 나타난 요소가 전

체 평가 요소의 1/2 이상인 경우

보전

보통

- 개별 기능 평가 가치가 “높음”으로 나타난 

기능이 1개 이상이며, 전체 기능의 1/2 미만

인 경우

- 전체 가치평균이 1.7 이상∼2.4 미만인 경우

- 평가 요소 중 “높음”으로 나타난 요소가 전

체 평가 요소의 1/2 미만인 경우

- 평가 요소 중 “높음”으로 나타난 요소가 없

으나, “보통”으로 나타난 요소가 전체 평가 

요소의 1/2 이상인 경우

향상 

낮음 - 위의 경우 외의 모든 경우
복원 혹은 

향상

표 1. RAM 평가의 보전가치 판단기준(구본학, 2007)

Ⅲ.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 현황

행정구역별로 공주시 도심지 1개소. 유구읍 8개소, 계룡면 2

개소, 반포면 1개소, 사곡면 1개소, 신풍면 1개소, 우성면 4개소,

의당면 5개소, 이인면 3개소, 정안면 3개소, 탄천면 2개소로 선

정하였으며(그림 2), 습지정원 이용현황으로는 연못 3개소, 농

업용수 14개소, 산지저류지 11개소, 묵논습지 1개소, 둠벙 2개

소(그림 3)로 나타났다.

2. 소규모 습지정원 생태적 기능평가

공주시 31개소 소규모 습지정원을 대상으로 기능평가를 실

시한 결과, ‘높음(보전)’ 10개소, ‘보통(향상)’ 21개소로 도출되

었다(표 2). 각 대상지별 목록(표 3)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룡면 기산리 산59임에 위치한 습지정원은 주변 산림 인접

하여주변야생조류서식처를제공한다. 개울습윤지수계와연

계되어 수문 기능이 높으며, 주변 나대지, 논 경작지와 연계하

여 잠자리 서식처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이다(그림 4).

그림 2. 행정구역별 연구대상지

그림 3. 습지정원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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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리 산10임에 위치한 습지정원은 저류지로 이용되고 있

으며, 주변토지이용은산림, 계곡이다. 기존논경작지로오래된

습지이며, 용출수지역으로 습지기능이높으면서, 생물다양성이

높다.

명곡리 산60-14임 습지정원은 5필지가 연결된 곳으로 주변

산림, 묵논, 논경작지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산개구리, 뱀 등

의 양서파충류와 야생조류들이 많으며, 물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

연번 대상지

식생 

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어류 및 

양서 

파충류 

서식처

홍수 

저장 및 

조절

침식 

조절

수질보

호 및 

개선

호안 및 

제방 

보호

미적, 

레크리에

이션

지하수 

유지 및 

보충

평균 등급 보전전략 비고

1 계룡면 기산리 산59임 2.50 2.40 2.50 2.13 1.56 2.20 2.44 2.25 2.25 높음 보전 연못

2 계룡면 내흥리 313-4전 2.00 2.40 2.17 2.13 1.89 2.60 2.11 2.25 2.19 보통 향상 농업용수

3 무릉동 산5임 2.17 2.40 2.00 2.13 2.44 2.40 2.00 2.75 2.29 높음 보전 농업용수

4 반포면 공암리 249-1답 1.83 2.40 2.50 2.50 2.22 2.20 2.33 2.00 2.25 보통 향상 연못

5 사곡면 운암리 산10임 2.67 2.80 2.50 2.38 2.44 2.60 2.22 2.75 2.54 높음 보전 저류지

6 신풍면 선학리 309답 2.00 3.00 2.50 2.50 2.44 3.00 2.44 2.50 2.55 높음 보전 농업용수

7 우성면  상서리 산1-1임 2.33 2.60 1.67 2.13 1.56 2.40 1.78 2.25 2.09 보통 향상 숫골소류지

8 우성면  안양리 324제 2.00 2.40 2.33 2.13 2.11 2.60 2.22 2.25 2.26 보통 향상 농업용수

9 우성면  용봉리 737도 2.67 2.40 2.67 2.25 1.89 2.20 2.44 2.25 2.35 높음 보전 농업용수

10 우성면  용봉리 산1-26임 2.67 2.40 2.67 2.13 2.00 2.00 2.33 2.00 2.27 보통 향상 농업용수

11 유구읍 문금리 산191-6임 2.17 2.40 2.67 2.13 2.11 2.00 2.33 2.00 2.23 보통 향상 저류지

12 유구읍 백교리 98-6답 2.33 2.00 1.67 2.25 1.78 1.80 2.11 2.00 1.99 보통 향상 둠벙

13 유구읍 신영리 산62임 1.83 2.40 1.67 2.13 1.89 2.00 2.00 2.00 1.99 보통 향상 농업용수

14 유구읍 녹천리 666-2답 1.83 2.00 2.17 2.13 2.11 1.40 1.89 2.25 1.97 보통 향상 저류지

15 유구읍 명곡리산27-16임 1.67 1.60 2.00 1.88 1.78 1.00 1.89 2.25 1.76 보통 향상 연못

16 유구읍 명곡리 산60-14임 2.83 2.80 2.83 2.63 2.78 2.60 2.67 2.75 2.74 높음 보전 농업용수

17 유구읍 명곡리 산60-1임 1.83 2.40 1.83 2.13 1.89 2.40 2.11 2.25 2.11 보통 향상 저류지

18 유구읍 유구리산52임 1.83 2.40 1.83 2.13 1.78 2.00 2.22 2.25 2.06 보통 향상 저류지

19 의당면 덕학리 559전 2.50 2.40 2.17 2.13 2.33 2.60 2.56 2.25 2.37 높음 보전 저류지

20 의당면 덕학리 417전 2.33 2.40 2.00 2.00 1.78 2.20 1.89 2.25 2.11 보통 향상 저류지

21 의당면 덕학리 산35-1임 1.83 2.20 2.00 1.88 1.78 1.40 2.11 2.00 1.90 보통 향상 농업용수

22 의당면 월곡리 산3-4임 2.00 2.60 2.33 2.13 1.89 2.40 2.11 2.25 2.21 보통 향상 저류지

23 의당면 유계리산13임 2.00 2.60 2.33 2.13 1.78 2.00 2.22 2.25 2.16 보통 향상 농업용수

24 이인면 복룡리 산24-1 임 2.50 2.40 2.50 2.13 2.33 2.60 2.56 2.25 2.41 높음 보전 저류지

25 이인면 복룡리산20-1임 2.33 2.80 2.00 2.13 2.22 2.20 1.89 2.25 2.23 보통 향상 농업용수

26 이인면 복룡리 301-1전 2.17 2.60 2.00 2.00 1.89 2.00 2.22 2.00 2.11 보통 향상 농업용수

27 정안면 광정리 162-1임 2.17 2.60 2.33 2.50 2.00 2.80 2.11 2.25 2.35 보통 향상 저류지

28 정안면 어물리 산55-1임 2.17 2.60 2.50 2.50 1.78 2.40 2.22 2.25 2.30 높음 보전 농업용수

29 정안면 인풍리 산25임 2.50 2.40 2.17 2.13 2.33 2.60 2.67 2.25 2.38 높음 보전 묵논

30 탄천면 광명리 산42임 2.33 2.40 2.00 2.00 1.78 2.40 1.89 2.25 2.13 보통 향상 농업용수

31 탄천면 안영리 산10임 1.83 2.00 2.00 1.88 1.78 1.40 2.11 2.00 1.87 보통 향상 둠벙

표 2. 습지기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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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룡면 기산리 산59임 현황

무릉동산5임습지정원은농업용수지로이용되고있으며, 주

변토지이용은 산림, 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참개구리, 마

름, 달뿌리풀, 잠자리등이서식하고있다. 논경작지위에습지

가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 주변 수문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용수가 유지되는 곳이다.

반포면 공암리 249-1답 습지정원은연못으로 이용되고있으

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논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부들,

줄, 마름, 붕어마름, 검정말이 있다.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주변에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

지역으로 생태문화자원으로서 습지정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이 필요하며, 공암리 마을 문화재 충현서원 유적, 생태자원인

공암굴과 연계한 생태문화관광 계획, 지역주민, 다문화가족 역

연번 소규모 습지정원 대상지 보전전략 습지이용 습지정원 전경 습지정원 주변환경

1
계룡면 기산리 578-1

(계룡면8)
보전 연못

2
 계룡면 곧은골길 113

(계룡면14)
향상 농업용수지

3
 무릉동 133-1

(공주시 도심지8)
보전 농업용수지

4
 반포면 수실 2길 7

(반포면14)
향상 연못

5
 사곡면 노는동길 21

(사곡면29)
보전 저류지

6
 신풍면 선학리 309

(신풍면10)
보전 농업용수

7
 우성면 상서리 833

(우성면15)
향상 숫골소류지

표 3. 소규모 습지정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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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규모 습지정원 대상지 보전전략 습지이용 습지정원 전경 습지정원 주변환경

8
 우성면 안양리 159

(우성면20)
향상 농업용수

9
 우성면 용봉리 575-2

(우성면26)
보전 농업용수

10
 우성면용봉리 362

(우성면27)
향상 농업용수

11
 유구읍 문금리 363

(유구읍7)
향상 　저류지

12
 유구읍 백교리 570-61

(유구읍30)
향상 둠벙

13
 유구읍 신영리 814-2

(유구읍57)
향상 농업용수

14
 유구읍 녹천리 667

(유구읍81)
향상 저류지

15
 유구읍 명곡리 산 27-16

(유구읍98)
향상 연못

16
 유구읍 명곡리 474

(유구읍99)
보전 농업용수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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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규모 습지정원 대상지 보전전략 습지이용 습지정원 전경 습지정원 주변환경

17
 유구읍 명곡리 480

(유구읍119)
향상 저류지

18
 유구읍 유구리 산52

(유구읍147)
향상 저류지

19
 의당면 의당로 1177-3

(의당면13)　
보전 저류지

20
 의당면 덕학리 417-1

(의당면14)
향상 저류지

21
 의당면 중산길 250

(의당면15)
향상 농업용수

22
 의당면 학년동길 11-3

(의당면27)
향상 저류지

23
 의당면 싸리골길 133

(의당면28)
향상 농업용수

24
 이인면 복룡리 566

(이인면17)
보전 저류지

25
 이인면 복룡리 275-2

(이인면19)
향상 농업용수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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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태, 문화 탐방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그림 5).

신풍면선학리 309답습지정원은저류지로이용되고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산림, 논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참개

구리, 물고기, 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다. 조사결과 사유지이며,

현재 마을에서유일하게농업용수로이용하고있다. 특히 당산

의지하함양율이높아습지정원내에용출수가있어지속적침

수 범람이 일어나고,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곳이다.

그림 5. 반포면 공암리 249-1답 현황

우성면상서리 산1-1임습지정원은저류지로 이용되고있으

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묘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참개구리,

고추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다. 산지저류지로 강우에 의한 표출

수가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으며, 주변오염원이없는곳으로

수질 또한 양호한 지역이다.

의당면덕학리 559전습지정원은저류지로이용되고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나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버드나무, 달

뿌리풀, 좀 보리사초이다. 야생동물 서식처의 기능이 높음으로

나타났고, 수질이양호하며, 산림지역과인접하여습지회복탄력

성이높은지역으로서주변식생이많이이입되어있는지역이다.

의당면월곡리 산3-4임습지정원은저류지로 이용되고있으

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논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달뿌

리풀, 갯버들이며개방수면의 비율이높다. 호안 및 제방, 지하

수유지및보충습지의기능이높음으로나타났고, 기존논경

연번 소규모 습지정원 대상지 보전전략 습지이용 습지정원 전경 습지정원 주변환경

26
 이인면 복룡리 289-1

(이인면22)
향상 농업용수

27
 정안면 광정리 189

(정안면29)
향상 저류지

28
 정안면 어물길 159-30

(정안면30)
보전 농업용수

29
 정안면 인풍리 45-9

(정안면34)
보전 묵논

30
 탄천면 광명리 560

(탄천면8)
향상 농업용수

31
 탄천면 안영리 227

(탄천면20)
향상 둠벙

표 3. 계속



박미옥․양승빈․서효선․박은아․한승태․구본학 : 공주시 소규모 습지정원의 생태적 특성 및 기능평가 연구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4권 제2호(2018년 12월)� � 133

작지에서 저류지로 변경되어 주변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이용

하고 있다.

의당면유계리산13임습지정원은농업용수지, 논 경작지주

변 둠벙으로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논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

로는 달뿌리풀, 사마귀풀이다. 논경작지 변두리 둠벙으로 주변

계곡부의물이도랑을통해유입되는곳으로싸리골길마을주

변주민들의대부분농경지에이와같은둠벙을조성하여이용

하고 있다.

이인면 복룡리산20-1임습지정원은농업용수지와저류지로

이용되고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산림, 논경작지, 나지이다. 동

식물상으로는 잠자리, 개구리, 마름, 수련이 확인되었다. 산지

계곡부에서 물이 유입되며, 마을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수질이 매우 양호한 곳이다.

정안면광정리 162-1임습지정원은저류지, 연못으로이용되

고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산림, 한일고등학교주변이다. 동식

물상으로는 연꽃, 수련, 오리, 왜가리이다. 한일고등학교 내에

위치하며, 2006년 학교 숲 시범사업시 조성된 습지로 복원 및

활용가능성이 높다.

정안면 어물리 산55-1임 습지정원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 논경작지, 산림이다. 동식물상으로는

붕어, 마름, 달뿌리풀이 확인되었다. 개인사유지로, 습지정원 2

개소가 도랑으로 수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산지 계곡부로부터

물을유입받고있고, 농업용수로이용되고있다. 공급서비스로

서마을주민들에게농업용수, 붕어양식, 마름(물밤)재배등혜

택을 주고 있는 습지정원으로 그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주민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다(그림 6).

정안면 인풍리 산25임 습지정원은 현재 묵논습지로 기존 논

태이다. 동식물상으로는 개구리밥, 달뿌리풀, 갯버들이 있으며,

경작에서우렁양식등을하였으나, 휴경하여존치되고있는상

주변산지에밤나무가많이식재되어있다. 자연화된 묵논습지

로참개구리, 고라니, 야생조류들이다양하게출몰하고 있으며,

산지 계곡부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다.

3. 공주시 소규모 습지정원 식생분포

그림 6. 정안면 어물리 산 55-1임 현황

1) 소규모 습지정원 식생분포도
공주시소규모습지정원 31개소 대상지를기능평가한결과,

등급이 “높음”으로 나타난 대상지의 식생분포도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식생다양성및야생동물서식처, 어류및양서파

충류 서식처, 미적․레크레이션 측면에서 습지의 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주변산림, 논경작지인근에주로조성되는농업용수

지로 입지형태에 따라 논두렁, 계곡부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침수, 범람이이루어지며, 참개구리, 야생조류등다수종이발견

되는 형태의 습지이다. 기능평가 결과, 높음으로 도출된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474의 주요 식생 단면도이다(그림 7, 그림 8).

둘째, 개방수면의 비율과 식생의 혼재도가 균등하며, 산지,

묵논 등 주변에서농업용수지에서자연소택형습지로전한가

능성이높은습지로야생동물서식처를제공할뿐만아니라, 마

을주민들에게 정화된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기능평가 결

과높음으로도출된공주시이인면복룡리 566의 주요식생단

면도이다(그림 9, 그림 10).

셋째, 개방수면의 비율이 높으며, 주연부 관목의 이입으로

주로산지내저류지가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습지의기능이

낮으나 일부 홍수 저장 및 조절, 침식조절, 수질보호 및 개선,

호안 및 제방 보호, 지하수 유지 및 보충 측면의 습지 기능이

그림 7. 유구읍 명곡리 474 주요 식생 단면도

그림 8. 유구읍 명곡리 474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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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인면 복룡리 566 주요 식생 단면도

그림 10. 이인면 복룡리 566 전경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급서비스 기능이 높은 것으로 물을 저

류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거나 마름(물밤) 식재, 붕어낚시로

이용되고있다. 기능평가결과, 보통으로도출된공주시의당면

학년동길 11-3의 주요 식생 단면도이다(그림 11, 그림 12).

2) 주요 식물상
공주시 소규모 습지정원의 주요 식물상은 23과 30속 자생식

물 31종, 귀화식물 4종, 재배식물 2종으로 총 37종이 확인되었

다(표 4).

Ⅳ. 결론

본 연구는 공주시 내 분포하는 625m2 미만 면적의 소규모

습지정원 31개소의 생태적 기능을 평가하고 식생분포를 조사

하였다. 기능평가결과, ‘높음(보전)’ 10개소, ‘보통(향상)’ 21개

소로 나타났다.

산지습지는홍수조절및침식, 야생동물서식처제공평가항

목의점수가대체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현장조사시고라니,

멧돼지, 오리등야생동물의흔적등을확인할수있었다. 주거

지 내 연못의 경우 미적 레크레이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보

였으며, 수련, 연꽃, 붕어마름, 꽃창포등다양한수생식물을식

재하고 주민들의 사색의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경

그림 11. 의당면 학년동길 11-3 주요 식생 단면도

그림 12. 의당면 학년동길 11-3 전경

작지 주변의 습지정원은 농업용수로 주로 이용되어 산지 계곡

부와마을도랑등과수계가연결되어수질정화, 지속적물순환

에 영향을 주어 경작지 용수공급에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산

지와경작지경계에조성되어있는습지정원은식생이입이빠르

고, 잠자리, 참개구리, 누룩뱀등 야생생물이확인된 것으로 보

아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소규모 습지정원은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

식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처, 미적․레크레이션 측면에서

습지의기능이높게나타났다. 식물상은 23과 37종으로, 자생식

물 31종, 귀화식물 4종, 재배식물 2종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농촌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습지정

원은지역주민에게용수공급, 재배식물등공급서비스를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산지 부근에서는 야생생물의 서식처, 홍수조

절및침식등의생태적기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

심 내 정원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보다 농촌지

역의소규모습지정원은직접적인경제적, 생태적 기능이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규모 습지정원은 대부분 사유지로 지역의 입지

특성에따라지속적으로침수범람이이루어져물이유입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산지 내 습

지정원은 주변 묵논습지 습윤지와 연결되어 다양한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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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식물명 학명(기울임체)
분류군

과 속 변종

1

자생

식물

가는가래 Potamogeton cristatus Regel ＆ Maack 가래과 (Potamogetonaceae) Potamogeton (가래속)

2 가래 Potamogetondistinctus A. Benn. 가래과 (Potamogetonaceae) Potamogeton (가래속)

3 갈대 Phragmites australis (Cav.) Trin. ex Steud. 벼과 (Gramineae) Phragmites (갈대속)

4 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 (L.) Schleid. (1839) 개구리밥과 (Lemnaceae) Spirodela (개구리밥속)

5 개연꽃 Nuphar japonicum DC. 수련과 (Nymphaeaceae) Nuphar (개연속)

6 갯버들 Salix gracilistyla Miq. (1867) 버드나무과 (Salicaceae) Salix (버드나무속)

7 검정말 Hydrilla verticillata (L. f.) Royle 
자라풀과 

(Hydrocharitaceae)
Hydrilla (검정말속)

8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1914 

마디풀과 (Polygonaceae) Persicaria (여뀌속)

9 골풀 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1890 골풀과 (Juncaceae) Juncus (골풀속)

10 꽃창포 Iris ensata Thunb. 1794 붓꽃과 (Iridaceae) Iris (붓꽃속)

11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벼과 (Gramineae) Phragmites (갈대속)

12 마름 Trapa japonica Flerow 마름과 (Trapaceae) Trapa (마름속)

13 머위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1866 국화과 (Compositae) Petasites (머위속)

14 물옥잠 Monochoria korsakowii Regel & Maack 물옥잠과 (Pontederiaceae) Monochoria (물옥잠속)

15 방동사니 Cyperus amuricus Maxim. 사초과 (Cyperaceae)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속)

16 버드나무 Salix koreensis Andersson, 1868 버드나무과 (Salicaceae) Salix (버드나무속)

17 부들 Typha orientalis C. Presl 부들과 (Typhaceae) Typha (부들속)

18 부처꽃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1908 부처꽃과(Lythraceae) Lythrum (부처꽃속)

19 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 (1813) 붓꽃과 (Iridaceae) Iris (붓꽃속)

20 붕어마름 Ceratophyllum demersum L. 
붕어마름과 

(Ceratophyllaceae)
Ceratophyllum (붕어마름속)

21 사마귀풀 Murdannia keisak 닭의장풀과(Commelinaceae) Murdannia (사마귀풀속)

22 생이가래 Salvinia natans 생이가래과 (Salviniaceae) Salvinia (생이가래속)

23 속새 Equisetum hyemale L. 1753 속새과 (Equisetaceae) Equisetum (속새속)

24 쇠뜨기 Equisetum arvense L. 1753 속새과 (Equisetaceae) Equisetum (속새속)

25 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과 (Nymphaeaceae) Nymphaea (수련속)

26 애기마름 Trapa incisa Siebold & Zucc. 1845 마름과 (Trapaceae) Trapa (마름속)

27 애기부들 Typha angustifolia L. 부들과 (Typhaceae) Typha (부들속)

28 좀보리사초 Carexpumila Thunb. 사초과 (Cyperaceae) Carexpumila (사초속)

29 줄 Zizanialatifolia Griseb. Turcz. ex Stapf 벼과 (Gramineae) Zizanialatifolia (줄속)

30 창포 Acorus calamus L. Linnaeus 창포과 (Araceae) Acorus (창포속)

31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Zucc. 1846 삼과 (Cannabaceae) Humulus (환삼덩굴속)

32

귀화

식물

개망초 Erigeron annuus L. Pers. 1807 국화과 (Compositae) Erigeron (개망초속)

33 미국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L. 1753 자리공과 (Phytolaccaceae) Phytolacca (자리공속)

34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1753 마디풀과 (Polygonaceae) Rumex (소리쟁이속)

35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1753 콩과 (Leguminosae) Robinia (아까시나무속)

36 재배

식물

루드베키아 Rudbeckia hirta L. 국화과 (Compositae) Rudbeckia (원추천인국속)

37 연꽃 Nelumbo nucifera Gaertn. 수련과 (Nymphaeaceae) Nelumbo (연꽃속)

표 4. 공주시 소규모 습지정원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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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입되는 지역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등을 통해

생태공원등활용할수있으며, 공주시의 역사문화자원과연계

하여 자연생태 우수마을 등을 제시하면 지역주민들의 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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