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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high-function wetlands among

small wetlands with an area of less than 625m2 around urban area and farmland in all area of GongJu-si, Chuncheongnam-do
through ecological function evaluation and filed survey results and to find an application method to analyzing example
of floating garden.

Floating garden is made with the rafts made from hyacinth which is available for free locally. Soil is put on the
surface of the raft and then the seeds planted in the soil and vegetables such as gourd, okra and leafy vegetables are
grown. The floating gardens provide vital food for people and they can also provide an alternative source of income through

sale of any surplus in the market. Even in Korea, floating garden techniques can be used to cultivate common vegetables
as well as water chestnut or lotus in small village wetlands.

Small village with floating garden can be a cultural product to provide with experience and supply services as well

as reflects the natural ecology and cultural phenomena of certain region by introducing the basic structure of floating
garden to wetlands continuously carried on with influx of water in mounta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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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은 지역의 자연생태와 문화현상이 반영된 고유의 장소

성을 담고 있으며, 문화현상과 미적 감상, 체험 등을 내포하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질병, 환경피해의 해결방안으로 정원의 생태적 기능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원의 생태적 기능으로서 주

택정원이나소규모정원, 소공원, 생태공원등의생태적토지이

용 수단은 생태공간을 증대시키고 도시생태계 복원효과와 생

태계 다양성 증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도심 및 농촌지역 내 생활권에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습지는 마을인근에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일상생활을 통해 사

람들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

반적인습지가제공하는생물다양성증진, 탄소저감, 물질순환

등과같은기능과함께주민들에게문화적혜택과경제적이익,

친수 레크레이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이 일상생활과

가장밀접하여사람들의삶과직접적인관계를갖는점에서소

규모 습지의 생태적 가치 평가는 매우 높으며, 이러한 복합적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규모 습지를 활용한 정원을 조

성함으로써 생태적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복합한 습지정원이

강조되고 있다.

습지정원과 관련한선행연구로서는정원문화와생태계문화

서비스연구(박미옥, 2015), 비오톱정원계획및모니터링연구

(박미옥, 2015a; 2016a; 박미옥과 구본학, 2015; 2016), 정원

생태문화기능 연구(박미옥, 2015b), 정원기능 연구(박미옥

2017c), 정원기능및개념연구(박미옥등, 2018) 등이있다. 그

외 수생정원 친수디자인 연구(박미옥, 2017b), 한국형 가든 식

물재료 연구(박미옥, 2017a) 등의 연구가 있다.

본연구에서는충청남도공주시에분포하고있는면적 625m2

미만의소규모습지중기능이높은대상지를도시화된지역과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생태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 생활권

문화적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플로팅가든으로 적용 가능성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연구대상지는도시농업복합도시인공주시전지역에분포되

어 있는 산지, 경작지, 마을 주거지역 내 습지정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되는지역을선정하였다. 유

입부와 유출부의식별확인이가능하고, 저류의기능을하며역

사성, 문화적 의미로서습지의기능이뛰어날것으로판단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습지의 기능은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처, 홍수 저장 및 조절, 침식

조절, 수질보호및개선, 호안및제방보호, 미적․레크레이션,

지하수 유지 및 보충을 기준으로 RAM 모델을 적용하여 선정

하였다(그림 1).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7개월에걸쳐진

행하였으며, 대상지 선정 및 문헌조사는 2108년 4월부터 10월

까지, 현장조사는 생물의생육기인 2018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2. 습지정원 생태적 기능평가 및 플로팅가든

본 연구는 현지답사를 통해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평가하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충청남도 공주시에 분포하고있는 면적 625m2 미만의 소규모습지 중기능이 높은대상지를 도시화된
지역과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생태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 플로팅가든으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플로팅가든은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레옥잠 군락을 뗏목형 부체로 조성하여 토양을 채우고 조롱박, 오크라,
잎이많은채소등속성식물의씨앗을파종재배하는방식으로서, 플로팅가든기법을농업에도입하여식량부족을해결하
고 잉여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대체수입원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플로팅가든 기법을 도입하여

소규모생활권 습지에서 마름과연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채소를 재배하기 위한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산지와 연결되어
물의 유입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 생활권 습지들을 대상으로 플로팅가든을 도입하였다. 플로팅가든이
적용된소규모 생활권습지정원은지역의자연생태와문화현상이반영된 고유의장소성을담고있으며, 체험및 공급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습지, RAM평가, 정원문화, 뗏목형 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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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식생분포를조사하였다. 기능평가는 RAM(Rapidly Acessment

Method) 모델을 적용하여 야장에 기록한 후 실내에서 점수화

하고 보전가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등급 ‘상’은 보전, ‘중’은

향상, ‘하’는 향상 또는 복원 등으로 보전전략을 구분하였다.

RAM은 습지의일반적수준에서의기능평가방법으로서습

지의 기능을 8가지로 분류하며, 각각의기능에대해 이익을 제

공하는능력을평가한다. 식물다양성및야생동물서식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처, 홍수 조절, 유출량 저감, 수질 보전 및

개선, 호안및제방보호, 미적레크리에이션, 지하수유지등의

8가지기능과기능평가를위한참고자료로서유역유출및물

질운반 능력 기능으로 구분한다(구분학과 김귀곤, 2001d).

또한, 플로팅가든의국내외사례를조사및분석하여습지정

원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 현황

본연구대상지는 GIS를이용한마을습지인벤토리구축연

구에서 도출된 31개 마을습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구역별

로는계룡면 2개소, 공주시도심지 1, 반포면 1, 사곡면 1, 신풍

면 1, 우성면 4, 유구읍 8, 의당면 5, 이인면 3, 정안면 3, 탄천면

2개소등으로각각선정하였으며, 습지정원이용현황으로는연

못 3개소, 농업용수 14개소, 산지저류지 11개소, 묵논습지 1개

소, 둠벙 2개소로 확인되었다.

2. 소규모 습지정원 생태적 기능평가 결과

공주시 31개소 소규모 습지정원을 대상으로 기능평가를 하

였다. 기능평가 결과, 31개소 중 평가결과 높음(보전) 10개소,

보통(향상) 21개소로 도출되었다(표 1).

계룡면기산리산59임에위치한습지정원은주변산림인접하

여 주변 야생조류서식처를 제공한다. 개울 습윤지 수계와 연계

되어 수문 기능이 높으며, 주변 나대지, 논 경작지와 연계하여

잠자리 서식처 조성 계획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이다(그림 2).

운암리 산10임에 위치한 습지정원은 저류지로 이용되고 있

으며, 주변토지이용은산림, 계곡이다. 기존논경작지로오래된

습지이며, 용출수 지역으로 습지기능이 높으면서, 생물다양성

이 높다.

명곡리 산60-14임 습지정원은 5필지가 연결된 곳으로 주변

산림, 묵논, 논경작지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산개구리, 뱀, 야

생조류들이 많으며, 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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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생태, 문화 탐방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그림 3).

신풍면선학리 309답 습지정원은저류지로이용되고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산림, 논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참개

구리, 물고기, 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다. 조사결과 사유지이며,

현재마을에서유일하게농업용수로이용하고있다. 특히당산

의지하함양율이높아습지정원내에용출수가있어지속적침

수 범람이 일어나고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곳이다.

우성면 상서리 산1-1임습지정원은저류지로 이용되고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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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묘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참개구리,

고추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다. 산지저류지로 강우에 의한 표출

수가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으며, 주변 오염원이없는곳으로

수질 또한 양호한 지역이다.

의당면덕학리 559전 습지정원은저류지로이용되고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나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버드나무, 달

연번 대상지

식생 

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어류 및 

양서 

파충류 

서식처

홍수 

저장 및 

조절

침식 

조절

수질보호 

및 개선

호안 및 

제방 

보호

미적, 

레크리

에이션

지하수 

유지 및 

보충

평균 등급
보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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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곡리 산27-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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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리 산5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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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계리 산13임 2.00 2.60 2.33 2.13 1.78 2.00 2.22 2.25 2.16 보통 향상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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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인면 복룡리 산2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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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습지기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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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룡면 기산리 산59임 현황

그림 3. 반포면 공암리 249-1답 현황

뿌리풀, 좀 보리사초이다. 야생동물 서식처의 기능이 높음으로

나타났고, 수질이 양호하며, 산림지역과 인접하여 습지 회복탄

력성이높은지역으로서주변식생이많이이입되어있는지역

이다.

의당면월곡리산3-4임습지정원은저류지로 이용되고있으

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논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달뿌

리풀, 갯버들이며 개방수면의 비율이 높다. 호안 및 제방, 지하

수유지및보충습지의기능이높음으로나타났고, 기존논경

작지에서 저류지로 변경되어 주변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이용

하고 있다.

의당면유계리산13임습지정원은농업용수지, 논경작지주

변 둠벙으로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논경작지이다. 동식물상으

로는 달뿌리풀, 사마귀풀이다. 논경작지 변두리 둠벙으로 주변

계곡부의물이도랑을통해유입되는곳으로싸리골길마을주

변주민들의대부분농경지에이와같은둠벙을조성하여이용

하고 있다.

이인면 복룡리산20-1임습지정원은농업용수지와저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 산림, 논경작지, 나지이다.

동식물상으로는 잠자리, 개구리, 마름, 수련이 확인되었다. 산

지계곡부에서 물이 유입되며, 마을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

는 곳으로 수질이 매우 양호한 곳이다.

정안면 광정리162-1임 습지정원은 저류지, 연못으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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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안면 인풍리 산25임 습지정원은 현재 묵논습지로 기존 논

경작에서우렁양식등을하였으나, 휴경하여존치되고있는상

태이다. 동식물상으로는 개구리밥, 달뿌리풀, 갯버들이 있으며,

주변산지에밤나무가많이식재되어있다. 자연화된묵논습지

로 참개구리, 고라니, 야생조류들이다양하게 출몰하고있으며,

산지 계곡부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다.

3. 플로팅가든 적용방안

플로팅가든 기법을 농업에 도입하여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잉여를판매함으로써대체수입원을가진다. 우리나라에서도플

로팅가든기법을 도입하여 소규모 습지에서 마름과 연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서양 아즈텍(Aztec)제국의 수도였던 테노치틀

란(Tenochtitlan)에서는부족한강우량이라는자연환경을극복

하며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집약적인 형태의 농사를 짓는 방

법으로플로팅가든기법이활용되었다. 호수 위에 사각형의플

랜팅 베드를 설치하여 곡식을 길렀으며, 호수나 하천 바닥에

있는진흙을채취하여뿌려서흙을비옥하게하고플랜팅베드

를 유지시켰는데, 이러한 방식은 멕시코에서는 치남파 농업

(Chinampa agriculture)으로 알려져 있다(심윤선, 2007). 동남

아시아와 같이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로 인해서

일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계절풍이 부는 계절에 강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자선단체인 ‘Practical Action’에서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부레옥잠을 이용한 플로팅가든 기법을 포함하

여 유기농 살충제, 퇴비제조기법 등을 제공한다.

플로팅가든의뗏목형식생대는현지에서쉽게구할수있는

그림 4. 정안면 어물리 산 55-1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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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레옥잠 등의 수생식물 군락 위에 길이 8m, 너비 1m의 뗏목

과속성식물의씨앗을제공받아뗏목의표면에토양을넣고씨

앗을심어조롱박, 오크라, 잎이많은채소등을재배한다. 플로

팅가든에서 재배한 채소는 식량 부족 기간에 사람들에게 중요

한 음식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잉여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대

체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다(그림 5).

또한, 뗏목형부체는이동가능하여일시적으로또는영구적

으로집과땅을잃어버린사람들에게도적합하고, 오래된낡은

뗏목형 부체는 건기에 비료로 사용가능하다.

소규모 습지정원 중에서도 산지와 연결되어 물의 유입의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습지들을 대상으로 플로팅가든의

기본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플로팅가든이 적용된 소규모 습지정

원은 지역의 자연생태와 문화현상이 반영된 고유의 장소성을

담고 있으며, 체험 및 공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생활권에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습지정원은 마을인근에 인

공적으로 조성되어 생태계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름이나연꽃등의식생을통하여마을주민들에게경제

적․문화적 이익을 제공받는다.

본연구에서는충청남도공주시에분포하고있는면적 625m2

미만의 소규모 습지 중 기능이 높은 31개 습지를 대상지를 도

시화된 지역과 농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생태환경적 특성을 도

그림 5. 플로팅가든의 구조
출처: https://practicalaction.org/floating-gardens 

출하고 생활권 문화적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플로팅가든으

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능평가 대상지로 선정된 31개 습지들은 대부분 산지와 연

결되어 유입 및 유출구의 형태가 식별가능하고 저류의 기능을

하고 있다. 기능평가결과 평균점수는 2.0∼2.1 이내이다.

플로팅가든은 습지위에 부유식물을 식재하고, 그 위에 뗏목

형부체와토양및거름등을올리는형태로제작된다. 이를통

해 채소를 재배하고 대체수입원을 가진다. 플로팅가든은 주로

지속적인침수가이루어지는강유역등에적용하는것이바람

직하다.

소규모 마을습지중에서수문학적으로유입유출부가확실하

여 기능이 높은 대상지에 플로팅가든을 적용하면 효용성이 높

으며,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와 문화현상이 반영된 습지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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