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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preserving village wetlands and for efficient use in the future by understanding

how small-scale village wetlands are distributed in Seocheon-gun and by conducting perception survey of village residents.
158 location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nd we confirmed how village wetlands and the surrounding land were in use.
We also studied differences in villagers’ perception depending on wether the target locations were in use or not. To study

villagers’ perception, we have visited the villages and conducted a survey with 40 villagers who were both users and non-users
of wetlands.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conservation of natural ecosystems, wetland awareness, village wetland
awareness, village wetland protection and necessit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use of

wetlands and the use of surrounding land with 158 village wetlands that were finally identified. As a result, much of wetland
was used as an agricultural resin (73%), followed by a pond (13%). As rice paddies, fields and forests are widely distributed
due to the use of surrounding land, (Seco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wetland use and surrounding land use,

wetland function, form, and vegetation were diverse as the use of the surrounding land was different, even if the use of
wetland was the same.?) Third,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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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소비량 증가, 자연생태공간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공간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박미옥, 2015).

그 중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마을습지는

소택형 습지, 소택지, 방죽, 농업용 저수지, 저류지, 둠벙, 연못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또한, 마을습지는 마을 및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일상생활 혹은 영농행위에 관련이 있으며, 생

물 다양성, 홍수 조절, 오염물질 제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며, 지역 환경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태공간이다(박미

옥, 2015; 박미옥, 2019).

이들 중 기능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나거나, 중요 습지로 선

정된 습지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습지정원은 마을습지의 다양

한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이익, 친수

공간, 레크레이션 기회 등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점에서 문화적, 생태적 가치

는 높다고 할 수 있다(박미옥, 2019).

그러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습지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습지가 토지변경 및 개발, 습지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부족

으로 개발 및 경작지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습지가 방치되거

나 부실한 토양관리로 토양 및 수자원 오염, 외래종 유입 확산,

identify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wetland use.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villager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of using wetlands or not and both group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should preserve village
wetlands because they are assets to be preserved for the future, and educational activities to increase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are needed for wise use of village wetlands. Based on our research results, villagers’ perception on wetland was

important in order to utilize various village wetlands as wetland garde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awareness on village wetland in the follow-up studies, an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apply research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o Seocheon-gun.

Key Words: Ecological Space, Wise Use, Wetland Use, Use of Surrounding Land, Training Activities for Promoting
Wetland Awarenes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천군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를 확인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마을습지가
보전되고, 현명하게 이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최종 판별된 158개소를 대상으로 마을습지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을 확인하였으며,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주민인식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마을습지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총 4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자연생태계
보전, 습지인식, 마을습지인식, 마을습지 보호 및 필요성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판별된
마을습지 158개소를 가지고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업용수지(73%)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연못(13%)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주변 토지이용으로 논, 밭, 산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농업용수지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연못의 경우에는 개인 집이나 절에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습지이용이 같더라도 주변토지이용이 달라짐에 따라 습지 기능, 형태,

식생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주민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두 대상자 모두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마을습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인식

증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순기능을 하는 마을습지를 습지정원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마을습지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서천군 이외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제어: 생태공간, 현명한 이용, 습지이용, 주변토지이용, 습지인식증진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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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토지개발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보전 노력과 함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천군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를 확인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마을습지가

보전되고, 현명한 이용과 함께 습지정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 대상지인 서천군은 충청남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

으며, 동쪽은 부여군, 북쪽은 보령시, 남쪽은 금강을 경계로 전

라북도 군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황해와 접

하고 있다.

총면적은 366.04km2로충청남도총면적인 8,226km2의 4.45%

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갖고 있

다. 서천군은 농경지가 많은 군 지역으로곡창지대이며, 총면적

의 29%가 답이고, 8%가 전으로 총 37%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금북정맥의 남단에 위치하여 지형은 북고남저형의 사면

을 이루며, 평야는 남쪽의 금강 연안과 서쪽의 황해연안에 분

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천군을 2개읍, 11개 면, 172개법정리로 장

항읍,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등 13개 행정구역으로 나

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1).

2. 연구방법

1) 마을습지 최종판별
기존에 수행된 박미옥(2018)의 연구에서 서천군 현지답사

시 도출된 432개소를 바탕으로 마을습지 판별 제외 기준에 따

라 최종판별하였다. 판별 제외 기준은 육상식생으로피복된 경

우, 논으로 전환된 경우, 습지매몰등으로 습지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접근이 어려워 습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 습지 등 접근이 제한된 사유지에 위치한 습지 등을 마을습

지에서 제외하였다.

2) 마을습지 습지이용 및 주변토지이용 분석
최종 판별된 소규모 마을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이용과 주변

토지이용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Arc-GIS(10.1)을 활용하여 행

정구역별 습지이용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분포도를 참

고하여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

때, 기존에 수행된 박미옥(2018) 연구에서 현장답사 시 찍은

사진을 활용하였다.

3) 주민 인식조사
주민 인식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은 마을습지 이용 유무에 따른 생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문항 설정은 방상원 등(2009)이 우리나라 습지 보전에

관한 국민 인식도 분석 연구, 습지 총량제 도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 보전사업단, 2007)에

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은 자연생태계 보전, 습지인식, 마을습지인식, 마을습지 보

호 및 필요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응답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며, 쉽게 응답할 수 있는 5점 리커드척도로 인터뷰를 진행

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SPSS(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t-test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마을습지 최종판별

마을습지 최종판별 제외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소규모 마을

습지 158개소를 도출하였으며, 행정구역에 따른 최종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도는 그림 2와 같다.

2. 마을습지 습지이용 및 주변토지이용 분석

최종 판별된 소규모 마을습지 158개소에 대하여 마을습지

이용에 따른 행정구역별 최종마을습지 개수는 표 1과 같다. 습

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을 구분하였다. 먼저 습지이용은 농업용그림 1. 서천군 행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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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묵논습지, 연못, 우물, 저류지로 확인되었다.

주변토지이용은 단독주거지역, 공업지역, 도로,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하우스재배지, 과수원, 혼효림, 묘지, 갯벌, 하천, 목장,

자연초지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주변토지이용은 국토환경

정보센터 토지피복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항목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표 2).

습지이용을 분석한 결과 1순위로 농업용수지 73%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현지답사 시 습지 주변토지이용으

로 논, 밭,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논, 밭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가둬놓거나,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습지

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연못 13%로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개인 주택이나 절에 연못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토지이용을 분석한 결과, 논 35%로 습지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밭 19%, 산림 17%로 나타났

다(그림 3).

습지이용이 농업용수지인 경우, 주변토지이용은 농원, 논, 도

로, 산림, 밭, 묘지, 비닐하우스, 하천, 시설재배지, 축사, 주택,

연못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서면4는 마서면 한성리

65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논이다. 식물상

은 달뿌리풀, 망초, 환삼덩굴이 서식하고 있다. 옆에 수로가 있

그림 2. 최종 판별된 소규모 마을습지 행정구역 분포도

범례:  최종 마을습지 158개소.

구분 읍면동
마을습지 이용

합계
농업용수지 묵논습지 연못 우물 저류지

1 장항읍 2 4 1 0 0 7

2 서천읍 13 0 0 1 0 14

3 마서면 6 0 4 0 0 10

4 화양면 4 0 0 0 0 4

5 기산면 4 1 2 0 1 8

6 한산면 10 2 2 0 0 14

7 마산면 6 2 5 0 1 14

8 시초면 4 0 0 0 1 5

9 문산면 8 0 4 1 1 14

10 판교면 20 3 1 1 1 26

11 종천면 5 0 0 0 0 5

12 비인면 28 0 1 0 0 29

13 서면 6 0 1 0 1 8

합계 116 12 21 3 6 158

표 1. 마을습지 이용에 따른 행정구역별 최종마을습지 개수

이용　 항목

습지

이용
농업용수지 묵논습지

연못

(정원,방화용)
우물 저류지

*주변

토지

이용

주거지역 목장 도로 논 밭

공공시설지역 공업지역 하우스재배지 과수원 산림

묘지 갯벌 하천 목장 자연초지

*주변토지이용: 국토환경정보센터 토지피복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항

목을 참고하여 분류

표 2.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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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로와 인접하게 마을습지 조성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갈수

기 때 사용하기 위해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조성

되어 있었다. 비인면19는 비인면 관리 353-3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경작지, 밭이다. 땅을 파고, 비닐을 깔

아 인공적으로 조성하였으며, 100% 개방수면으로 되어있었다.

판교면11은 판교면 복대리 35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

용으로는 논, 도로, 주거지역이다. 식물상은갯버들, 이끼, 개구

리밥, 수련이 서식하고 있다. 농업용수지의 기능이 많이 작용되

고 있지만, 주거지역 주변에 조성되어 있어 심미적 레크레이션

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산면17은 마산면 가

양리 446-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밭, 산림

이다. 식물상은 연, 마름, 칡, 가시박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이용이묵논습지인 경우, 주변토지이용은갯벌, 공원, 논,

밭, 도로, 산림, 비닐하우스, 주택 등으로 나타났다. 마산면18은

마산면 가양리4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산

림, 경작지이다. 식물상은 고마리, 물억새, 환삼덩굴, 칡이 서식

하고 있어 식생 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의 기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산면3은 기산면 화산리 301-1에 위치하고 있

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산림, 밭이다. 식물상은 부들, 연꽃,

뽕나무, 고마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마산면19는 마산면 마명리

436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산림, 밭, 하우스

재배지이다. 식물상은 망초가 서식하고 있다. 판교면18은 판교

면 금덕리 229-2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산림

이다. 식물상은 고마리, 연꽃, 마름 등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이용이 연못인 경우 주변토지이용은 공원, 산림, 도로,

논, 유치원, 묘지, 문화재, 밭, 주택, 절, 정원, 축사 등으로 나타

났다. 기산면11은 기산면 영모리 31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변토지이용으로는 기타 공공시설인 문헌서원이 있다. 식물상은

창포, 수련, 마름이 서식하고 있다. 비인면32는 비인면 남당리

131-5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공원, 산림이다.

식물상은 부들이 서식하고 있다. 마산면7은 마산면 나궁리 271

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주거시설이다. 식물

상은 수련, 달뿌리풀, 환삼덩굴이 서식하고 있다. 마서면8은 마

서면당선리 664-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공

원이다. 식물상은 마름, 창포, 수련, 억새, 서양민들레 등이 서

식하고 있다. 습지이용이 연못의 경우는 대부분 심미적 레크레

이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수생식물을 인위적으로 식

재하여 수질보호개선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습지이용이 저류지인 경우, 밭, 산림, 주택, 공업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시초면3은 시초면 초현리 2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변토지이용으로는 산림, 묘지이다. 식물상은 마름이 서식하고

있다. 문산면23은 문산면 북산리 8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으로는 산림이다. 식물상은 연, 환산덩굴이 서식하고

있다. 마산면13은 마산면 신봉리 1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으로는 산림이다. 식물상은 연, 버드나무, 닭의장풀이

서식하고 있다. 기산면4는 기산면 신산리 207-2에 위치하고 있

으며, 주변토지이용으로는 산림, 밭이다. 식물상은 고마리, 마

름, 닭의장풀, 사마귀풀, 갈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이용이

저류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생 다양

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홍수저장, 지하수 보충 등 기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습지이용이

같더라도 주변토지이용이 달라짐에 따라 습지 기능, 형태, 식생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3. 주민 인식조사

마을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민들의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습지이용 주변토지이용

그림 3.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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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개소

마을습지

최종판별 

습지이용 

분포도　

범례

농업용수지

묵논습지

연못

우물

저류지

습지이용 

및 주변토지

이용 

현황 사진

농업용수지

마서면 4 / 논 비인면 19 / 경작지, 밭 판교면 11 / 논, 도로, 주거지역 마산면 17 / 밭, 산림

묵논습지

마산면 18 / 산림, 경작지 기산면 3 / 산림, 밭
마산면 19 / 산림, 밭, 

하우스재배지 
판교면 18 / 산림

연못

기산면 11 / 

문헌서원(기타공공시설)
비인면 32 / 공원, 산림 마산면 7 / 주거시설 마서면 8 / 공원

저류지

시초면 3 / 산림, 묘지 문산면 23 / 산림 마산면 13 / 산림 기산면 4 / 산림, 밭

표 3. 소규모 마을습지 최종판별 분포도와 습지이용 및 주변토지이용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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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마을습지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자연생태계 보전 인식, 습지인식, 마을습지

인식, 마을습지 보호 및 필요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Cronbach’s α의 신뢰도 알파값은 0.828로 0.7 이상으로 안

정적 수치를 보였다(표 4).

다음은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10개의세부항목에서 유의확률 p값이 <0.0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대립

가설이 채택되어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23개의 세부항목에서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크

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대립

가설이 기각되며, 귀무가설이채택된다. 따라서 ‘습지이용 유무

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와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다’고 나온 23개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한, 마을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세부항목은 마을습지 관심도, 중요도와 보전여

부, 훼손요인, 보전이유, 현명한 이용, 마을습지 보호역할로 비

구분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값 .828 .863 35

표 4. 신뢰도분석 결과

항목 세부항목 습지 이용여부 N 평균(M)
표준편차

(SD)
t(p)

자연생태계 

보전 인식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각종 동․식물이 사라지

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용자 20 2.15 1.089
—0.535(0.596)

비이용자 20 2.35 1.268

환경파괴나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일자리와 소

득을 늘리기 위해 자연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이용자 20 2.40 0.883
—1.322(0.194)

비이용자 20 2.95 1.638

훼손이 심하지 않은 자연자원도 보전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20 4.35 0.671
2.303(0.027)*

비이용자 20 3.65 1.182

내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자연자원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용자 20 4.35 0.745
1.241(0.222)

비이용자 20 3.95 1.234

동․식물이나 자연경관 등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용자 20 3.80 1.056
2.410(0.021)*

비이용자 20 2.90 1.294

습지인식

습지에 대한 관심도
이용자 20 3.30 1.031

—0.742(0.463)
비이용자 20 3.55 1.099

습지의 기능 여부
이용자 20 3.05 0.887

—0.644(0.524)
비이용자 20 3.25 1.070

홍수조절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3.45 0.999

0.155(0.878)
비이용자 20 3.40 1.046

해안, 수변 안정화 및 폭풍 피해 방지 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3.95 0.686
3.987(0.000)***

비이용자 20 2.95 0.887

영양분과 먹이 공급 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3.95 0.605

2.367(0.023)*
비이용자 20 3.20 1.281

기후 조절 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3.70 0.657

2.248(0.030)*
비이용자 20 3.15 0.875

표 5. 주민인식 조사 - 항목별 T-TES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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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습지이용여부 N 평균(M)
표준편차

(SD)
t(p)

습지인식

수질정화 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4.15 0.366

1.295(0.203)
비이용자 20 3.80 1.152

생물종다양성 유지 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4.05 0.686

1.915(0.063)
비이용자 20 3.55 0.945

생산적 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4.00 0.795

1.942(0.060)
비이용자 20 3.35 1.268

여가활동과 관광 기능이 중요하다.
이용자 20 3.20 0.696

2.168(0.036)*
비이용자 20 2.55 1.146

문화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이용자 20 3.75 0.716

2.188(0.035)*
비이용자 20 3.10 1.119

습지의 훼손 시 위협 요인
이용자 20 2.20 1.105

—1.156(0.255)
비이용자 20 2.80 2.042

마을습지 

인식

마을습지 관심도
이용자 20 3.40 1.046

—1.364(0.181)
비이용자 20 3.85 1.040

마을습지가 기능 여부
이용자 20 3.10 1.071

—1.657(0.106)
비이용자 20 3.60 0.821

마을습지 소유 여부
이용자 20 2.00 0.000

4.819(0.000)***
비이용자 20 1.45 0.510

마을습지 이용시 중요도

일순위
이용자 20 1.95 0.224

9.992(0.000)***
비이용자 20 1.10 0.308

이순위
이용자 20 2.05 0.759

2.685(0.011)*
비이용자 20 1.50 0.513

마을습지 

보호 및 

필요성

현재 마을습지 보전 여부
이용자 20 3.15 1.496

1.174(0.248)
비이용자 20 2.60 1.465

미래 마을습지 보전 여부
이용자 20 2.00 0.000

1.453(0.154)
비이용자 20 1.90 0.308

마을습지 보전 이유
이용자 20 1.10 0.308

1.453(0.154)
비이용자 20 1.00 0.000

마을습지를 보전하거나 보전하지 않는 것이 주

민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이용자 20 1.95 1.504
0.383(0.704)

비이용자 20 1.80 0.894

마을습지에 파괴되는 영향이 적을지라도 습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용자 20 3.15 1.137
0.732(0.469)

비이용자 20 2.90 1.021

마을습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을 주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용자 20 4.00 0.918
1.129(0.266)

비이용자 20 3.65 1.040

마을습지가 파괴 또는 훼손되더라도 인간 활동

의 편의와 개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이용자 20 3.90 0.912

2.478(0.018)*
비이용자 20 3.10 1.119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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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습지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비이용자보다 이용

자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4), 마을습지가 현재 보전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두 대상자 모두 보전되지 않

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습지 훼손 원인으로 이용자는 각종

개발압력과 습지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훼손되었다고 하였으

며, 비이용자는각종 개발압력, 외래종에 의한피해로훼손되었

다고 하였다(그림 5, 그림 6).

두 대상자 모두 마을습지는 보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용자는 농어민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대답이 많이 나

온 반면에, 비이용자는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자산이기 때

문에 보전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그림 7, 그림 8).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두 대상

자 모두 지역주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항목 세부항목 습지이용여부 N 평균(M)
표준편차

(SD)
t(p)

마을습지 

보호 및 

필요성

환경적인 측면 마을습지 중요성
이용자 20 2.85 1.226

1.719(0.094)
비이용자 20 2.25 0.967

마을습지 보전 여부 개인의 중요도
이용자 20 4.00 0.562

0.940(0.353)
비이용자 20 3.80 0.768

마을습지를 보호 주체
이용자 20 3.85 0.813

0.000(1.000)
비이용자 20 3.85 0.366

마을습지 보전, 관리 대책 효과적 방안
이용자 20 2.95 1.099

1.697(0.098)
비이용자 20 2.35 1.137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안
이용자 20 3.05 1.317

—0.869(0.390)
비이용자 20 3.50 1.906

* p<.05, ** p<.01, *** p<.001

표 5. 계속

그림 4. 마을습지에 대한 관심도

범례:  이용자,  비이용자.

그림 5. 현재 마을습지 보전 여부

범례:  이용자,  비이용자.

그림 6. 습지훼손요인

범례:  이용자,  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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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일부 습지 이용자는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마을습지를 보호해야 하는 주체를 물어본 결과, 이

용자는 지자체, 민간단체라고 대답하였으며, 비이용자는 주민

이 직접 보호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그림 9, 그림 10).

Ⅳ. 결론

본 연구는 서천군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를 확인하고, 직접적

인 관계를 갖는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마을습지가 보전되

고, 현명한 이용과 함께 습지정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최종 판별된 소규모 마을습지 158개소를 대상으로

마을습지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을 확인하였으며,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판별된 마을습지 158개소를 가지고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을 살펴보니 전체 면적 24,969m2 중 17,671.14m2

(73%)로 농업용수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연못

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주변 토지이용으로 논, 밭, 산림

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농업용수지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연못의 경우에는 개인 집이나 절에 조성하여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습지이용과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습지

이용이 같더라도 주변토지이용이 달라짐에 따라 습지 기능, 형

태, 식생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먼저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α의 신뢰도 알파값은 0.828로 0.7 이상으로 안정적

수치를 보였다. 다음은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10개의 세부항

목에서 유의확률 p값이 <0.05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습지이

용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반대로 23개의 세부항목에서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크

게 나타나귀무가설이채택되어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차

이가없다’고 할 수 있었다. 한편,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

그림 7. 미래 마을습지 보전 여부

범례:  이용자,  비이용자.

그림 8. 마을습지 보전 이유

범례:  이용자,  비이용자.

그림 9. 마을습지 현명한 이용 방안

범례:  이용자,  비이용자.

그림 10. 마을습지 보호 역할

범례:  이용자,  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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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습지이용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다’고 나온 23개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미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마을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항목은 마을습지 관심도, 중요도와 보전

여부, 훼손요인, 보전이유, 현명한 이용, 마을습지 보호역할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마을습지의 기능도 많이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습

지는 주된 소득원 및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

에 보전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보호주체는 지자체, 민간단체라

고 대답 하였다. 비이용자는 외래종과 각종 개발과 압력 때문

에 마을습지가훼손된다고 하였으며,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한

다고 하였다. 보호 주체는 지역주민으로 대답하였다. 두 대상자

모두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인식 증진

을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순기능을 하는 마을습지를 습

지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주

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현재보전되고 있지않는 마을습지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 중 사용자는 농업인의 주된 소득원으로 경

제성이 중요하다고 한반면에, 비이용자는 미래를 위한 자산으

로 환경성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토대로 습지정원을

조성할 경우, 경제성을 창출하는 습지정원, 환경성이 중시되는

습지정원 등 습지 이용 시 중요성에 따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

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습지정원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의 낮은 인식을 증진시키

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마을습지 인식증

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서

천군 이외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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