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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유형 분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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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tilize village wetland as wetland garden. First, 18 wetlands located in villages were

selected in Gyeryong-si to be set up as wetland gardens with inventories and then they were used to come up with ideas
for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 gardens. The types of garde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ethods by Park
(2019), and the flat area type were represented by two places of T1V2H1, one T1V4H1 type, and one T1V3H1 type.

As for the slope type, there were 2 T2V2H1 types, one T2V3H1 type. For the forest type there were 4 T3V1H1 types,
3 T3V1H2 types, 2 T3V3H1 types, one T3V4H1 type, one T3V4H2 type. In Gyeryong-si, Geumnam mountains and Gyeryong
mountain are located, so the overall proportion of the mountain is high, and the forest-type wetland garden reaches 61.1%.

There were 14 wetland gardens (77.8%) which were classified as the forest and slope type. In the case of vegetation index,
the tree and shrub dominant types was the highest in distribution with 7 sites, and the water cycle index was mostly independent
type. In order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function of the wetland garden, Rapid Assessment Method (RAM) which is

general function evalu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evaluation on among 18 places, 3 were high (conservation),
11 were normal (improvement), and 4 were low (restoration).

Key Words: Function, Assessment, Wise Use, Inventory, GIS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마을습지를 습지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먼저 계룡시 최종 마을습지 18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습지정원으로설정하여인벤토리를구축하고, 습지정원의보전과현명한이용 방안을제시하였다. 정원의유형은박(2019)

의 방법에 따라 분류한 바, 평지형으로는 평지정수식물우점독립형 2개소, 평지복합식생독립형 1개소, 평지부엽우점독립
형 1개소 등으로 나타났고, 경사형으로는 경사정수식물우점독립형 2개소, 경사부엽우점독립형 1개소, 산림형으로는 산림
교관목우점독립형 4개소, 산림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 3개소, 산림부엽우점독립형 2개소, 산림복합식생독립형 1개소,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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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 훼손과 고립화 현상이 심

각해지고있으며, 지구환경문제발생으로인간삶의불균형현

상이 자연재해, 질병, 환경피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박미옥 등(2017)은 정원

의 기능과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생태환경보호, 기

후변화대응, 물순환, 방재조절의효과와아울러휴양치유, 지역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전략이라고하였다. 정원은 인류 문화의원천으로서문화의중

심공간이며, 커뮤니티의집약체이고, 개인적삶을풍요하게하

는 힐링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통해 인류에게 생

태적, 문화적, 기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원은 사람을 위

한공간, 야생동물과 식물, 자연재료의 전시, 재배 및 즐거움과

치유를목적으로조성된자연생태공간이며, 문화공간으로서자

연과 인공을 연결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습지를 기반으로 하는 습지정원은 생활 속 생태자원이

면서 또한 지역의 자연생태와 문화현상이 반영된 고유의 장소

성을담고있으며, 미적감상, 체험등을내포하는문화적산물

이라고할 수 있다. 도시 및 마을에 산재되어주민들이 일상생

활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습지정원은 일반

적인습지가제공하는생물다양성증진, 탄소저감, 물질순환등

과 같은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이익,

친수레크레이션, 힐링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이일상

생활과가장밀접하여사람들의삶과직접적인관계를갖는점

에서 습지정원의 생태적 문화적 의미를 진단하고 활용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습지정원은자연적이거나인공적인목적으로조성된

마을습지를기반으로형성된정원을말하며, 생활권범위에분

포하여정원이지니는생태와문화적요소를담고있는생태공

간을 의미한다. 마을습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었거나, 인공적

목적에의해조성되어마을및마을인근에위치하여생활의근

거이거나, 논과같은영농행위의기반이되며(박미옥등, 2014),

이러한 마을습지가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부양 및

서식처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기반으로

하는습지정원연구는마을습지현명한이용을위한유력한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습지정원에 관련된 유사 선행연구는 마

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표준모델 연구(박미옥, 2019)와 생활권

습지정원에관한연구(박미옥등, 2018; 2019a; 2019b; 2019c),

수생 비오톱정원에 관한 연구(박미옥과 구본학, 2015; 2016),

정원기능과정원의생태계문화서비스연구(Lobo, 2001; 박미

옥, 2015a; 2015b; 2016a; 2017) 등이 수행된 바 있으나, 아직

생활권에 입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해 영향을 끼치는 마

을습지를 습지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능평가와 유형 분

류 및 GIS DB를 구축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계룡시를 대상으로 마을습

지 분포를파악하여 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유형을 도출하고,

GIS DB를 구축하였다. 계룡시의 경우, 공간적으로 다른 시군

에비해작고산지와군사보호지역이많은관계로최종마을습

지로 판별된 습지가 적고, 이용 가능한 범위에 분포하기 때문

에 마을습지 전체를 습지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박미옥, 2019)에서는 마을습지 기능평가를 바탕으로

습지정원을 도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을습지 전체를 습

지정원으로간주하여인벤토리를구축하고, 습지정원의기능평

가를 수행하였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본연구는충청남도계룡시를대상으로한다. 계룡시는충남

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대전광역시, 서쪽과 남쪽으로

는논산시, 북쪽으로공주시와인접해있는군사도시로서, 동서

간 8.4km, 남북간 12.9km로뻗어있는총면적 60.74km2 로충

청남도 15개 시․군 중 면적이가장작다. 인구는 2019년 기준

42,971명으로 우리나라전체시중에서인구가가장작은 시로

행정구역은 1개 동(금암동), 3개면(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

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7개월에걸쳐문

헌연구와 대상지 답사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과정은 다음

복합식생유수연결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계룡시에는 금남정맥이 지나가며 계룡산이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산지의 비중

이 높아 산림형 습지정원이 61.1%에 이르렀고, 경사형의 경우도 산림 및 그 부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14개소가 산림
혹은산림과관계된입지특성을나타내고있다. 식물의경우교관목우점이 7개소로가장분포가많았고, 물순환은대부분
독립형으로 나타났다. 습지정원의 생태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기능평가인 RAM(Rapid Assessment Method)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18개소 중 평가결과 높음(보전) 3개소, 보통(향상) 11개소, 낮음(복원) 4개소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기능, 평가, 현명한 이용, 인벤토리,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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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표 1).

연구 방법은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형도, 토지피복도, 토지

이용현황도 등을 바탕으로 마을습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GIS 기법을 활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발간 수치지도의 지형,

수문, 습지 코드를 추출하여 습지가능지를 도출하였다. 마을습

지 가능지를 대상으로 지목별 토지이용도 분석과 정사영상 분

석을통해습지현황및위치를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GIS 분

석, 위성영상,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피복도등을기

초자료로 하였다.

GIS 분석은 Arc-GIS (v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

석에활용된기초자료는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제공

하는 2016년계룡시수치지도(1/5,000)를 사용하였고, 위성지도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다음지도; http://map.

daum.net)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도, 토지피그림 1. 계룡시 위치

연구과정 내용 연구방법

대상지 선정 대상지 ․ 계룡시 소규모 마을습지

▼

자료수집
계룡시 마을습지 관련

자료수집

․ 항공사진, 위성사진 확인

․ 토지피복도, 토지이용현황 조사

▼

마을습지

가능지 선정

실내조사 및

GIS 분석

․ 마을습지 지형, 수문, 생태적 특성 분석

․ 기초자료 및 역사적 흔적자료 활용

․ Arc-GIS 10.1을 이용하여 지형, 하천, 습지, 호·저수지 코드 추출

▼

마을습지 

판별 및

생태환경 조사

실내판별

․ 대상지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등 사전준비 된 도면을 이용하여 대상지와 비교

․ 1단계: 지목별 토지이용

․ 2단계: 항공사진, 위성사진

1차 현장답사

․ 실내판별 데이터를 토대로 답사를 통해 검증 판별

․ 수문, 토양, 식생 등 습지 3요소를 근거로 판별 및 분포

․ 습지생태환경 기초 조사

▼

습지정원 선정 및 

기능평가

2차 현장답사

습지정원 선정 기능평가

․ 기능평가 및 보전가치 평가

․ 생태 역사 문화적 의미 및 스토리텔링 발굴

▼

GIS DB 구축 습지정원 GIS/DB 구축 ․ 분포 및 기능평가, 스토리 등을 바탕으로 GIS/DB 구축

▼

현명한 이용 방안 습지정원 현명한 이용 ․ 습지정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방안 제안

표 1. 계룡시 마을습지 도출 및 습지정원 DB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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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중분류)를 이용하였다. 실내판별작업에서 습지로 판별된

대상지는현지답사를통해최종검증하는절차를거쳤는데, 현

지답사는 박미옥 등(2014)의 마을습지 기준을 적용하여 마을

습지를 판별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마을습지를 습지정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습지

정원의 생태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기능평가인 RAM

(Rapid Assessment Method) 평가를 실시하였다. 습지정원을

위한 별도의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습지정

원의원형인마을습지의기능평가모델인 RAM을적용하였다.

기능평가 점수에따라보전등급을설정하였고, 습지정원 DB를

구축하였다. 습지정원은 Park(2019)의 습지정원 유형분류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현명한 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계룡시 마을습지 분포 특성

마을습지는마을및마을인근에위치하여일상생활혹은영

농행위에관련이있으며, 소택형습지, 소택지, 방죽, 농업용저

수지, 저류지, 둠벙, 연못등의이름으로불리는곳으로서, 마을

내 사유지 정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Park et al.(2019a)의

기준에 따라 Arc-GIS 10.1을 이용하여 실내판별작업으로계룡

시마을습지읍면/규모별수량과면적을추출한결과, 마을습지

가능지는 63개소로 확인되었다. 습지면적 625m2 이상은 총 31

개소로면적 272,930m2로확인되었으며, 625m2 미만은총 32개

소, 면적 6,644m2로 도출되었다. 행정구역 중 신도안면이 30개

소로 가장많은습지가도출되었으며, 신도안면은군부대인계

룡대대와 구룡골프연습장 내에 있는 인공습지가 다수 확인되

었다(표 2). 63개소를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수환경적

응도에따라 육화가 진행된대상지와 개발 및 논, 밭 이용으로

토지변경 6개소, 사방댐 1개소, 산간지형으로 접근불가 6개소,

개인농원 내 소류지로 외부인 접근불가 2개소, 놀이터와 공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는 인공습지 7개

소, 낚시터 3개소, 골프장 내 연못 20개소를 제외한 최종 마을

습지 18개소를 도출하였다(표 2).

계룡시 마을습지 18개소의 습지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둠

벙 3개소, 저류지 12개소, 묵논습지 1개소, 농업용수지 2개소로

이용되고있었다(표 3). 625m2 미만의마을습지가능지는 32개

소이며, 0∼100m2 미만의 소규모 마을습지는 11개소로 인공연

못, 산지습지로 확인되었다. 특히 50m2 미만의 마을습지는 엄

사면 2개소를 제외한 습지들은 경작지 주변 소형 둠벙이었으

나, 주변 토사 유입 또는 경작지로 전환되어 훼손되거나, 경작

지로 토지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계룡시 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기능평가

박미옥(2019)은 습지정원을 마을 습지 중에서 기능평가 결

과, ‘높음’으로 나타났거나 중요 습지로 선정된 습지를 정원으

로 활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를 모

두포함하며, 정원은 생활권에서사람들에게힐링과체험기회

를 제공하는 생태, 문화적 요소로서 생태계서비스와 힐링 등

현명한 이용 전략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종 도출된 18개소 마을습지는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파악

하고, 보전전략을 수립한등마을습지기반습지정원으로활용

행정구역

실내판별 현장조사

마을습지 

가능지

규모 625m2

이상

규모 625m2

미만
토지변경 사방댐 접근불가

사유지 

접근불가
인공습지 낚시터 골프장

마을습지

판별 

면

두마면 13  3 10 4 0 0 0 1 0  0  8

엄사면 18  7 11 1 1 1 2 2 3  0  8

신도안면 30 21  9 1 0 5 0 2 0 20  2

동 금암동  2  0  2 0 0 0 0 2 0  0  0

Total 63 31 32 6 1 6 2 7 3 20 18

표 2. 계룡시 마을습지 분포

행정구역 둠벙 저류지
묵논

습지

농업

용수지
방죽

최종

마을습지

면

두마면 2  5 1 0 0  8

엄사면 1  5 0 2 0  8

신도안면 0  2 0 0 0  2

동 금암동 0  0 0 0 0  0

Total 3 12 1 2 0 18

표 3. 계룡시 마을습지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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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기능평가인 RAM

(Rapid Assessment Method)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시

습지의 기능은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 어류 및 양서

파충류 서식처, 홍수 저장 및 조절, 침식 조절, 수질보호 및 개

선, 호안및제방보호, 미적․레크레이션, 지하수유지및보충

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기능평가결과, 총 18개소중평가결과높음(보전) 3개소, 보

통(향상) 11개소, 낮음(복원) 4개소로 도출되었다(표 4). 기능

평가결과가높음인습지는주변산림입지형태에따라계곡부

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침수 및 범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개방수면의 비율과 식생의 혼재도가 균등하였다. 참개구리, 야

생조류 등이 다수 발견되는 형태의 습지로 생물다양성이 높으

며, 산림식생 등 주변식생에따라이입종이늘어나며지속적인

토사의 유입으로 수심이 낮아지며, 대략 20cm 미만의 습윤지

를 형성하였다.

기능평가 결과가 보통인 습지는 산지 수계 연결성이 유지될

경우자연소택형습지로전환되지만, 반대로토사의 유입으로

인한 훼손, 소멸, 나지로 토지가 변경되는 묵논습지 또는 둠벙

등으로서, 개방수면의 비율과식생의혼재도가 균등하며, 산지,

묵논등주변에서농업용수지에서자연소택형습지로전환가

능성이 높은 습지로 야생동물 서식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

을 주민들에게 정화된 농업용수를 제공하였다. 기능평가 결과,

보통대상지는전반적으로습지의기능은낮았으나, 일부홍수

저장및조절, 침식조절, 수질보호및개선, 호안및제방보호,

지하수 유지 및 보충 측면의 습지 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3. 계룡시 습지정원 유형분류 및 GIS DB 구축

습지정원은 습지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목표가 중요하다고 할 수있으며, 다양성 향상 즉생물종수 및

종다양도향상이중요한목표가된다. 동식물 분류군별목표종

또는일반종수를확대하기위한습지정원구조와이를바탕으

로 기능이목표로 설정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습지정원 구

성 요소로는 습지의 3요소인 토양 및 지형, 수문, 식생 등으로

구성되며, 인공습지의 중요한목표및성능지표인곤충류와소

동물 등을 들 수 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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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면 입암리 429 1.5 1.4 1.0 1.4  1.1  1.8 1.4 1.8  1.4 낮음 향상

두마면 농소리 593-2 1.5 1.4 1.0 1.4  1.1  1.8 1.4 1.8  1.4 낮음 향상

두마면 입암리 457 1.5 1.4 2.8 2.5  1.9  2 1.9 2.0  2.0 보통 향상

두마면 왕대리 216-2 1.5 1.4 1.2 1.4  1.2  1.8 1.4 1.5  1.4 낮음 향상

두마면 두계리 109-2 2.2 3.0 2.8 2.5  2.7  1.8 2.6 2.5  2.5 높음 보전

엄사면 향한리 651 2.3 2.4 1.5 2.0  1.9  2.3 2.1 2.0  2.1 보통 향상

엄사면 향한리 454 2.0 2.4 2.33 2.13  1.78  2.0 2.33 2.25  2.2 보통 향상

엄사면 향적산길173 1.2 1.3 1.0 1.2  1.0  1.8 1.2 1.3  1.3 낮음 향상

엄사면 향한리 560-1 1.67 2.0 1.83 2.5  1.78  2.0 1.78 2.0  1.94 보통 향상

두마면 입암리 420 1.7 2.0 1.8 2.5  1.9  2.0 1.9 2.0  2.0 보통 향상

두마면 두계리 91 2.5 2.4 2.0 2.3  2.4  2.8 1.9 2.0  2.3 높음 보전

두마면 두계리 105 1.5 1.4 2.8 2.5  1.9  2.0 1.9 2.0  2.0 보통 향상

신도안면 부남리 825 1.7 2.0 1.8 2.5  1.9  2.0 1.9 2.0  2.0 보통 향상

신도안면 석계리 486 2.2 3.0 2.8 2.5  2.7  1.8 2.6 2.5  2.5 높음 보전

엄사면 향한리 474 1.5 1.4 1.8 2.0  1.9  2.0 1.9 2.0  1.8 보통 향상

엄사면 도곡리 255 1.5 1.4 2.8 2.5  1.9  2.0 1.9 2.0  2.0 보통 향상

엄사면 도곡리 478 1.67 2.0 1.83 2.5  1.78  2.0 1.78 2.0  1.94 보통 향상

엄사면 도곡리 368-2 2.0 2.4 2.33 2.13  1.78  2.0 2.33 2.25  2.2 보통 향상

표 4. 습지정원 기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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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1에 따라 마을습지 분포 및 기능평가, 스토리 등을

바탕으로 습지정원 GIS/DB를 구축하였다(표 5). 습지분포 및

기능평가 DB는본연구 ‘Ⅲ. 결과및고찰’, ‘1. 마을습지분포특

성’, ‘2. 습지정원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축하였고, 습지정원

유형은 박미옥(2019)의 마을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

한 습지정원 유형분류표에 따라 지형 및 입지, 식생군락, 물순

대상지

규모(m2) 18 543 370

위치 두마면 입암리 429 두마면 능소리 593-2 두마면 입암리 457

좌표 127-15-24.72E 36-14-46.36N 127-14-56.68E 36-15-39.63N 127-14-44.20E 36-14-28.05N

습지이용 둠벙 묵논습지 저류지

주변토지이용 밭, 산림 논 개인주택

유형분류 T1V2H1(평지정수식물우점독립형) T1V4H1(평지복합식생독립형) T3V1H1(산림교관목우점독립형)

대상지

규모(m2) 263 615 176

위치 두마면 왕대리 216-2 두마면 두계리 109-2 엄사면 향한리 651

좌표 127-16-26.68E 36-15-20.64N 127-15-58.85E 36-15-58.56N 127-12-51.57E 36-17-25.27N

습지이용 둠벙 저류지 농업용수지

주변토지이용 비닐하우스 주거지, 산림 산림, 논, 주택

유형분류 T1V2H1(평지정수식물우점독립형) T1V3H1(평지부엽우점독립형) T3V3H1(산림부엽우점독립형)

대상지

규모(m2) 259 80 89

위치 엄사면 향한리 454 엄사면 향적산길 173 엄사면 향한리 560-1

좌표 127-13-2.16E 36-17-27.30N 127-12-37.84E 36-17-47.18N 127-12-54.74E 36-16-58.00N

습지이용 저류지 둠벙 농업용수지

주변토지이용 산림, 논 산림 산림, 논, 주택

유형분류 T3V1H1(산림교관목우점독립형) T3V3H1(산림복합식생독립형) T2V2H1(경사정수식물우점독립형)

표 5. 계룡시 습지정원 GIS 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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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계를 분류키로 설정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습지정원유형은 평지형으로는 평지정수식물우점독립형(T1V2

H1) 2개소, 평지복합식생독립형(T1V4H1) 1개소, 평지부엽우

점독립형(T1V3H1) 1개소 등으로 나타났고, 경사형으로는 경

사정수식물우점독립형 (T2V2H1) 2개소, 경사부엽우점독립형

(T2V3H1) 1개소, 산림형으로는산림교관목우점독립형(T3V1H1)

대상지

규모(m2) 18,308 1,361 2,482

위치 두마면 입암리 420 두마면 두계리 91 두마면 두계리 105

좌표 127-15-18.78E 36-14-32.03N 127-16-11.14E 36-15-55.99N 127-16-17.87E 36-15-44.46N

습지이용 저류지 저류지 저류지

주변토지이용 산림 산림 산림

유형분류 T3V1H2(산림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 T3V1H1(산림교관목우점독립형) T3V1H1(산림교관목우점독립형)

대상지

규모(m2) 7,975 171,866 7,239

위치 신도안면 부남리 825 신도안면 석계리 486 엄사면 향한리 474

좌표 127-12-59.00E 36-19-10.74N 127-14-1.81E 36-19-31.75N 127-12-51.57E 36-17-25.27N

습지이용 저류지 저류지 저류지

주변토지이용 산림 산림 산림, 도로

유형분류 T3V1H2(산림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 T3V1H2(산림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 T3V4H2(산림복합식생유수연결형)

대상지

규모(m2) 3,821 2,759 2,700

위치 엄사면 도곡리 255 엄사면 도곡리 478 엄사면 도곡리 368-2

좌표 127-12-37.88E 36-16-30.82N 127-12-21.93E 36-16-16.71N 127-12-27.97E 36-15-56.23N

습지이용 저류지 저류지 저류지

주변토지이용 산림, 논 산림, 논 산림, 논

유형분류 T2V2H1(경사정수식물우점독립형) T3V4H1(산림복합식생독립형) T2V3H1(경사부엽우점독립형)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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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산림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T3V1H2) 3개소, 산림산림

부엽우점독립형(T3V3H1) 2개소, 산림복합식생독립형(T3V4H1)

1개소, 산림복합식생유수연결(T3V4H2) 1개소등으로나타났다.

즉, 평지형 4개소, 경사형 3개소, 산림형 11개소 등 총 18개

소의 습지정원이 분포하고 있었다. 계룡시의 경우 금남정맥이

지나가며 계룡산이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아

산림형 습지정원이 11개소, 61.1%에 이르렀고, 평지형과 경사

형은각각 20%내외로서서로분포상태가유사한정도로분포

하고 있었다. 경사형의 경우도 산림 및 그 부근에 위치한경우

가 많아 14개소가 산림 혹은 산림과 관계된 입지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식물의 경우, 교관목 우점이 7개소이고, 정수식물 우점 4개

소, 부엽식물 및 부유식물 우점 4개소, 복합식생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물순환특성으로는 유수연결형 3개소, 독립형 15개소

로서 대부분 고립되어 독립 형태로 남아있었다.

습지정원유형은 평지형으로는 평지정수식물우점독립형(T1

V2H1) 2개소, 평지복합식생독립형(T1V4H1) 1개소, 평지부엽

우점독립형(T1V3H1) 1개소 등으로 나타났고, 경사형으로는

경사정수식물우점독립형 (T2V2H1) 2개소, 경사부엽우점독립

형(T2V3H1) 1개소, 산림형으로는 산림교관목우점독립형(T3

V1H1) 4개소, 산림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T3V1H2) 3개소, 산

림산림부엽우점독립형(T3V3H1) 2개소, 산림복합식생독립형

(T3V4H1) 1개소, 산림복합식생유수연결(T3V4H2) 1개소 등

으로 나타났다.

즉, 평지형 4개소, 경사형 3개소, 산림형 11개소 등 총 18개

소의 습지정원이 분포하고 있었다. 계룡시의 경우, 금남정맥이

지나가며 계룡산이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아

산림형 습지정원이 11개소, 61.1%에 이르렀고, 평지형과 경사

형은각각 20%내외로서서로분포상태가유사한정도로분포

하고있었다. 경사형의 경우도산림및 그 부근에위치한 경우

가 많아 14개소가 산림 혹은 산림과 관계된 입지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식물의경우, 교관목우점이 7개소이고정수식물우점 4개소,

부엽식물 및 부유식물 우점 4개소, 복합식생 3개소 등으로 나

타났다. 물순환특성으로는 유수연결형 3개소, 독립형 15개소로

서 대부분 고립되어 독립 형태로 남아있었다.

4. 계룡시 습지정원 현명한 이용 전략

GIS기반 습지판별 플랫폼에 따라 계룡시의 최종 도출된 18

개소 마을습지를 기반으로 습지정원을 설정하여 DB를 구축하

고, 습지정원이 위치한 대상지별로 습지정원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보전과 현명한 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엄사면 향한리 마을 일대
엄사면향한리마을내습윤지와저류지는산림계곡부를통

해형성되는지역이다(그림 2). 홍수저장및조절, 수질보호및

개선, 지하수유지및보충측면의습지기능이높은곳으로복

원 및 관리하여 인근의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적산

치유의숲과연계한습지생태체험마을을조성할수있고, 향적

산 등산객과 무상사 이용객들에게 휴식처 및 정신수양 공간으

로 사용이 가능하다.

엄사면1(엄사면향한리 651) 습지정원은면적 176m2로현재

농업용수지로 주민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식물상으로는

마름, 수련 등이 있고, 주변 토지이용은 산림, 논, 거주지로 확

인되었다. 산지 주변의 함양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하수 유지

그림 2. 엄사면 향한리 마을일대 습지정원과 무상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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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보충의습지기능이매우높은지역이다. 농업용수와마름재

배로 주민들에게 공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엄사면2(엄사면향한리 454) 습지정원은면적 259m2로산지

에서 내려오는 표출수를 제방은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저류지

로이용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산림, 논으로확인되었다.

엄사면3(엄사면 향적산길 173) 습지정원은 면적 80m2로 무

상사위쪽계곡부에있는둠벙으로현재주변토사의유입으로

훼손이되었으며, 일부습윤지만남아있고, 육상식생들의이입

이 되고 있다. 향한리 마을 일대의 마을습지를 연계하여 지속

적인보전을위해정비사업등을통해습지정원으로복원할필

요성이 있다.

엄사면4는 사방댐으로 마을습지 목록에는 제외되었지만, 하

류에있는엄사면12(향한리 474) 습지정원의물순환기능에영

향을 주는 습지로 엄사면 일대의 습지정원들과 연계하여 힐링

치유 체험교육을 위한 레크레이션적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엄사면5(엄사면 향한리 560-1) 습지정원은 면적 89m2의 농

업용수로 개방수면비율이 높고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주변토지이용은산림, 논, 주택이다. 주변논경작지에농업용수

를 제공하고 있다.

엄사면12(엄사면 향한리 474) 습지정원은 면적 7,239m2의

개방수면인 저류지이며, 주변은 산림과 도로이다. 향적산 인근

의 저류지로 향적산 등산객과 무상사 이용객들에게 휴식처 및

정신수양공간으로사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주변 향한

리 일대의 마을습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

역 정원문화 관광사업으로 활용성이 높은 습지이다.

2) 두마면 두계리 마을 일대

계룡시 동남쪽에 위치한 두마면 두계리 습지정원 일대에는

사계솔바람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입암저수지, 구례실지, 구례

실저수지와사계김장생고택의회화나무, 연못과함께우수한

경관을보유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 습지의기능이높고보전

및 관리가 우수한 습지들이 분포하고 있어 연계하여 습지정원

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그림 3).

두마면6(두마면두계리 109-2) 습지정원은면적 615m2로마

을 인근 저류지로 주변은 산림으로 물의 유입이 원활하며, 마

을주민들이 물을 저류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두마면12(두마면 두계리 91) 습지정원은 면적 1,361m2 구례

실저수지로두계사위쪽산지저류지이다. 습지의 기능이높고

보전 및 관리가 우수하고, 기존 두계사 일대의 농경지의 농업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조성된 습지로 접근이 어려우며, 일부

경작지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두마면13(두마면두계리 105) 습지정원은면적 2,482m2로홍

수 저장 및 조절, 침식조절의 기능이 매우 높고, 호안 및 제방

보호, 지하수 유지 및 보충의 기능이 우수한 저류지로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 쌓인 힐링치유 습지정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3) 신도안면 계룡대대 일대
군부대인근습지정원인숫용추저수지와용동저수지는숫용

추폭포와 계룡대대 신도안면 주춧돌 등 주변의 생태문화자원

을활용하여습지정원의스토리텔링이가능하다(그림 4). 습지

정원을 활용한 힐링체험과 연계한 안보견학은 국가안보의 중

요성과 계룡시의 생태문화역사를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다.

신도안면11(신도안면 부남리 825) 습지정원은 면적 7,975m2

의 숫용추저수지로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처 기능이 높다.

숫용추저수지와관련하여, 인근의숫용추폭포와암반위물웅

그림 3. 두마면 두계리 마을 일대 습지정원 및 구례실저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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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 암용추로부터 비롯된 암수 두 마리 용의 전설 이야기가

전해오는 등 문화적 가치도 높다.

신도안면30(신도안면석계리 486) 습지정원은면적 171,866m2

의용동저수지로어류및양서파충류서식처의기능이매우높

으며, 다른모든습지의기능이높고, 관리가우수한군부대인

근으로 출입 이용이 제한적이다.

Ⅳ.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마을습지를 습지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서먼저 GIS기반 습지판별 플랫폼에따라 계룡시최종 마을습

지 18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습지정원으로 설정하여 인벤토리

를구축하고, 습지정원의 보전과현명한이용방안을제시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는 마을습지 기능평가를 바탕으로 습지정원을

도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을습지 전체를 습지정원으로

간주하여인벤토리를구축하였다. 그이유는계룡시의경우공

간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작고 산지와 군사보호지역이 많은

관계로 최종 마을습지로 판별된 습지가 적고 이용가능한 범위

에분포하기때문에최종마을습지로판별된전체습지를습지

정원으로 보았다.

습지정원의유형은박(2019)의 방법에따라분류한바, 평지

형 3개유형 4개소, 경사형 2개유형 3개소, 산림형 5개유형 11

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계룡시에는 금남정맥이 지나가며 계룡

산이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아 산림형 습지정

원이 61.1%에 이르렀고, 경사형의 경우도 산림 및 그 부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14개소가 산림 혹은 산림과 관계된 입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식물의 경우, 교관목우점이 7개소로 가

장 분포가 많았고, 물순환은 대부분 독립형으로 나타났다.

습지정원의 생태적 기능은 총 18개소 중 평가결과 높음(보

전) 3개소, 보통(향상) 11개소, 낮음(복원) 4개소로 도출되었

다. 기능평가 결과가 높음인 습지는 주변 산림 입지형태에 따

라 계곡부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침수 및 범람이 이루어지는

곳은 개방수면의 비율과 식생의 혼재도가 균등하였다.

2. 제언

마을습지는 일반적인 습지가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증진, 탄

소저감, 물질순환 등과같은기능을포함한생태계서비스를제

공함은 물론, 지역 내 물순환체계를 유지하며 용수공급 등 생

태적기능뿐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문화적혜택과경제적이

익을제공하고, 친수 레크레이션기회를제공하는등생태적으

로나문화적으로다양한융복합적기능이강조되고있다. 마을

습지가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융복합적 기능이 강

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지 보전 정책이나 관련 연구가

주요습지에만집중되고, 소규모마을습지는그가치가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훼손되거나 매립되어 점

차제기능을상실하고현황조차파악되지도못한채사라져가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마을습지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및현명한이용전략을수립하여습지를보호하는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습지정원은 사유지로서 주민 스스로

의 습지정원 보전 및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를위해서는주민참여를통해유지되고있는습지에대한주민

인센티브제도등을마련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뤄질수있도

록 해야 한다. 계룡시 습지정원 주변에는무상사 등 다양한 문

화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다. 두마면 두계리 일대의 사계고택

주변 구례실저수지와 향한리 무상사 인근의 습지정원의 생태

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해 계룡대대의 국방안보견학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사업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4. 신도안면 계룡대대 내 습지정원 및 숫용추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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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로서의 마을습지와 정원으로서의 습지는 공간적으로는

같아도 기능적으로는 목적이나 토지이용, 관리전략 등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도구로 평가해야 하지만, 아직

습지정원을 위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습

지정원의 원형인 마을습지의 기능평가 모델인 RAM을 적용하

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습지정원에 최적화된 평가도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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