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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마을습지 분포 특성 연구
-� 충청남도�보령시�사례로� -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스마트그린도시산업 융합전공 교수

A�Study�on� the�Distribution�of�Village�Wetlands�on�

Living�Area� in� Boryeong-si,�Chungnam

Park, Miok

Professor, Smart Green City Industry Convergence Major,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wise use strategy by clarifying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village 
wetlands in Boryeong-si and analyzing the current use status. First,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ased on 
a digital topographic map (1:5,000), a satellite orthogonal image, and a land cover map, the possibility of village wetland 
in Boryeong was identified. A total of 1,378 village wetlands were derived as wetland-potential, with 892 small village 
wetlands less than 625m2 (64.73%), and 486 wetlands over 625m2 (35.27%). Next, the final small-scale village wetland 
were derived through indoor identification and field surveys according to the wetland identification index. In the indoor 
identification work, 438 sites were derived, and finally 239 small-scale village wetlands were derived from the on-site 
field survey. In Boryeong-si, there are many reservoirs and Muknon Wetlands connected to the mountains, and they 
are used as agricultural farming waters around rice field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wetland use through field 
surveys of small village wetlands, it was found that the reservoirs were 34%, agricultural balances 29%, and Muknon 
wetlands 15%. Finally, 36 village wetlands in the living area were derived and a strategy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nd wise use was proposed.

Key Words: Wise Use, GIS, Digital Map, Farming Water, Identification, Field Surve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령시 마을습지 분포 특성을 밝히고,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현명한 이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수치지형도(1:5,000)와 위성 정사영상, 토지피복도 등을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령시 마을습지

가능지를 파악하였다. 마을습지 가능지는 총 1,378개소로서, 625m2 미만의 소규모 마을습지는 892개소로 64.73%로

†본 연구는 나사렛대학교 2020학술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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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활권 마을습지는 마을 및 마을 주변에 자연적으로 발생되

었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로서, 지역 주민에게는 일상생

활을 통해 영농생활의 기반이 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며,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의

미가 있는 습지이다. 생활권 마을습지는 소택형 습지, 소택지,

방죽, 농업용 저수지, 저류지, 둠벙, 연못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마을과 그 주변지역의 물순환 체계와 용수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 핵심생태계의 기능을

한다. 마을습지는 일반적인 습지가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저감, 물질순환, 미세먼지 저감 등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이익, 친수 레크레이션,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자

원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옥, 2014; 2020).

그럼에도 마을습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니 현

황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소멸되거나 훼손되었고, 토지이용이

전환되어 본래의 마을습지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일상생

활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습지를 발굴

하여 보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을습지 연구는 습지가능지 연구와 조사분석, 인벤토리, 기

능평가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습지가능지를 분석하기 위

한 연구로는 위성영상 분광분석을 통해 산지습지 가능지와 습

지경계를 분석한 O’Hara(2002)의 연구와 산지습지 구성요소를

GIS 예측알고리즘으로 도출한 장용구와 김상석(2006)의 연구,

GIS를 이용하여 습지가능지수를 산정한 박경훈 등(2007), 구자

용과 서종철(2007), 문상균과 구본학(2014) 등의 연구가 있다.

마을습지 개념을 정립한 연구로는 박미옥 등(2014), 환경부

(2009) 등의 연구가 있고, 인벤토리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연

구로는 박미옥 등(2014; 2015)의 천안시와 아산시 마을습지 인

벤토리 구축 및 현명한 이용방안 연구, 박미옥(2018)의 충남

서천군을 사례로 GIS를 기반으로 한 농촌 마을습지 판별 및 분

포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박미옥 등(2018)에 의해

기능평가를 이용한 마을습지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 외에도박미옥과 구본학(2019)의 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표준모델 연구, 박미옥 등(2019)이 수행한 금산군의 산지 읍면

지역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특성 연구, 박미옥(2020)에 의한 계

룡시 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유형분류 연구와 습지정원 활용

을 위한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와 주민인식 조사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마을습지

발굴 및 분포특성 분석, 기능평가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각 지자체의 습지보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환경성 평가, 국토계획수

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어 각 시군단위의 마을

습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대상지와는 입지

조건과 생태환경이 다른 충청남도 보령시를 대상으로 생활권

소규모 마을습지를 발굴하여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습지이용

현황과 습지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권 마을습지

의 ‘현명한 이용’ 방안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활권 마을습지 보전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보령시를 대상지로 수행하였다.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를 천명하는 보령시는 충청남도 서해안 중앙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114.9km의 해안선이접하고, 동쪽으로청

양군, 북쪽으로 홍성군, 남쪽으로는 서천군, 부여군에 인접해

있으며, 장항선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다른지역

에 비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완만하여간석지에

농경지를 개발하였고,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등이 있고, 대천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있다. 총 면적

574.08km2로 인구는 2020년 기준 49,133세대 100,415명의 인구

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개읍 10개면 5개 동으로 구

나타났으며, 625m2 이상의 습지는 486개소로 35.2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규모 마을습지 가능지를 습지판별 지표에

따라 실내판별 및 현지답사를 통해 최종 소규모 마을습지로 판별하였다. 실내판별작업에서 438개소를 도출하였으며, 
현지답사에서 최종적으로 소규모 마을습지 239개소를 도출하였다. 보령시는 산지와 연결된 저류지와 묵논습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논경작지 주변의 농업용수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현장답사를 통해 마을습지 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저류지 34%, 농업용수지 29%, 묵논습지 1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마을습지 36개소가 도출하여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현명한 이용,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 농업용수, 판별 현지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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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그림 1). 행정구역에 따른 분포는 1개읍 10개면 5

개동으로 도심에 위치한 5개동 대천1동∼5동은 대천동으로 통

합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개월에걸쳐문

헌연구와 대상지 현장답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과정은 표 1과

같다. 먼저마을습지를발굴하기위한전처리단계로서Arc-GIS

(v10.1)를 이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발간 보령시 수치지형도

(1/5,000)를 분석하여 마을습지 가능지를 추출하였다. 마을습

지 가능지는 위성 정사영상, 지형도, 토지피복도, 토지이용현황

도 등을 조사하여 마을습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GIS를 통

해 중첩하여 습지가능지를 도출하였다. 기초자료로는 수치지형

도의 지형(주곡선: 7111, 계곡선: 7114) 수문(실폭하천: 2114),

습지(호․저수지: 2111, 습지: 2313) 코드를 추출하였으며, 연

안지역이라는 점에서 갯벌, 하구 등을 포함하였다.

마을습지 가능지 중에서 면적이 소규모라서 관리가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면적 625m2 미만의 소규모습지를 습지판별

기준에 따라 소규모 마을습지로 판별하였다. 습지 판별은 실내

판별과 현지 답사에 의한 판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실

내판별 과정은 지목별 토지이용도 분석과 정사영상 분석을 통

해 습지 현황 및 위치를 확인하고, GIS로 분석하였다. 다음으

로, 실내판별작업에서 습지로 판별된 대상지는 현지답사를 통

해 최종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습지로 최종 판별하였다. 현장

답사에서는 산지에 위치하여접근이매우힘든곳은드론을 이

용해 조사하였으며, 드론촬영이 불가능한곳은 습지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개인농원 내 소류지로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 수환경적응도에 따라육화가 진행된 대상지, 개발 및논, 밭

이용으로 토지이용이 변화된 곳, 사유지 내 축조된 습지와 골그림 1. 보령시 위치 및 행정구역

연구과정 내용 연구방법

대상지�선정 대상지 -�충남�보령시�소규모�마을습지

▼

자료수집
충남�보령시

마을습지�관련�자료수집

-�항공사진,�위성사진�확인

-�토지피복도,�토지이용�현황�조사

▼

마을습지

가능지�도출

실내조사�및

GIS�분석

-�마을습지�지형,�수문,�생태적�특성�분석

-�기초�자료�및�역사적�흔적�자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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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할권�마을습지�

판별�및�이용현황�

조사

2차�현장답사

생활권�마을습지�판별

습지이용�현황�조사

-�생활권�마을습지�판별:�마을습지�인근에�마을�및�농경지,�지역�내�물순환체계,�

핵심생태계,�주민들에게�문화적�혜택,�경제적�이익�제공,�역사성과�전통문화적�의미

-�습지이용�현황과�습지�주변�토지이용�현황�조사

▼

GIS� DB�구축
생활권�마을습지

GIS/DB�구축
-�분포�및�이용현황�GIS/DB�구축

표 1. 보령시 생활권마을습지 도출 및 인벤토리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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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장 내 연못 등은 제외하였다.

판별기준으로는 박미옥 등(2014)의 마을습지 판별기준을 적

용하였는데, 먼저 공간적으로는 인접한 습지가 생태적으로는

하나의 습지로서 기능할 경우는 단일습지로 판단하였다. 다음

으로, 생활권 내 위치하지 않거나 사유지로서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을습지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습지로는

회사내수질정화시스템으로 축조된 습지, 골프장 안에 위치하

고 있어 통상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원래 습지였으나 기능

이 저하되어 육상식물로 피복된 경우 등이다. 또한 수치지도

상 습지코드로만 이루어져 있어 GIS로는 습지로 파악하기 어

려웠으나, 위성지도확인작업을 통해 습지로 판별되는 습지는

현지답사를 통해 마을습지로 추가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보령시 마을습지 분포 특성

1) 마을습지 가능지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내판별작업으로 GIS를 이용하여 마

을습지 읍면동/규모별 수량과 면적을 추출한 결과, 보령시의

마을습지 가능지는 1,378개소로 확인되었다.

이를 면적에 따라 구분하면, 수치지도 1/25,000에 나타낼 수

있는최소면적인 625m2를 기준으로 면적 625m2 이상은 총 486

개소, 면적 11,148,409m2로확인되었으며, 625m2 미만은 총 892

개소, 면적 153,627m2로서 보령시 전체 습지면적의 64.73%를

차지하였다. 100m2 미만의 마을습지는 405개소로서 이들은 주

로 개인사유지, 농업용수지, 공업용수지로 확인되었으며, 50m2

미만의 마을습지는 대부분 농경지 주변 소형 둠벙으로 확인되

었다.

2) 마을습지 판별
소규모 마을습지 가능지 892개소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실

내판별작업에서 지목 및 정사영상 분석을 통해 총 438개 마을

습지를선정하였으며, 실내판별에서 도출된 438개 습지를 대상

으로 현장답사를 통해최종 239개 습지가 도출되었다(표 2; 그

림 2).

행정구역

마을습지�가능지 실내판별 현지답사

최종�

도출된�

소규모�

마을습지�

Arc-GIS� (v10.1)분석
규모� 625m2�미만�

마을습지�실내판별
규모� 625m2� 미만�마을습지�현장조사로�제외된�기준

보령시

마을습지�

규모�

625m2� 이상

규모�

625m2� 미만

지목별�

판별로�

제외

정사영상�

판별로�

제외

토지

변경

접근

불가
시설

사유

지내

하천

습지

밭경

작지

읍 웅천읍 77 22 55 40 28 3 - 2 5 1 2 15

면

주포면 29 12 17 14 8 1 1 - 1 - - 5

주교면 75 30 45 28 24 3 1 1 2 - - 17

오천면 242 81 161 111 71 25 19 - - - - 27

천북면 516 207 309 229 133 15 20 1 21 1 3 72

청소면 78 28 50 40 33 6 6 2 - - - 19

청라면 117 28 89 69 47 7 5 1 1 - - 33

남포면 60 23 37 26 31 6 　 1 5 - - 19

주산면 61 20 41 36 16 5 2 　 1 - - 8

미산면 43 2 41 32 25 3 5 1 1 - - 15

성주면 30 10 20 15 13 4 7 - - - - 2

동

대천1동 2 1 1 1 2

1 1 - - - - 7

대천2동 3 1 2 2 1

대천3동 3 1 2 2 2

대천4동 22 13 9 8 4

대천5동 20 7 13 10 0

Total 1,378 486 892 663 438 73 67 9 37 2 5 239

표 2. 행정구역별 마을습지 가능지 및 습지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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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보면, 웅천읍에서는 현장답사 시 토

지변경 3개소, 시설 2개소, 사유지내위치한 5개소, 하천습지 1

개소, 밭경작지 2개소가 제외되어 최종 소규모 마을습지는 15

개소가 확인되었다.

주포면은 토지변경 1개소, 접근불가 1개소, 사유지 내 위치

한 1개소를 제외하여최종 5개소로 나타났고, 주교면은 토지변

경 3개소, 접근불가 1개소, 시설 1개소, 사유지내위치한 2개소

등을 제외하고 최종 17개소로 확인되었다.

오천면은 토지변경 25개소, 접근불가 19개소를 제외하고 최

종 27개소로 나타났는데, 오천면의 경우는섬에 위치한 지역으

로 섬에는 농업용수, 둠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북면은 토지변경 15개소, 접근불가 20개소, 시설 내 1개소,

사유지내 21개소, 하천습지 1개소, 밭경작지 3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소규모 마을습지는 72개소로 나타났으며, 청소면은 토지

변경 6개소, 접근불가 6개소, 시설 내 2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19개소가 도출되었다.

청라면은 토지변경 7개소, 접근불가 5개소, 시설내 1개소, 사

유지 내 1개소 제외하고 최종 33개소로 나타났으며, 남포면은

토지변경 6개소, 시설 내 1개소, 사유지 내 5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소규모 마을습지는 19개소로 확인되었다.

주산면은 토지변경 5개소, 접근불가 2개소, 사유지 내 1개소

를 제외하고 최종 8개소가 도출되었으며, 미산면은 토지변경 3

개소, 접근불가 5개소, 시설 내 1개소, 사유지 내 1개소 제외하

고 최종 15개소가 도출되었다.

성주면은 토지변경 4개소, 접근불가 7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2개소로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대천동은 토지변경 1개소,

접근불가 1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7개소로 확인되었다.

2. 소규모 마을습지 이용현황

보령시는 산지와 연결된 저류지와 묵논습지가 많이 분포되

어 있으며, 논경작지 주변의 농업용수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보

령시의 읍면별로 소규모 마을습지의 현장답사를 통해 습지이

용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해보면 저류지 34%, 농업용수지 29%,

묵논습지 15%로 나타났다(그림 3).

소규모 마을습지의 이용현황을 읍면별로살펴보면웅천읍에

서는 농업용수 6개소, 저류지 6개소, 연못 1개소, 둠벙 2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주포면은 농업용수 2개소, 저류지 1개소, 연못 2

개소로 나타났고, 주교면은 농업용수 3개소, 저류지 6개소, 연

못 3개소, 둠벙 4개소, 묵논습지 1개소로 확인되었다(표 3).

이를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살펴보면, 오천면은 농업용수 12

개소, 저류지 7개소, 연못 2개소, 둠벙 4개소와묵논습지 2개소

로 확인되었고, 천북면은 농업용수 25개소, 저류지 27개소, 연

못 2개소, 둠벙 9개소와 묵논습지 9개소로 마을습지가 이용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면은 농업용수 7개소, 저류지 4개소, 연못 2개소, 둠벙 1

개소, 묵논습지 5개소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청라면은 농업용

수 2개소, 저류지 12개소, 연못 7개소, 묵논습지 11개소, 우물 1

개소로 이용되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었다. 남포면은 농업용수

7개소, 저류지 5개소, 연못 4개소, 둠벙 2개소, 묵논습지 1개소

로 이용되고, 주산면은 농업용수 1개소, 저류지 5개소, 연못 1

개소, 묵논습지 1개소로 확인되었다.

미산면은 농업용수 2개소, 저류지 5개소, 연못 3개소, 둠벙 2

개소, 묵논습지 3개소로 이용되고, 성주면은 농업용수 1개소,

그림 2. 최종 판별된 보령시 소규모 마을습지(239개소)

그림 3. 보령시 마을습지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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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 1개소로 확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대천동은 농업용수

3개소, 저류지 1개소, 연못 2개소, 묵논습지 1개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별로 마을습지 이용현황은 지역별로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개인사유지로 관리되면서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습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은 경작지, 소류지, 공

장, 산림, 휴경지, 공원, 과수원, 농원, 밭, 농장, 논, 개인용텃밭,

하천, 축사,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령시 마을습지 이용현황을 입지와 면적, 환경특성이 다른

계룡시 마을습지 이용현황(박미옥, 2020)과 비교 고찰하여 다

음과 같이 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보령시는 산지와 연안을 포함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는 경사가완만한 농경지가 분포한 반면, 계룡

시는내륙에 위치한 시가지 중심의 도시로서 대부분 지역이 계

룡산 산지와 군사시설과 일부 시가지로 분포한다. 보령시에 분

포하는 239개 마을습지는 205개(85%)가 저류지(34%)와 농업

용수지(29%), 둠벙 등 물순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묵논이 34개

(15%)로 나타났다. 계룡시에 분포하는 18개 마을습지는 17개

마을습지가 저류지와 농업용수지, 둠벙, 방죽 등 물순환목적으

로 이용되고 있으며 묵논습지는 1개소로 나타났다.

계룡시에서 묵논습지가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은 계룡시가 산

지와 군사시설, 시가지 등으로 구성된 특성 때문에 농경지가

적고 대부분 영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묵논이 형성되기 어

려운 환경조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활권 마을습지 현명한 이용

마을습지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마을 및 마을 인근에 위치하

고 영농생활의 기반이 되거나, 지역내 물순환 체계 기능을 유

지 습지, 혹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 핵심생태계 기능을 하는

습지, 주민들에게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편

익을 제공하고 있는 습지, 역사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습지 등을

핵심 생활권 마을습지로 선정하여 총 36개 습지가 도출되었다

(표 4).

생활권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 전략으로 대표적 사례를 적

용해보면, 충남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298에 위치한 묵논습지

는 습지기능이 우수한 습지로 습지 주변으로는 산림생태계와

논경작지가 분포되어 있다. 내륙습지인 제석리 습지로 지정되

어 있는 특이성이 있는 소생물권 마을습지로 생태학습장과 멸

종위기종 서식처 복원지를 조성하면 현명한 이용 사례가될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미옥(2020)의 기준을 근거로 습지정원 유형을 구분

하고, 입지와 물순환 등 환경 특성과 연계하여 습지정원으로의

이용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보령시 마을습지 분포 특성을 밝히고 DB 구축 및

보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로서, 수치지형도(1:5,000)와 위성

영상 토지피복도 등을 바탕으로 Arc-GIS 10.1을 이용하여 보

령시 마을습지 가능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마을습

지 가능지는 총 1,378개소로서, 625m2 미만의 소규모 마을습지

는 892개소로 64.73%로 나타났으며, 625m2 이상의 습지는 486

개소로 35.27%로 나타났다.

625m2 미만의 소규모 마을습지 가능지 892개소를 대상으로

실내판별작업에서 438개소를 도출하였으며, 현지답사에서 최

종적으로 소규모 마을습지 239개소를 도출하였다. 주변 토지이

용 현황은 경작지, 소류지, 공장, 산림, 휴경지, 공원, 과수원, 농

원, 밭, 농장, 논, 개인용 텃밭, 하천, 축사, 도로 등으로 나타났

다. 습지이용현황은 지역별로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개인사유

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생활권 마을습지 36개소가 도출되었다.

2. 제언

생활권 마을습지는 주변 저수지와 연계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행정구역
농업

용수

저류

지
연못 둠벙

묵논

습지
우물

최종도출

마을습지

읍 웅천읍 6 6 1 2 0 0 15

면

주포면 2 1 2 0 0 0 5

주교면 3 6 3 4 1 0 17

오천면 12 7 2 4 2 0 27

천북면 25 27 2 9 9 0 72

청소면 7 4 2 1 5 0 19

청라면 2 12 7 0 11 1 33

남포면 7 5 4 2 1 0 19

주산면 1 5 1 0 1 0 8

미산면 2 5 3 2 3 0 15

성주면 1 1 0 0 0 0 2

동 대천동 3 1 2 0 1 0 7

Total 71 80 29 24 34 1 239

표 3. 보령시 소규모 마을습지 목록 및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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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규모(m2) 211 35 273 407

위치 웅천읍�성돌리576-9 웅천읍�두룡리� 273 웅천읍�수부리�산� 16-6 주교면�신대리� 1153

좌표
126-36-51.89E�

36-14-43.36N

126-35-0.72E�

36-15-47.45N

126-37-45.91E�

36-16-51.52N

126-35-10.45E�

36-22-16.08N

습지이용 저류지 둠벙 저류지 묵논습지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계문화서비스�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대상지

규모(m2) 162 596 309 156

위치 주교면�신대리� 1267-38 주교면�신대리� 1267-99 주교면�송학리� 49-9 주교면�고정리� 339-8

좌표
126-35-1.87E�

36-22-8.07N

126-35-27.85E�

36-22-40.08N

126-31-51.69E�

36-23-33.60N

126-30-45.85E�

36-22-48.01N

습지이용 농업용수 저류지 저류지 저류자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대상지

규모(m2) 500 45 53 366

위치 오천면�오포리�산1-49 오천면�소성리� 665-1 오천면�소성리� 912-1 천북면�낙동리� 1304-2

좌표
126-31-38.32E�

36-24-48.58N

126-31-24.93E�

36-26-17.26N

126-31-42.54E�

36-26-14.11N

126-33-13.81E�

36-28-32.28N

습지이용 저류지 연못 저류지 농업용수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계�조절�서비스�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계�문화서비스�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역사전통문화스토리텔링�발굴
생태자연도2등급

표 4. 보령시 생활권 마을습지 36개소 GI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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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규모(m2) 96 153 260 163

위치 천북면�학성리� 650 천북면�사호리� 484 천북면�장은리� 987-4 천북면�사호리� 363-1

좌표
126-29-21.16E�

36-27-53.26N

126-29-0.41E�

36-28-33.72N

126-29-22.15E�

36-30-4.68N

126-29-16.36E�

36-28-32.56N

습지이용 농업용수 농업용수 저류지 농업용수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대상지

규모(m2) 274 170 178 595

위치 천북면�학성리� 271-67 천북면�학성리� 1 청소면�재정리� 18-1 청소면�성연리� 780

좌표
126-29-56.62E�

36-27-3.61N

126-30-55.97E�

36-27-30.39N

126-37-21.21E�

36-27-9.20N

126-37-10.35E�

36-26-8.80N

습지이용 농업용수 묵논습지 저류지 묵논습지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주변다수습지,�

멸종위기종� 2급삵�출현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대상지

규모(m2) 415 370 1,094 63

위치 청라면�옥계리� 220 청라면�음현리� 438 청라면�장현리� 780 남포면�제석리� 479

좌표
126-38-24.89E�

36-24-53.27N

126-40-41.81E�

36-25-1.06N

126-39-48E�

36-25-00N

126-33-47.43E�

36-19-5.93N

습지이용 저류지 저류지 다단�묵논습지 저류지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주변�다수�습지,�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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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규모(m2) 606 173 103 26

위치 남포면�월전리� 289-2 남포면�읍내리� 102-3 남포면�제석리� 298 남포면�읍내리� 140-3

좌표
126-33-50.02E�

36-15-18.32N

126-36-39.09E�

36-18-0.63N

126-34-15.19E�

36-19-9.86N

126-36-40.86E�

36-18-0.45N

습지이용 저류지 저류지 묵논습지 연못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주변다수습지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계곡부와�연결

대상지

규모(m2) 129 152 201 604

위치 남포면�양기리�산85 주산면�유곡리�산9-1 주산면�삼곡리� 889-1 주산면�신구리�산2

좌표
126-34-15.98E�

36-15-47.49N

126-36-42.08E�

36-11-3.59N

126-38-38.03E�

36-12-38.91N

126-36-40.28E�

36-10-54.18N

습지이용 저류지 저류지 저류지 저류지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습지기능�높음

대상지

규모(m2) 29 209 130 424

위치 주산면�주야리� 648 미산면�도화담리� 101-3 대천4동� 5-9 대천5동� 1465-9

좌표
126-36-35.62E�

36-11-55.06N

126-40-31.20E�

36-17-20.29N

126-37-26.64E�

36-19-55.63N

126-31-17.06E�

36-18-12.67N

습지이용 저류지 묵논습지 연못 농업용수

생태적�특징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인근�풍계습지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계문화서비스�높음
생태자연도� 2등급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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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으며, 습지식물원, 둠벙체험활동, 생태관광자원으

로 현명한 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마을습지를 습지

정원 유형으로 분류하고 습지정원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로 활

용할 수 있으며, 보전 복원 전략을 통해 습지의 고유 기능을 회

복하고, 생태관광, 역사문화적 유래 등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복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수행

하였으며, 마을습지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

진하는 핵심 습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현명한 이용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익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보령시 마을습지 기능평가, 생태계서비스평가,

습지정원 유형 분류 및 이용, 개별 습지에 대한 보전 복원 전략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가습지목록에서

누락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마을습지 목록을 구

축하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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