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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표준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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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ign reference model for wetland garden with data collected from the village wetland
inventory study. As a result, we classified the wetland garden elements into soil & topography, vegetation community, and

hydro-circulation system. The topography is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flat, slope, and forest. The vegetation community
was divided into 4 categories : tree and shrub, hydrophytes, floating leaf and complex types.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was divided into 3 categories, independent / isolated, water-linked, and water circulation. These 3 subdivision categories

was divided into 36 subdivisions after combining 10 mid-level subdivisions. The classification code is assigned with a symbol
that can be distinguished by components such as T1∼T3 for the topography, V1∼V4 for vegetation, and H1∼H3 for water
circulation. Code is assigned to 9 digits including each serial numbers. As for a standard model, the standard section and

the plan were suggested by examining the wetland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wetlands in the actual village wetland
inventory study or evaluated as 'high' based on the topography and vegetation fa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prepare a
reference model of the wetland garden based on the wetland DB identified as the village wetland, and as a follow-up study,

a detailed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ffecting the wetlands such as four season chang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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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마을습지 인벤토리 연구에서 확인된 마을습지를 활용한 습지정원 조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습지정원 구성요소로서 토양 및 지형, 식생군락, 물 순환체계 등으로 대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지형은평지, 경사지, 산림등 3분류, 식생군락은 교관목우점, 정수식물우점, 부엽식물우점, 복합형 등으로 4분류, 물순환체
계는독립/고립형, 유수 연계형, 물순환형등 3분류로각각중분류하였다. 세분류체계는 10개의 중분류체계를각각 조합하

여총 36개의세분류로구분하였다. 분류코드는구성요소별로 구분될수있는 기호를부여하여, 지형은 T1∼T3, 식생군락
은 V1∼V4, 물순환은 H1∼H3 등으로 각각 기호를 부여하였고, 유형별 3자리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총 9자리로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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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정원은 일상생활을 통해 인류에게 생태적, 문화적, 기타 다

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늘 있어 왔지만, 산업으로서의 정원에 대

한가능성은수목원정원법을계기로급속히확산되고있다. 이

에따라다양한입지조건과조성목적, 식생군락, 물순환등제반

환경조건을 고려한정원조성은 중요한 과제로대두되고 있다.

생활 속 작은 공간에 자연적으로나 인공적으로 도입되는 습

지를 기반으로 하는 습지정원은 자연습지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USDA). 건물과 주차장, 녹지 등

의 빗물을 저류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를제공하며, 시각적 아름다움과생태적건전성을통해공간의

미적 생태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습지정원은 마을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를 기반으로 생

활권이나 일정 생활공간에 도입한 인공적인 습지기반 정원을

의미하며, 자연습지를정원요소로활용하는경우도습지정원의

중요한 전략에 해당된다.

마을습지에 관한 연구로는 마을습지 인벤토리에 관한 Park

et al.(2014; 2015)과 Park(2018)의 연구, 습지기능평가에관한

Koo and Kim(2001), Koo(2003), Park et al.(2007), Park et

al.(2009), Kim et al.(2012), Park(2018) 등의 연구가 있으며,

습지정원과 유사한 연구로는 생활권 마을습지 정원문화에 관

한 Park et al.(2018; 2019a; 2019b)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

나, 대부분 마을습지인벤토리나기능평가등의기본적인연구

로서 마을습지를 기반으로 하는 습지정원을 구체적으로 논의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마을습지 인벤토리 연구에서

확인된 마을습지를 활용한 습지정원 조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마을습지를 기반으로 자연적 혹은 인공적 습지정

원을조성하기위한표준모델을구축하는연구로서, 습지정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마을습지 표준생태계는 기 수행된 마을

습지인벤토리 DB에서 기능평가결과, ‘높음’으로 나타난 습지

와 중요 마을습지로 선정된습지중에서 유형별로선정하였다.

또한, 습지정원 요소로는 수생정원과 비오톱정원, 플로팅가

든, 레인가든 등 습지기반 정원 사례를 분석하여 지형, 식생군

락, 물순환체계 등 3요소를 각각 도출하였다.

습지정원유형은습지정원 3요소를지형 3개유형, 식생군락

4개 유형, 물순환체계 3개 유형 등 특성에 따라 10개 유형으로

중분류하였고, 각 요소별중분류를중첩하여 36개 유형으로 세

분류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정원

정원은 인류 문화의 원천으로서 지역의 자연생태와 문화현

상이 반영된 고유의 장소성을 담고 있으며, 문화현상과 미적

감상, 체험등을내포하는문화적산물이며, 문화적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의 원형이라고 비유되는신화 속낙원인 에덴

동산은 하천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곳에 위치하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고 있고,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

다. 인류는 다양한문화권에서그들만의독특한정원을만들거

나자연을정원으로끌어들였다. 정원은문화의중심공간이며,

커뮤니티의 집약체이고, 개인적 삶을 풍요하게 하는 힐링공간

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원은 예술적 작품이면서 과학적 성과이고 산업적

상품이며, 공간의 장소성을담은상징적의미와교육적의미를

포함한다. 정원은 사냥터나 채소원 등 실용적 의미의 정원과

휴양 감상을 위한 정원 등의 기능을 담으며, 야생상태의 야생

원, 문화적 행위로서의 실용원, 장식적 목적의정원, 그리고 야

생의 모습을 인공적으로 재창조하거나, 생태복원, 도시재생 등

서식처를 복원한 재생원, 지구생태계 자체의 기반환경과 인공

조형물을 포함한 무자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반으로서의 원

자연 등으로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Hunt, 2000; Fox,

부여하였다. 표준모델로는 지형과 식생요소를 기준으로 실제 마을습지 인벤토리연구에서 중요습지로 제안되거나 기능평
가 ‘높음’으로평가된습지를조사하여표준단면과평면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마을습지로확인된습지 DB를기반으로
습지정원의 표준모델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후속연구로서 4계절 변화 등 습지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조건을 고려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주제어: 인벤토리, 기능평가, 중요습지, 지형,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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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Carver, 2012; 박미옥, 2015b; 2016).

박미옥(2015a)은 정원의 기능을 1) 자연이면서동시에문화

적행위, 2) 유토피아즉낙원을꿈꾸는이상향의현실공간, 3)

실용적 공간 : 채소원, 약용원, 수렵원, 4) 권력을 과시하기 위

한수단: 루이 14세의왕권강화, 5) 메모리얼: 기념및추모의

공간, 6) 예술적공간: 예술사조에따른정원양식의반영, 7) 치

유공간: 치유원, 도시농업, 8) 친목과 사교 공간: 커뮤니티 가

든, 9) 도시 녹지로서 건전한 생태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수립한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는정원의주요키

워드로서 국민복지, 국가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화,

여가활동, 치유, 생산, 관상, 친목, 환경개선, 문화적 측면(휴식,

문화예술 공유, 어울림, 생태․정원 휴양, 체험․학습), 산업적

측면(경제활동, 지역재생,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도시재생, 지역 커뮤니티거점, 휴식, 치유, 소통공간, 친환경적

정주환경, 문화행사, 이벤트, 정원교육, 정원관광, 복지정원, 복

지증진, 녹색복지 실현, 심신치유, 정서안정, 정서함양, 사회참

여, 녹색일자리제공, 녹색사회활동, 자존감부여, 정원창업,

일자리창출, 정원분야 산업발굴및 육성, 자연경관, 전통정원

문화, 한국정원, 세계화, 국제교류강화, 유지관리운영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산림청, 2016).

ACS Garden(2017)에서는정원의기능및효과에대해스트

레스해소, 분위기조성, 어린이놀이, 성인과노약자를위한레

크레이션, 문화활동, 식량생산, 꽃과화목류생산, 주택내기온

조절, 외부공간과의시각적청각적완충, 재산형성, 식물채집

전시, 노동, 서비스, 외부인이나 동물로부터 재산 보호, 뱀, 개

미 등 해충 피해 최소화 등을 들었다.

박미옥등(2018)은 정원의기능을문화적기능, 환경적기능,

산업적 기능, 사회적 기능 등으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별로

세부기능으로다시중분류하였다. 문화적기능으로는관광레크

레이션, 경관 및 심미적 기능, 삶의 질 향상, 문화유산 등으로

설정하였고, 환경적 기능으로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환경개

선, 완충등으로중분류하였다. 산업적기능으로는지역경제활

성화, 생산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공적 기능, 교육적 기능 등으로 중분류하였다.

2. 마을습지

마을습지는마을및마을인근에위치하여일상생활혹은영

농행위에관련이있으며, 소택형습지, 소택지, 방죽, 농업용저

수지, 저류지, 둠벙, 연못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 그리고 마

을 내 사유지 정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Park et al., 2019a).

마을습지는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오염물질 제

거 등의 습지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환경특성을 가

지고 있는 비오톱이면서 중요한 생태공간이다. 마을습지는 자

연적으로생성되었거나, 인공적목적에의해조성되어마을및

마을인근에위치하며, 생활의근거이거나논과같은영농행위

의기반이되고, 유역내물순환시스템유지, 야생동식물서식

처, 친수공간, 마을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Park et al., 2014).

이러한 마을습지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부양 및 서식처

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

한다는 점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 시급하다.

3. 습지정원의 개념적 범위 설정

습지정원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마을습

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원을 말하며, 생활권 범위에 분포하여

정원이지니는생태와문화적요소를담고있는생태공간을의

미한다. 습지정원은마을습지중에서기능평가결과, ‘높음’으로

나타났거나 중요 습지로 선정된 습지를 정원으로 활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정

원은 생활권에서 사람들에게 힐링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생

태, 문화적요소로서생태계서비스와힐링등현명한이용전략

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습지정원과 유사한 기존 연구로는

비오톱정원, 플로팅가든, 레인가든, 수생정원 등이다(그림 1).

Ⅲ. 결과 및 고찰

1. 습지정원 사례분석

1) 수생정원
수생정원은 marsh, bog 등 소택형 습지를기반으로 한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좁은 의미의 습지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습지정원 개념도 (박미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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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ouran Wetland Garden은 알두란 글렌 우드랜드와 인접

하고알두란번과경계를이루는레스왈트마을가장자리에위

치하는 인공 습지정원으로서 현재는 자연화되어 다양한 식물,

새, 곤충의서식환경을제공하고, 삶의터전을제공하는대표적

인 습지 플랫폼의 사례이다. 각 분류군별 서식처를 제공하며,

생태교육과관찰공간이되고있다. 수달을비롯한붉은다람쥐,

사슴, 딱따구리, 기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한다(그림 2).

Ferncreek Bog Gardens은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적

으로 경관적으로 개선하고, 탐방객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였다.

UNESCO MAB원리에 의해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하

여 보호와 이용을 구분하였다. 인근 연못과의 물순환을 통해

여과작용과영양물질공급, 생물서식공간확대등의기능을담

고 있다(그림 3).

중국 북경의 블룸버그 습지정원의 비전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을위한아름다운조경’, ‘지역과생태공학을위한교육센

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목표로는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인 비오톱 복합체’, ‘대중을 위한 레저 파크’, ‘지

속가능한 녹색기술에관한정보 센터’, ‘대학생을위한 생태공

학 교육’ 등으로 설정하였다.

미국의 Atlas 자연습지정원은 자연습지로서 습지정원으로

복원되었으며, 복원 후 1년에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서식환경이조성되었으며, 지속적인생태적관리를통해습지정

원의 생태성을 유지 향상시키고 있다(Wamelink, 2017).

2) 레인가든
Ferncreek 레인가든은 폭우 또는 과습환경에서 물을 저류시

키려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과 시설을 말하며, 우기는 물론

그림 2. Aldouran Wetland Garden(자료: http://aldouran.org/)

그림 3. Ferncreek Bog Gardens
(자료: http://ferncreekdesign.spiritserver.org/)

건조기에도유지될수있는구조로조성된다. 저류조는홍수기

유출량을 저감시켜 유역의 홍수량을 최소화하며, 건기의 지하

수유지에도움이된다. 또한, 오염물질을제거하여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저감시키고, 생물서식처나 경관요소로도 의미있는

대안을 제공한다(그림 4).

미네소타 메이플우드에서는 가정용 표준 모델로 12’×24’,

10’×20’, 8’×16’ 등의 3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면적과 주

변의 평균 우수 수량 및 펌프 용량을 계산하여 정원의 빗물저

류 용량을 산출하였다(Marinelli, 2004; 그림 5).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교 Ambler 캠퍼스 레인가든은 코티

지의 지붕의 "공중수로"를 통해 빗물을 모아 2단계 소폭포를

거쳐 태양열 분수로 흐르는 구조로서, 인근 테라스에서 흘러

나오는빗물은습지정원으로유입되어약 200여종의식물종

을 부양하며,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3) 플로팅가든
플로팅가든은 습지에 부체를 도입하여 농작물 등 식물을 재

배하는기법으로서, 식량부족을해결하고잉여를판매함으로써

대체수입원을 가진다. 박미옥 등(2019)은 산지와 연결되어 물

의 유입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 마을습지들을

대상으로플로팅가든을조성하였다. 플로팅가든은지역의자연

생태와문화현상이반영된고유의장소성과아울러체험및공

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즈텍(Aztec)제국의 수도였던 테노치틀란(Tenochtitlan)에

그림 4. Ferncreek Rain Gardens
(자료: http://ferncreekdesign.spiritserver.org/)

그림 5. 레인가든 형태의 Mayple Wood Wetland Garden
(자료: Marinelli, 2004)



박미옥 : 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표준모델 연구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5권 제2호(2019년 12월)� � 125

서는 부족한 강우량이라는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식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집약적인 형태의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치남파 농

업(Chinampa agriculture)을 개발하였는데, 호수 위에 사각형

의 플랜팅 베드를 활용한 Floating garden의 기법이다(심윤선,

2007). 플로팅가든은열대나아열대기후대에서여름과겨울에

대륙과해양의온도차로인해서일년주기로풍향이바뀌는계

절풍이 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활용되며, 영국자선단체

인 ‘Practical Action’에서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부레옥잠을 이용한 플로팅가든을 포함하여 유기농 살충제, 퇴

비제조기법등을 제공한다(그림 6).

4) 비오톱정원
비오톱정원은 정원 구성요소의 하나로 조성된 비오톱과는

달리비오톱자체가정원의주제가되어계획-설계단계에서부

터 비오톱을 정원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는 정원을 의미한다

(Park & Koo, 2015). 즉, 비오톱정원은 비오톱을 주제로 하는

정원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비

오톱이제공하는생태계서비스혜택을누릴수있는대안적정

원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정

원으로서 완전한 보전보다는 현명한 이용을 전제로 한다(박미

옥과 구본학, 2016).

비오톱 정원은 자연형성과정에 의해 구조와 기능이 안정되

는방향으로변화하는생태시스템으로서, 야생생물서식처기

능을기반으로하는생물다양성증진공간이며, 사람들에게친

수 및 생태체험의 기회와 휴식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압으로부터 생태공간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2. 습지정원 구성요소

습지정원은 습지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그림 6. 플로팅가든 구조
(자료: Practical Action: www.practicalaction.org) 

목표가 중요하다고 할 수있으며, 다양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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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양 및 지형
종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정원 생태계는 토양에서

시작된다. 영양물질에서생태계먹이그물을구성하는생명요소

들의 서식기반이면서 토양공기와 토양수분을 저장하고 공급하

는싱크와소스의기능을한다는점에서가장기본적인요소라

고하겠다. 습지유형에 따라토양구조와물리적화학적속성을

개량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태적으로는 콤포스트(compost)와

같은 유기질퇴비를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형은습지유형을결정하는중요요소의하나로서평지, 경

사지및구릉지, 산지등지형에따라습지의기능과구조가결

정된다.

2) 수문
미국환경보호국(EPA)에 의하면 불투수성 도시환경은 같은

크기의삼림지역보다유출량이 9배 증가하며, 빗물 유출은국

가하구에대한주요위협이며, 호수에직면한세번째로큰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순환유형에따라하천이나호수등지표수와연계된수로

에발달한수로연결형, 지표수와연결없이고립되었거나, 독립

된 소택형 습지인 독립소택형, 지표수와 수로 형태로 연계된

소택형 습지인 순환형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Park & Koo,

2015).

수심은 수생식물 생장과 번식에 대한 구동력(driving force)

으로서 수생식물들은 수심에 따라 분포가 결정되어 단일 군락

을 이루게 된다(奥田重俊, 1996). France(2003)는 수생태계 가

장자리의 수심은 5∼8cm로 제안하였으며, Campbell 등(1999)

은 수생식물을 위한 수심으로 15∼60cm로 제시하고 있다.

식물종의 내침수성과관련하여 Lee et al.(2014)은 식생기반

형 LID 시설 도입 식물 선정을 위해 수생식물 및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내침수성을 비교 고찰한

바 있다(표 1).

3) 식생
교목이 우점하는 습지정원의 경우, 다층구조의 군락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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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이미지

수로

연결형 

습지

독립형

습지

순환형 

습지

표 1. 물순환유형별 사례(박미옥과 구본학, 2015)

는것이중요하며, 다양한 서식환경을제공하는구조와식생군

락이 생태적으로 유용한 전략이다. 도입식물은 습지환경에 적

합한내침수성, 호습성등의속성이필수적이며, 이와관련하여

USFWS(1988) 및 구본학(2002)은 식물의 수환경적응능력에

따라 OBL(Obligate wetland plants; 습지및수환경에서대부분

(99% 이상) 발견되는 종), FACW(facultative wetland plants;

습지 및 수환경에 상당히(67∼99%) 발견되는 종), FAC

(facultative plants; 습지및수환경에적응된식물과육지식생

이 비슷한 수준으로(34∼66%) 발견되는 종), FACU(facul-

tative upland plants; 습지 및 수환경에서드물게(1∼34%) 발

견되는 종), UPL(obligate upland plants; 습지 및 수환경에서

(1∼33%) 발견되지않는종)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이란등(2013)은국내하천이나습지에서주로나타나는식

물종 650종을 조사하여 OBL 45분류군, FACW 96분류군,

FAC 66분류군, FACU 94분류군, UPL 349분류군으로 분류하

였다.

4) 곤충류와 조류
동물중에서특히곤충류와조류의기능은습지등생태계에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곤충류의 경우, 습지정원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지만, 수분 매개자로서의 기능과 먹이사슬의

중간고리라는 점에서 다양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하며, 체험이나 감상등의생태체험자원으로서도중요

하다. 따라서 습지정원에서는 습지 내부와 주변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조성함으로써곤충류를유인하고, 다양도를증진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조류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또는 차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우산종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

은핵심요소이다. 수분매개자인곤충류를조절하고스스로매

개자 기능을 하기도 하며, 조매화의 이동 매개체이다.

그러므로식물종선정기준에는이들곤충류나조류등을유

인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습지정원 표준모델

1) 수중/수변권역 표준식생군락
식재모델및군락별분포상은물가, 저습지를포함한수중권

역식생, 수변권역식생, 제방사면과제방상부를포함한고수부

지권역식생으로구분하여식생모델을제시한바있고, 수중권역

에는 갈대(Phragmites communis)군락, 갈대-애기부들(Typha
angustifolia) 군락, 갈대-애기부들-줄(Zizania latifolia(Trucz. ex
Trin.))군락, 갈대-줄군락, 줄군락, 부들(Typha orientalis)군락,
애기부들군락, 매자기(Bolboschoenus maritimus (L.))군락, 노
랑꽃창포(Iris pseudacorus)군락, 마름(Trapa japonica)군락, 노
랑어리연꽃(Nymphoides peltata (J. G. Gmelin))군락, 연꽃
(Nelumbo nucifera)군락, 수련(Nymphaea tetragona)군락등 14
개 식생모델, 수변권역에는달뿌리풀(Phragmites japonica)군락,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Maxim.))군락, 달뿌리풀-물
억새군락 등 5개 식생 모델을 제안하였다.

2) 마을습지 기반 습지정원 유형분류
마을습지조사결과를바탕으로습지정원유형은지형및입

지, 식생군락, 물순환체계를분류키로설정하여다음과같이분

류하였다(표 2).

자연습지 기반 습지정원과 더불어 인공습지정원을 조성할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다만, 습지연구 목적의 분류 즉 자연습

지로서의 습지정원은 물순환체계를 포함한 세분류 단계까지

구분하며, 실제 조경공간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인 인공습지로

서의 습지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물순환체계를 제외한 지형-식

생군락 단계인 중분류까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형입지 기준(T)은 마을습지가 입지한 지형에 따라 습지

주변이 평지로 이루어진 T1(평지형), 경사 구릉지에 입지하였

거나,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T2(경사/계단형), 산지 산림 속에

입지한 T3(산림형)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식생군락 기준(V)은 우점종 및 아우점종의 식생형에 따라

교목 또는 관목이 우점한 V1(교목/관목 우점형), 정수식물이

우점하여 개방수면이 넓게분포한 V2(정수식물 우점형), 정수

식물 외 수생식물이 우점하여 개방수면의 상당 부분이 수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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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코드
유형

지형입지

(T)

식생군락

(V)

물순환

(H)

T1V1H1xxx 평지교관목우점독립형 T1 V1 H1

T1V1H2xxx 평지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 T1 V1 H2

T1V1H3xxx 평지교관목우점물순환형 T1 V1 H3

T1V2H1xxx 평지정수식물우점독립형 T1 V2 H1

T1V2H2xxx 평지정수식물우점유수연결형 T1 V2 H2

T1V2H3xxx 평지정수식물우점물순환형 T1 V2 H3

T1V3H1xxx 평지부엽우점독립형 T1 V3 H1

T1V3H2xxx 평지부엽우점유수연결형 T1 V3 H2

T1V3H3xxx 평지부엽우점물순환형 T1 V3 H3

T1V4H1xxx 평지복합식생독립형 T1 V4 H1

T1V4H2xxx 평지복합식생유수연결형 T1 V4 H2

T1V4H3xxx 평지복합식생물순환형 T1 V4 H3

T2V1H1xxx 경사교관목우점독립형 T2 V1 H1

T2V1H2xxx 경사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 T2 V1 H2

T2V1H3xxx 경사교관목우점물순환형 T2 V1 H3

T2V2H1xxx 경사정수식물우점독립형 T2 V2 H1

T2V2H2xxx 경사정수식물우점유수연결형 T2 V2 H2

T2V2H3xxx 경사정수식물우점물순환형 T2 V2 H3

T2V3H1xxx 경사부엽우점독립형 T2 V3 H1

T2V3H2xxx 경사부엽우점유수연결형 T2 V3 H2

T2V3H3xxx 경사부엽우점물순환형 T2 V3 H3

T2V4H1xxx 경사복합식생독립형 T2 V4 H1

T2V4H2xxx 경사복합식생유수연결형 T2 V4 H2

T2V4H3xxx 경사복합식생물순환형 T2 V4 H3

T3V1H1xxx 산림교관목우점독립형 T3 V1 H1

T3V1H2xxx 산림교관목우점유수연결형 T3 V1 H2

T3V1H3xxx 산림교관목우점물순환형 T3 V1 H3

T3V2H1xxx 산림정수식물우점독립형 T3 V2 H1

T3V2H2xxx 산림정수식물우점유수연결형 T3 V2 H2

T3V2H3xxx 산림정수식물우점물순환형 T3 V2 H3

T3V3H1xxx 산림부엽우점독립형 T3 V3 H1

T3V3H2xxx 산림부엽우점유수연결형 T3 V3 H2

T3V3H3xxx 산림부엽우점물순환형 T3 V3 H3

T3V4H1xxx 산림복합식생독립형 T3 V4 H1

T3V4H2xxx 산림복합식생유수연결형 T3 V4 H2

T3V4H3xxx 산림복합식생물순환형 T3 V4 H3

표 2. 습지정원 유형분류 (세분류) 물로 덮인 V3(부엽/부유/침수식물 우점형), 이들이 복합적으

로 구성된 V4(복합형) 등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물순환체계기준(H)은 습지의수원에따라지표수와연결되

지 않는 H1(독립/고립형), 하천이나 호수 등 지표수와 수로로

연결된 H2(유수연결형),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순환이 이

루어지는 H3(물순환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류및적용편의를위한유형분류코드는각분류키에따라

“TnVnHnxxx”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Tn’은 지형입지코드

(T1, T2, T3), ‘Vn’은 식생군락코드(V1, V2, V3, V4), ‘Hn’은

물순환코드(H1, H2, H3)를 각각 의미하며, ‘xxx’는 각 유형별

일련번호로서 마을습지 연구에서 확인된 습지갯수를 고려하여

3자리로 설정하였으며, 추후 확장 여부에 따라 4자리 또는 그

이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3) 표준모델
표 2에서 제안한 36개의 습지정원 유형 중 2019년도에 마을

습지 인벤토리를 구축한 지역 중에서 도농복합형 도시인 공주

시와산악형금산군을대상으로기능평가 ‘상’으로나타난습지

와 중요 습지로 제안된 마을습지에서 도출된 습지정원을 교목

관목우점형(산림, 평지, 경사지), 정수식물우점형(산림), 부엽

식물우점형(산림, 평지), 복합형(산림, 평지) 등 중분류수준으

로 구분하여 표준모델을 구축 제안하였다.

(1) 교목 관목 우점형
교목관목우점형은습지내식생군락우점종및아우점종이

교목 또는 관목인 경우에 해당된다. 습지 내 개방수면이 넓게

분포하거나, 일시적으로 부유식물이 분포한다. 교목 또는 관목

이 야생동물에게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물질순환,

기후조절, 수질정화, 물순환 등 생태적 기능 또한 높게 나타난

다. 지형에 따라 습지경계부 및 주변은 산림이 형성되어 생태

적연결성이높은산림형과인위적요소인농경지나주택지등

이 형성되어 이용 목적이 강조된 평지형, 구릉지와 연계된 경

사형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3∼표 5).

(2) 정수식물 우점형
정수식물 우점형은 습지 경계부 수심이 얕은 구간에 우점종

및 아우점종으로 정수식물이 분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습지

내 개방수면이 넓게 분포하거나 일시적으로 부유식물이 분포

하기도 하며, 일부 군도와 피도가 낮은 교목 또는관목이 분포

한다. 정수식물 군락이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물질순환, 수질정

화, 물순환 등 생태적인 기능을 제공한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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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교목관목 우점형

산림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 60-14

36°36'04.1"N 126°56'04.2"E

표 3. 교목 관목 우점형(산림) 습지정원 표준 모델

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교목관목 우점형

평지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737

36°26'31.3"N 127°00'48.8"E

표 4. 교목 관목 우점형(평지) 습지정원 표준 모델

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교목관목 우점형

경사지 

금산군 제원면 금성리 367

36°05'50.1"N 127°33'22.3"E

표 5. 교목 관목 우점형(경사지) 습지정원 표준 모델

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정수식물 우점형

산림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36

36°08'14.0"N 127°32'06.5"E

표 6. 정수식물 우점형(산림) 습지정원 표준 모델

(3) 부엽식물 우점형
부엽식물 우점형은 습지 내 우점종 및 아우점종으로 부엽식

물이나침수식물이분포하는경우에해당된다. 습지 내개방수

면이거의없으며일시적으로부유식물이분포하기도한다. 습

지경계부에는정수식물군락과교목관목군락이없거나, 낮은

피도로 분포하기도 한다. 수중생물 중심의 서식환경과 다양한

생태적인 기능을 제공한다(표 7∼표 8).

(4) 복합형
복합형은 교목 및 관목, 정수식물 등 식생군락이 혼재를 이

루는유형으로습지내개방수면이넓게분포하거나, 일시적으

로 부유식물이분포하기도한다. 교목 또는 관목이나정수식물

등 복합적인 식생군락이 야생동물에게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

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부엽식물 우점형

산림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324

36°28'16.3"N 127°00'16.4"E

표 7. 부엽식물 우점형(산림) 습지정원 표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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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부엽식물 우점형

평지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258-52

36°02'16.4"N 127°37'34.9"E

표 8. 부엽식물 우점형(평지) 습지정원 표준 모델

공하고 있고, 물질순환, 기후조절, 수질정화, 물순환 등 생태적

기능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난다(표 9∼표 10).

Ⅳ. 결론

본 연구는 마을습지 인벤토리 연구에서 확인된 마을습지를

활용한 습지정원 조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본 연구결과, 습지정원 구성요소로서 토양 및 지형, 식생군

락, 물순환체계등으로대분류하였고, 이를다시하위분류체계

인 중분류 체계로 세분하였다. 지형은 평지, 경사지, 산림 등 3

분류, 식생군락은 교관목 우점, 정수식물 우점, 부엽식물 우점,

복합형 등으로 4분류, 물순환체계는 독립/고립형, 유수연계형,

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복합형

산림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 60-14

36°36'04.2"N 126°56'04.3"E

표 9. 복합형(산림) 습지정원 표준 모델

유형 및 위치 / 마을습지이미지 평면도/단면도

복합형

평지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

36°06'40.0"N 127°34'03.5"E

표 10. 복합형(평지) 습지정원 표준 모델

물순환형 등 3분류로 각각 중분류하였다. 세분류 체계는 10개

의중분류체계를각각조합하여총 36개의세분류로구분하였

다. 자연습지 기반 습지정원은 세분류체계로 구분하며, 인공습

지로 새로 만들어지는 습지정원은 중분류체계를 각각 적용하

여 조성한다.

분류코드는 먼저 구성요소별로 구분될 수 있는 기호를 부여

하여, 지형은 T1∼T3, 식생군락은 V1∼V4, 물순환은 H1∼H3

등으로 각각 기호를부여하였고, 습지정원의 구조에따라요소

별 기호를 조합하여 총 9자리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3개 구성

요소별각 2자리씩총 6자리를부여한후, 같은유형별로 3자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총 9자리로 구성하였다.

표준모델로는 지형과 식생 요소를 기준으로 실제 마을습지

인벤토리연구에서 중요 습지로 제안되거나 기능평가 ‘높음’으

로평가된 습지를 조사하여 표준단면과 평면을 제시하였다.

본연구는마을습지로확인된습지 DB를기반으로습지정원

의표준모델을작성하고자하였으며, 제안된정원모델의가치

와 적용성, 물순적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 등의 후속연구와 더

불어 4계절변화등습지에영향을끼치는환경조건과원경, 중

경, 근경 등을 고려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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