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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mall-scale village wetlands distributed 
in Seosan-si, Chungcheongnam-do, and for comparative considerati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mall-scale 
village wetlands in three urban areas such as Seosan-si (Coastal Flatland Type), Boryeong-si (Coastal Mountain Type), 
and Gongju-si (Inland Mountain Type) are compared according to the loca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location and use characteristics of village wetlan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land use status. 
In addition, the type of land cover and the pattern of using village wetlands were also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As a result of discovering small-scale village wetlands with an area of less than 625m2 through digital 
topographic maps, GIS, satellite images, cadastral maps, land cover maps, and field surveys, 374 wetlands in Seosan-si, 
density per unit area was 0.5/km2, Boryeong-si was 239 wetlands and 0.42/km2. There were 217 small-sized village 
wetlands in Gongju city, and 0.25/km2 in density. Previous studies have also reported that the distribution of village 
wetlands is affected by location characteristics. Therefore, differentiation is needed in village wetland management and 
use strategies according to loc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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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감소등기후환경문제가심화되면서

특히 생물서식처로서 중요한 습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특히 생태계 훼손과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생활

주변의 생태자원이 감소되면서 생태계를 보전 복원하고 현명

하게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최근에는생태적으로가치가있으나, 규모가작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마을습지를 발굴하여 보

전전력과아울러현명한이용방안도연구되고있음을살펴볼

수 있다. 마을습지는 마을 내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위치하는

습지로서, 습지가제공하는보편적기능인생물다양성증진, 물

질순환, 탄소저감, 미세먼지저감등의고유한생태기능과더

불어 마을 주민에게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 내

물순환체계를 유지하며, 용수공급 등 생태적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융복합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18, 서산시).

이러한 생태적으로나문화적인중요성에도불구하고, 마을습

지는 생활권 주변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해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다보니 쉽게 훼손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가 많고, 대규모 중요습지에 비해 보전 또는 관리의 사각지대

에서현황조차제대로파악되지못하는경우가많아, 마을습지

발굴 및 보전, 그리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실정

이다.

습지가능지를분석한연구로는위성영상분광분석을이용한

O’Hara(2002)의 연구와 GIS 예측알고리즘으로 가능지를 분석

한 장용구와 김상석(2006)의 연구, GIS를 이용한 구자용과 서

종철(2007), 박경훈 등(2007), 문상균과 구본학(2014) 등의 연

구가 있다. 마을습지 개념 및 인벤토리 연구는 환경부(2009),

박미옥 등(2014; 2015), 박미옥(2018; 2020) 등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기나 기능평가 연구는 점

차많아지고있으나, 입지특성에따른분포특성의비교, 밀도

와 비율 등에 대한 상대적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마을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간 입

지 특성에 따른 분포 밀도 비교, 이용 패턴 비교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연안에인접한농경지중심의중

소도시인충남서산시에분포하는소규모마을습지를발굴하여

인벤토리를구축하며, 그분포특성을찾아내어입지환경이다

른 2도시 (공주시, 보령시)와 밀도와면적비, 마을습지수량비

교 등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대상지 특징

본 연구는 연안평지형의 충청남도 서산시를 대상지로 수행

하였다. 마을습지 분포특성을비교대상지역은충남도공주시

와보령시로서, 서산시는 연안평지형, 공주시는내륙산악형, 보

령시는연안산악형등의특징이있어마을습지분포특성을비

교고찰하기에 유용한 공간환경 특성을 지니고 있다(그림 1).

충남도의 북서부 연안에 위치한 서산시는 동쪽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낮은 구릉지와 농경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연안

평지형이다. 서산시는 총 면적 740.8km2로 행정구역은 1개읍 9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충남 서산시에분포하는 소규모 마을습지의분포 특성을밝히고자하였으며, 비교고찰을 위해 입지 환경특
성에 따라 서산시(연안평지형), 보령시(연안산지형), 공주시(내륙산지형) 등 3개 도시지역의 소규모 마을습지 가능지와
최종 판별된 마을습지의 분포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고,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마을습지의 입지와 이용특성도 비교 분석하
였다. GIS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 입지유형에 따라 마을습지 가능지와 최종 판별된 마을습지 분포가 지역의 입지환경과
생활패턴에따라크게영향을받아 습지개수와 면적, 밀도와비율 등에서분명한 차이를나타내고있었다. 또한 토지피복
유형과 마을습지 이용패턴 또한 입지특성에의해 영향을 받고있었다. 수치지형도와 GIS, 위성영상, 지적도, 토지피복도, 
현장답사 등을 통해 면적 625m2 미만의 소규모 마을습지를 발굴한 결과, 서산시는 374개, 단위면적당 밀도 0.5개소/km2, 
보령시는 239개, 밀도 0.42개소/km2, 공주시 소규모 마을습지 217개, 밀도 0.25개소/km2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도 입지특성에 따라 마을습지 분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바, 입지환경에 따른 마을습지
관리 및 이용 전략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인벤토리,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 판별, 현지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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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면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형으로는 충남 서해안을 따

라 지나는 금북정맥이 서산에서는 동서방향으로 방향을 바꾸

어지나며, 동쪽으로는 충남도 북서부 서산, 예산, 홍성 일대의

최고봉인 가야산(678m)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태안반도를

거쳐 서해바다로 이어지는 금북정맥이 낮은 구릉지대를 이루

며지나고있다. 해발 100m 내외의평야와구릉이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는 평지형 지형으로서, 북쪽으로는 가로림만과

남쪽으로는 간월호와 부남호를 사이에 두고 천수만으로 연결

된다.

충남의서부연안중앙부에위치한보령시는면적 569.01km2,

1개 읍 10개 면, 그리고 시가화된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115km에 이르는해안선을따라발달한연안갯벌에인접한도

심 구간 외에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금북정맥이 남북으로 지

나는구간에높은구릉지대가넓게분포한다. 동쪽으로는 청양

군, 북쪽으로는 홍성군, 남쪽으로는 서천군, 부여군과 접하고

있다.

충남도의 동부 중앙부 내륙에 위치한 공주시는 면적 864.19

km2, 1개읍, 6개 동, 9개면, 161개 법정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동쪽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북으로는 천안, 아산, 남으로는 논

산, 서쪽은 예산, 청양, 부여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금강을

중심으로일부평지구간에농경지가넓게분포하며, 남동부와

북서부로는 금북정맥과 금남정맥이 지나는 구간으로서 계룡산

(847m)을 비롯하여 500∼600m 급 높은 산지가광범위하게분

포한다. 이러한 지형적특성들이마을습지분포에영향을끼칠

것으로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입지환경에따른마을습

지 분포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연구는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개월에걸쳐진

행되었으며, 문헌연구와 대상지 현장답사를 통해 소규모 마을

습지를 발굴하여 목록을 구축하였다. 마을습지 목록은 먼저

Arc-GIS(v10.1)를 이용하여국토지리정보원발간서산시수치

지형도(1/5,000)를 분석하여 마을습지 가능지를 추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수치지형도에서 습지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하

천, 지형, 습지, 호저수지 코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마을습지 가능지는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GIS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멸되었거나 훼손되어서 습지의

기능을상실한경우가많고, 접근이제한된사유지에속하여이

용이 곤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마

을습지로서의 생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습지를 찾아내는

판별과정이 필요하다.

습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별과정은 마을습

지 가능지를 대상으로 박미옥 등(2014)에 의한 마을습지 판별

기준에 따라 실내판별과 현장답사에 의한 판별로 나누어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소규모습지를연구주제로설정하였기

에 판별은 소규모 습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실내판별 과정은 마을습지 가능지를 항공사진, 위성사

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등을 활용하여 Arc-GIS로 중첩하

여 실내판별 작업으로 마을습지 가능지를 도출하였다, 실내판

별작업에서 습지로 판별된 대상지는 현장답사를 통해 습지 구

성요소인 수문, 토양 및 지형, 식생 등 3요소를 근거로 검증하

는 절차를 거쳐 습지로 최종 판별하였다.

이때현장답사에서는공간적으로인접한습지가생태적으로

는하나의습지로서기능할경우는단일습지로판단하였고, 사

유지로서 관리가곤란한 경우와습지가 개발 및 논, 밭으로 토

지이용이변경된곳, 하천범람원으로서하천의일부인경우등

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내 수질정화시스템으로 축

조된습지, 골프장안에위치하고있거나, 개인농원등사유지

로서 통상적인 접근과 관리가 어려운 경우, 원래 습지였으나

기능이 저하되어 육상식물로 피복된 경우 등이다.

또한 수치지도 상 습지코드로만 이루어져 있어 GIS 분석과

정에서는 습지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위성영상에서 습지로 나

Boryeong

Seosan

Gonhju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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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습지는 현지답사를 통해 습지인지 아닌지를 검증 절차를

거쳐 마을습지로 추가하였다.

Ⅲ. 결과 및 비교 고찰

1. 마을습지 분포 특성

1) 마을습지 가능지 도출
서산시마을습지분포특성연구를위해먼저, 읍면동에위치

한 마을습지의 규모별 수량과 면적을 GIS를 이용하여 산출한

바, 서산시에 분포하는 마을습지 가능지는 2,851개소(40.4km2)

로 도출되었다. 마을습지 가능지 갯수로는 부석면이 670개로

가장 많은습지가도출되었으나, 최종 판별된마을습지는지곡

면으로서 49개가 최종 확인되었다(표 1).

이러한 서산시 마을습지 분포현황을 보령시 및 공주시와 비

교하여 종합 분석하면 표 2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마을습지 가능지는 연안평지형인 서산시에서 2,851개

(40.3km2)로가장많이나타났고, 단위면적당밀도는 3.85개/km2,

보령시의 경우 마을습지 가능지는 1,378개소(11.3km2)로 나타

나(보령시, 2018), 단위면적당밀도는 2.42개/km2, 공주시의경

우 마을습지 가능지는 1,438개소(1.8km2)로서(공주시, 2018)

단위면적당 밀도는 1.66개/km2로 각각 나타났다. 즉, 산지형인

보령시와 공주시의 습지가능지는 행정구역 면적이나 입지와

크게상관없이비슷하게나타났다. 그러나 밀도를기준으로살

펴보면평지형인서산시의밀도가가장높고, 산지형의 보령시

와공주시의밀도가낮은데, 특히 산악지형이며산림의분포가

더 심한 공주시에서 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평지형(서산시)과산지형(보령시, 공주시) 등의환경적

요인에 의해 마을습지가 주로 농경지 주변으로 발달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구

분되는데, 서산시의 습지가능지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5.4%

에 이르며, 보령시는 2%, 공주시는 0.2%에 불과하다. 산지형

도시로서 습지 개소수에서 큰 차이가 없던 보령시와 공주시에

서 면적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주시에 분포하는

습지들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면적 625m2 미만의 소규모 습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또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서산시의 경우 소규모습지 2,406개소

표 1. 서산시 마을습지 현황

행정구역

마을습지�가능지
마을습지�판별

(규모� 625m2� 미만)

서산시

마을습지�

625m2

이상

625m2

미만
실내판별

현장답사

(최종판별)

읍 대산읍 462 190 272 77 43

면

인지면 105 11 94 31 17

부석면 670 53 617 161 41

팔봉면 405 56 349 131 40

지곡면 207 30 177 70 49

성연면 150 18 132 57 33

음암면 140 15 125 36 27

운산면 226 17 209 73 41

해미면 133 16 117 45 18

고북면 208 21 187 69 38

동

부춘동 28 4 24 10 5

동문1,2동 16 2 14 8 5

수석동 19 3 16 4 1

석남동 82 9 73 31 16

Total 2,851 445 2,406 803 374

표 2. 지역별 마을습지 분포 특성

구분 면적(a)

마을습지�가능지 소규모�마을습지�

입지유형
계� 625m2� 미만 1차�실내판별

2차�현장답사�판별�

(최종)

수량(b)

밀도

면적(c)

(c/a%)

수량(d)

(d/b%)

면적(e)

(e/c%)

수량(f)

(f/d%)

수량(g)

(g/d%)
밀도

서산시 740.8km2
2,851

3.85/km2
40.3km2

(5.44%)

2,406

(84.4%)

295,330m2

(0.7%)

803

(33.4%)

373

(15.5%)
0.50/km2 연안평지형

보령시 569.01km2
1,378

2.42/km2
11.3km2

(1.99%)

892

(64.7%)

153,626m2

(1.3%)

438

(49.1%)

239

(26.8%)
0.42/km2 연안산지형

공주시 864.19km2
1,438

1.66/km2
1.8km2

(0.21%)

1,207

(83.9%)

170,471m2

(9.7%)

443

(36.7%)

217

(18.0%)
0.25/km2 내륙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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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면적은 295,330m2에이른다. 이는습지가능지와비교했을때

수량은 84.4%인데면적은 0.7%에불과하다. 반면에보령시에서

는 892개(64.7%) 및 153,626m2(1.3%), 공주시에서는 1,207개

(83.9%) 및 170,471m2(9.7%)로 나타나고 있다. 즉, 평지형인

서산시에서 습지가능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소규

모마을습지는숫자자체는높은비율이지만면적이매우작게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대규모 습지 비율이 높고 소규모습지의

면적은 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보령시의 경우, 소규모 습지의 숫자는 전체 습지가능지의

65%에 불과하지만 면적비는 서산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1.3%에 이르고 있고, 공주시의 경우 소규모 습지 숫자 비율은

서산시와 비슷하여 84%에 이르지만 면적비가 다른 두 도시에

비해매우높아거의 10%에근접한다. 이는공주시의경우, 산

지형의 특징이 매우 강하다 보니 도시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습지 가능지 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습지의면적이서산시와보령시에비해오히려매우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더욱세분하여면적 100m2 및 50m2를기준으로살펴보

면, 서산시의경우 100m2 미만의마을습지는 1,456개소(51.1%)

로서 주로 농업용수지이며, 면적 50m2 미만의 마을습지는 852

개소(29.9%)로 대부분농경지주변소형둠벙으로확인되었다.

보령시의경우, 면적 100m2 미만의마을습지는 405개소(29.4%)

로서이들은주로농업용수지이며, 면적 50m2 미만의마을습지

는 201개소(14.9%)로서 서산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농경지

주변 소형 둠벙으로 확인되었다. 공주시의 경우, 면적 100m2

미만의마을습지는 619개소(43.0%)로서마찬가지로주로농업

용수지이며, 면적 50m2 미만의 마을습지는 306개소(10.7%)로

서서산시와마찬가지로대부분농경지주변소형둠벙으로확

인되었다.

즉, 서산시의 경우, 전체 습지가능지가 매우 많고 밀도가 높

은 반면, 소규모 습지는 숫자에비해 면적이 매우 작은 특징이

있고, 이는 100m2, 50m2 미만 습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비롯된다. 반면에 공주시의 경우, 산악지형이라는 특징으

로습지가능지숫자와밀도가매우낮게나타나고있고, 반면에

소규모습지는다른두지역에비해면적비가 7∼14배 정도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50m2 미만의 습지는 오히려

다른 두 지역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소규모 마을습지 판별
마을습지 가능지 중 625m2 미만을 대상으로 실제 마을습지

인지아닌지에대한판별을진행하였다. 마을습지 최종판별은

먼저 GIS로 도출된 소규모 마을습지 가능지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1차적으로 실내판별작업에서 판별하였고, 2차적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판별하였다(표 2).

서산시의 경우, 마을습지 가능지 2,406개소를 대상으로판별

작업을 진행하여 실내판별에서 총 803개 소규모 마을습지를 1

차 판별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374개 습지가 마을습

지로 퍈별되었다.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보면(그림 2), 대산읍

에서는 소규모 마을습지 43개소가 확인되었고, 인지면은 17개

소, 부석면은 41개소로확인되었다. 팔봉면은 40개소, 지곡면은

49개소, 성연면은 33개소가 도출되었다. 음암면은 27개소로 나

타났으며, 운산면은 41개소, 해미면은 18개소, 고북면은 최종

38개소가 도출되었다. 서산시 도심지역(부춘동, 동문1, 2동, 수

석동, 석남동)에서는 27개소로 확인되었다. 동지역 중에서는

석남동에서가능지 82개소, 최종 판별된마을습지 16개소로 나

타나, 다른동지역에비해많은마을습지가발견되었는데, 이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해미면과 음암면 등 읍면지역의 생태

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산시에서 최종 판별된 마을습지 분포를 보령시 및 공주시

에서최종도출된마을습지분포특성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서산시 최종 마을습지는 373개소로서 이는서산시 단위면적

당밀도 0.5개소/km2에해당되며, 625m2 미만소규모마을습지

가능지의 15.5%에 이른다. 마을습지 가능지에 비해 실제 마을

습지로확인된습지는 3개도시중가장비율이낮게나타나고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 대비 밀도 또한 가능지 밀도에 비해 상

당히낮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특징은평지형으로서농경지

비율이높아토지이용전환이많고쉽게훼손되거나기능을상

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령시에서 최종 판별된마을습지는 239개소로서 이는보령

시단위면적당밀도 0.42개소/km2에해당되며, 소규모 습지 가

능지의 26.8%에이른다. 서산시에비해습지가능지대비최종

판별된습지비율이높고단위면적당밀도또한가능지밀도에

비해크게감소하지않았다. 이러한 특징은산지형으로서마을

습지가능지자체는서산시에비해적었으나, 토지이용전환이

나기능상실등의위협요인이상대적으로적었던것으로판단

된다.

공주시에서 최종 판별된마을습지는 217개소로서 이는공주

시단위면적당밀도 0.25개소/km2에해당되며, 소규모 습지 가

능지의 18.0%에 이른다. 산지가 많은 특성상 마을습지 숫자와

밀도자체는가장낮지만마을습지가능지대비상대적인비율

은 3개 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분석해볼 때 마을습지 분포가 지역의 입지

환경과 생활패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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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도심지(부춘동,�동문1,� 2동,�수석동,�석남동)

그림 2. 서산시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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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 및 이용 현황 비교 고찰

1)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 특성 비교
서산시마을습지분포특성을토지피복현황에따라분석한바,

시가화/건조지역 6.12%, 농업지역 41.79%, 산림지역 32.18%, 초

지 9.07%, 습지 2.12%, 나지 3.13%, 수역 5.59%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연안에 위치하면서도 타시군에 비해 농업지역의 비

율이 산림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안평지형 도

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서산시의 입지환

경특성으로인해마을습지는주로논경작지와인접한산림지

역 내 마을습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밭 경작지 주변에 습지의

기능이낮은인공습지가대다수산재되어있다. 특히, 부석면과

팔봉면에는 밭 경작지 주변 변두리에 조성된 농업용수지가 다

수이며, 습지가 유지되는 기간이 매우 짧아 대부분 소멸되는

형태이다. 625m2 미만의 소규모 마을습지를 대상으로 토지피

복현황분석결과, 대부분 내륙수 38.46%로 나타났으며, 논경

작지 주변의 논 21.58%, 인공초지 15.11%, 밭 7.50%로 확인되

었다. 소규모 마을습지 주변 100m 지역 내 토지피복현황을 분

석한 결과, 농업지역 50.27%, 산림지역 25.29%, 초지 11.37%

순으로 나타났다. 관내 농업지역의 피복이 높은 만큼 소규모

마을습지 대부분이 경작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 마을습지 분포 특성을 토지피복현황에 따라 분석한

바, 시가화/건조지역 6.04%, 농업지역 24.53%, 산림지역

49.24%, 초지 10.35%, 습지 3.68%, 나지 2.91%, 수역 3.26%로

나타나, 연안평지형 도시인서산시에비해농업지역비율이매

우 낮아 서산시 농경지율 대비 58.8%에 불과하고, 산림지역의

비율이 높은(서산시 대비 159%) 연안산지형 도시라고 할 수

있다. 625m2 미만의소규모마을습지를대상으로토지피복현황

분석결과, 내륙수 39.1%, 산림 주변의논 5.4%, 밭 2.7%, 인공

초지 17%, 습지 11%, 기타 나지 11.2%로 확인되었다. 내륙습

지비율이높은것은보령방조제내에산재된소택지를토지피

복분류상 내륙습지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마을습지

주변 100m 지역 내 토지피복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지역

36.4%, 산림지역 28.4%, 초지 18.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농업지역에조성되어있었으며, 산림지역과초지에도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주시마을습지분포특성을토지피복현황에따라분석한바,

시가화/건조지역 4.66%, 농업지역 17.84%, 산림지역 60.22%, 초

지 11.63%, 습지 1.30%, 나지 2.86%, 수역 1.49%로나타나, 서

산, 보령 등 3개대상지중농업지역비율이가장낮고, 산림지

역의비율이가장높은내륙산지형도시의특성을나타내고있

었다. 625m2 미만의 소규모 마을습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현

황 분석 결과, 대부분 내륙수 56.90%로나타났으며, 산림 주변

의논 4.75%, 인공초지 14.83%, 밭 4.58%로확인되었다. 산림지

역 산지 경계부에 습지와 함께 인공초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나고있다. 소규모마을습지주변 100m 지역내토지

피복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지역 28.3%, 산림지역 41.7%, 초

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지역 비율이 높은 내륙산지형

도시의특징을나타내고있는공주시소규모마을습지주변산

림과 초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소규모 마을습지 이용 현황 비교
서산시, 보령시, 공주시의 마을습지 이용현황(표 3)을 비교

고찰한 바, 연안평지형인 서산시의 소규모 마을습지 이용현황

은방죽을포함한농업용수로활용되는농업용수지 51%, 재해

방지목적으로조성된저류지 29%, 묵논습지 12%, 논경작지에

물이용을 위해 독립적으로 조성된 둠벙 2%, 연밭, 연못 등 기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마을습지가 6%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안산지형의 보령시는 저류지 34%, 농업용수지 29%, 묵논

습지 15%, 둠벙 10%, 우물, 연못 등 기타 습지가 13%로 나타

났으며, 산지와 연결된저류지와묵논습지가많이분포하고있

었으며, 논경작지 주변의 농업용수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내륙산지형의공주시마을습지이용현황은농업용수지 53%,

저류지 15%, 둠벙 13%, 연못 7%, 묵논습지 6%, 기타 산지습

지, 우물, 연밭등이 11%로나타났다. 공주시는산림내농업용

수지로 이용되는 마을습지는 야생생물 서식처 기능이 높았으

며, 경작지 주변 농업용수지는 마을주민들이 주변 경작활동에

필요한 용수공급으로 이용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마을습지 절대적인 숫자와 밀도는 서

산시가높고공주시가낮았지만, 최종확인된마을습지는입지

특성과 크게 관계없이 농업용수지나 저류지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마을습지가 지역주민의 생활 기반이 되고

있다는점에서기능자체에는큰차이가나타나기어렵기때문

으로 보인다.

표 3. 소규모 마을습지 이용 현황(개소수)

구분 농업용수지 저류지 묵논습지 둠벙 기타 합계

서산시
190

(51%)

109

(29%)

44

(12%)

9

(2%)

21

(6%)
374

보령시
71

(29%)

80

(34%)

34

(15%)

24

(10%)

30

(13%)
239

공주시
115

(53%)

32

(15%)

14

(6%)

29

(13%)

27

(1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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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남 서산시에 분포하는 소규모 마을습지의 분포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비교고찰을 위해 입지 환경특성에

따라서산시(연안평지형), 보령시(연안산지형), 공주시(내륙산

지형) 등 3개도시지역의소규모마을습지가능지와최종판별

된 마을습지의 분포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고,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마을습지의 입지와 이용특성도 비교 분석하였다.

마을습지가능지분석결과, 입지유형에따라마을습지가능

지와 최종 판별된 마을습지 분포가 지역의 입지환경과 생활패

턴에따라크게영향을받아습지개수와면적, 밀도와비율등

에서분명한차이를나타내고있었다. 또한 토지피복유형과마

을습지 이용 패턴 또한 입지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입지특성에 따라 마을습지 분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바, 입지환경에 따른

마을습지 관리 및이용전략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선정

하여 분포 특성을 비교 고찰한 바,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각 입지유형별로 충분한 사례를 분석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입지특성별 물순환이나 기후변화대응, 생물

서식 등의 기능별 생태계서비스 연구도 마을습지 보전전략을

위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1. 공주시(2018) 공주시소규모마을습지인벤토리구축연구보고서. 공주

시.
2. 구자용, 서종철(2007) 위성영상과 지리정보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산지
습지 가능지 추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4(1): 53-65.

3. 문상균, 구본학(2014) AHP를 이용한 산지습지 가능지역 평가. 한국환
경복원기술학회지 17(1): 27-43.

4. 박경훈, 김경태, 곽행구, 이우성(2007) Topographic position index를 활
용한 산지습지 분포예측.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1): 194-204.

5. 박미옥(2018) GIS를 기반으로 한 농촌 마을습지 판별 및 분포 특성 연
구: 충남 서천군을 사례로. 한국습지학회지 20(1): 20-26.

6. 박미옥(2020) 공주시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 및 분포 특성 연구. LHI
Journal 11(4): 67-74.

7. 박미옥, 서주영, 양승빈, 구본학(2019) 산지 읍면지역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 특성 연구: 충남 금산군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47(6): 37-44.

8. 박미옥, 양승빈, 구본학(2015) GIS를 이용한 아산시마을습지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8(6): 167-177.

9. 박미옥, 양승빈, 황유리, 서효선, 구본학(2018) 기능평가를 이용한 마을
습지생태계서비스평가지표기초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1(1):
119-132.

10. 박미옥, 임수현, 이란, 김보희, 양승빈, 구본학(2014) 천안시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 및 보전전략.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7(6): 39-50.

11. 보령시(2018) 보령시 소규모마을습지인벤토리 구축연구 보고서. 보
령시.

12. 서산시(2018) 공주시 소규모마을습지인벤토리 구축연구 보고서. 서
산시.

13. 장용구, 김상석(2006) E-GIS 기반의습지분포및규모예측. 대한토목
학회논문집 26(6D): 111-1017.

14.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금강시범사업관리단(2009) 금
강 유역 마을 습지 발굴 및 보전 방안 연구.

15. O’Hara (2002) Remote Sensing and Geospatial Applications for
Wetland Mapping, Assessment, and Mitigation. National Consortium
on Remote Sensing in Transportation-Environmental Assessment.

Received

Revised

Accepted

2인익명� 심사필

:

:

:

26�February,� 2021�

15�March,�2021�

19�March,�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