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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ong-neup of Mt. Daeam, which was designated as Korea's National Monument No.246 in 

1973, is a high moor, and it has been managed with the designation as an ecosystem conservation 

area, Ramsar wetlands, and wetland conservation area. With the closing of the officially announced 

5-year period for ‘No-Trespassing' on the ecosystem conservation area starting August, 2010, it 

becomes necessary to arrange a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servation scheme in consideration of 

the access & use of the visitors and Yong-neup's potential change into land consequent on making 

it open to the public. This study thinks that in order to preserve the Yong-neup, it's necessary to 

prepare the conservation plan for the program operation for exterminating exotic species, development 

of replacement wetlands and nurseries, access limit through zone categorization, establ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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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monitoring system, institutional management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managing 

facilities, etc., and to make scientific approaches, such as survey on wetland ecosystem, establishment 

of inventories, wetland monitoring, and drawing up of wetland ecology maps, etc.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there should be adequate considerations of restoration of slope faces, drains, artificial 

embankment, water-collecting wells, roads for military operations, and wild-boar-stricken areas, etc., 

and should be continuous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Yong-neup through the wise use of residents' 

participation-style maintenance, organization of a consultative body, introduction of CEPA programs, 

and introduction of visiting facilities and alternative transportation system, etc.

Key Words：Wise Use, CEPA, Conservation, Biodiversity, Protection area, Ecological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I.서  론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은 32개소(336.31km2)

이며 (ME, 2012a), 습지보 법에 의해 습지보 기

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다. 습지보 에 한 시

책방향, 습지조사에 한 사항, 습지의 분포  면

과 생물다양성 황에 한 사항 등에 해 계

획을 수립(The Act of Wetland Conservation 5: 2)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3년 제2차 습지보

기본계획(ME, 2012b)은 2011년 수립한 기 계

획(Lee et al., 2011)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지역에서 습지 리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계획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재까지 습지보호지역에 해 리계획을 수

립한 사례로는 한강하구습지, 월 한반도습지, 

신불산 고산습지 등 체 32개소  소수에 불과

하며, 이들의 계획내용은 상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계획 수립내용의 깊이와 분야도 다소 

다른 양상을 가진다. 2013년 습지보 법에 근거

하여 습지 리계획 항목을 명시한 이후에 수립한 

계획(Youngsanriver Environmental Management 

Office, 2012; Nakdongriver Environmental 

Management Office, 2012; 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12)도 국가에서 명시한 

내용  락되거나 특정 분야에만 집 하는 경

향이 없지 않다. 이는 습지보호지역 리계획의 

공통 인 체계와 골격, 구체 인 방향과 지침, 

습지 유형별 고려할 사항 등의 부재가 그 원인

이라고 볼 수 있다. 습지복원계획 가이드라인

(Lee et al., 2010)이 제시되고 지방환경 서에

도 배포된 바 있지만, 이에 한 실행력이 담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습지 리계획의 공통

분모가 되는 골격과 체계를 정립한 기본  계획

모델 제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한편, 암산 용늪은 고층습원으로 1973년 

천연기념물 246호로 지정된 데 이어 1989년 생

태계보 지역, 1997년 람사르 약 습지,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리되고 있다(ME, 2009a; 

2009b). 환경부가 2005년 8월부터 5년간으로 고

시했던 암산 생태계보 지역 출입 지 기간

이 해지되면서 용늪의 개방여부, 개방수   

보 , 활용방안 등에 해 다양한 의견이 가시

화된 바 있다. 용늪 인근에 주둔한 군부 의 입

지, 일부 등산객의 무분별한 출입, 용늪의 육지

화, 건조화 등으로 습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시

에서 2010년 8월부터 암산 용늪을 개방하게 

됨에 따라 탐방객의 출입과 이용에 따른 체계

인 리와 보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05).

최근에는 용늪 상류 주둔부  이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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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and geographic outlook of Yong-neup, study site.

체부지 선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군부  

이  후 작은 용늪을 포함한 습지생태복원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다. 고산습지 생태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도로의 개선, 이용  리

시설의 설치, 비탈면  배수로 복원, 육화방지

사업 추진, 외래식물에 한 효과 인 제거 등

은 용늪의 보 을 한 주요 안 과제로 두

되고 있다(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09; 2011).

본 연구는 습지보 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리계획의 기본 방향 정립을 한 모델을 개발

하고자 하 으며, 우리나라의 표 인 고산습

지 용늪에 용함으로써 모델의 정합성을 검토

하고, 용늪의 효율 인 보 과 명한 이용, 보

호․ 리 방법을 마련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진행되었다. 

II.연구방법

1.습지보호지역 계획모델 설정

습지보호지역과 주변 리지역  습지개선지

역은 습지보 법 제3조에 의해 습지보호지역등

의 지정  보 에 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는 습지보 지역 등에 

한 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

고 있다(The Act of Wetland Conservation 3, 11). 

본 연구에서는 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

계획 항목과 ME (2012b)의 습지보 기본계획

(The Act of Wetland Conservation 5, regulation 

2)과 Lee et al. (2010, 2011)이 제안하여 환경부

를 통해 지방환경 서에 하달한 바 있는 습지복

원 가이드라인의 내용, 국외 유 사례(IWWR, 

2003; The City of Calgary, 2004; MPCA, 2006; 

DSE, 2006; WWF, 2007; Broads Authority and 

Natural England, 2008; IUCN, 2009)를 분석 종

합하여 계획항목을 마련하고 항목별 계획내용

을 제시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계획모델을 제

시하 다.

2. 상지 

연구 상지는 1999년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 암산 일 에 치는 

용늪이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70번지 일원에 치하며, 습지보호지역, 천연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람사르습지, 산

림유 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용

늪은 가아천을 따라 소양강으로 이어지는 수

계의 최상류에 입지하고 있고, 백두 간으로부

터 서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다. 암산(해발 

1,304m) 정상의 서북측 약 1,280m에 치하고 

있다(Figure 1). 

3.여건분석

자연환경여건으로는 용늪의 형성배경, 기상, 

역  여건, 지형과 지세, 표고․경사․향, 수

환경, 식생, 동물 등을 조사하 다. 임상,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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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F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 

존식생도, 식물군락도, 식생보 등 , 녹지자

연도 등은 EGIS를 활용하 다. 포유류, 양서․

충류, 조류는 상지 장조사와 국자연환

경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지형․

지세․표고․향․경사․수문은 1/5000수치지형

도를 활용하여 ArcGIS ver. 9.3으로 분석하 다. 

분석을 해 식생은 NIER (2007)의 분석결과와 

Shin (2007)의 조사결과를 수치지도화하여 분석하

고, 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11)의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 다. 자연경 은 2011년 

5월, 6월 지 답사를 통해 주요 조망 을 설정

하고 조망 별 시경 을 촬 하여 분석함으로

써 리계획의 기 자료로 활용하 다. 인문환

경으로는 상 련계획, DMZ 국립공원, 생물권

보 지역 지정과 련한 동향, 용늪에서 그간 

이루어진 복원 련 사업에 의한 물리  환경변

화와 생태계에 미친 향 계, 교통환경, 토지

이용 황, 보호지역․지구 황, 이용 황, 재

의 탐방시설 등을 분석하 다. 

4.계획모델 용

습지보호지역 계획모델에서 제시한 계획항목

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용늪을 상으로 리계

획을 수립하 다. 그에 따라 복원  리의 목

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 수지  지

형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여건

분석에 따른 기회요인과 제한요인을 반 하도

록 하 고, 제한요인별로 복원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 다. 

III.계획모델 설정

우리나라는 습지보 법에 의해 국가가 지정

한 습지보호지역에 해 습지 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 습지보 법은 습지보호지

역․습지주변 리지역 는 습지개선지역(이

하, 습지보호지역 등)에 해서 보 에 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The Act 

of Wetland Conservation 3: 3), 제11조에서는 

환경부장 ․국토해양부장  는 시․도지사

는 계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습지보호지

역 등에 한 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

서, 습지의 보 에 한 기본사항, 습지보 ․

이용시설의 설치에 한 사항, 습지의 보 과 

이용․ 리에 한 사항을 계획수립의 포함내

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 계획의 수립방법과 

차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사업, 

생물다양성의 유지, 습지복원사업 등 기타 습지

보 을 한 사업을 습지보 ․이용․ 리에 

한 계획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Lee et al. (2011), ME (2012b)

도 습지기 계획과 습지보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내륙습지에 한 리계획 수립시, 과학  

습지조사, 보   복원 리, 기능개선, 명한 

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국외

의 표 인 사례(IWWR, 2003; The City of 

Calgary, 2004; MPCA, 2006; DSE, 2006; WWF, 

2007; Broads Authority and Natural England, 

2008; IUCN, 2009)를 분석한 결과, 습지지역의 

리를 해 황분석, 습지인벤토리, 습지평가, 

맵핑, 보 ․복원․창출, 시설물, 교육, 재원,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공통

인 리계획 항목을 도출하고 각 항목별 계획 

내용을 시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계획모델을 

설정하 다(Table 1). 

IV.계획모델 용 결과 

1.조사 분석: 여건분석을 통한 리계획 반 사항 

도출 

1) 자연환경

암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습지로 1,100m 

이상이 부분이며, 1,100m미만은 체 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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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tting up the management planning model for Wetland Conservation Area.

Planning items for 

wetland conservation 

area by current 

regulations
1

Wetland conservation 

planning contents 

out of ME's 

wetland conservation 

fundamental plan
2 

Overseas cases3 ⇨

Management planning model for Wetland conservation area

Items Contents

∙Basic matters about 

wetland conservation 

∙Matters for wetland 

conservation․use 

facility installation

∙Matters for wetland 

conservation and 

use․management

- Project for life quality 

improvement of 

relevant local 

residents

- maintenance of 

organism variety

- Wetland restoration 

project and other 

projects for wetland 

conservation

∙Scientific wetland 

survey

- National wetland study 

system reinforcement

- Scientific wetland 

evaluation practice

- National wetland 

inventory establishment

∙Wetl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anagement

- Wetland conservation 

law arrangement

- Wetland conservation․

management 

reinforcement

- Wetland restoration and 

function improvement 

for ecological health

- Wetland organism 

variety conservation 

∙Wise use of wetland 

- Vitalization of wise 

wetland use

- Wetland cognition 

enhancement and 

promotion

-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wetland 

management capability 

reinforcement

∙Current state analysis

- Climate, 

hydraulics․water 

system, geology, 

topography, soil, 

fauna and flora, 

vegetation, habitat, 

land use (past, 

present), and 

landscape etc.

∙Wetland inventory 

establishment

∙Wetland evaluation

- Wetland function, 

conservation grade, 

organism variety, 

economic value, 

livelihood evaluation

∙Mapping

∙Management goal 

setting

∙Management

- conservation, 

restoration, creation 

plan

- Facility installation

- Education

- Economic resources

∙Monitoring

⇨

⇨

Study

analysis

∙Derivation of plan implications by the analysis of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ditions 

∙Natural environment 

- Non-organism field: climate, topography, geology, soil 

gradient, hydrolics․water system, water quality, ecology 

axes, and wetland boundary etc.

- Organism field: appearance organism and habitat state etc. 

- Vegetation field: dominance vegetation, vegetation health, 

present vegetation map, and vegetation cross section map etc.

∙Cultural environment: land use, access and use transport 

and moving line, local community conditions, education, 

participation, cognition, wise use, and community 

Boundary, 

zoning, 

and 

management 

goal 

(Orientation) 

setting

∙Setting of wetland boundary considering major plant species 

(colony) and soil drainage level 

- Stage 1: division of conservation area determination, area 

in which water is constantly or flows, boundary of water 

and land plane based on flood season's water level. inflow 

and outflow zone and water system, and habitat in which 

species in extinction crisis are distributed etc.

- Stage 2: setting of buffer area for protection of core area 

and transition zone in which sustainable use is possible. 

temporary overflow area or direct impact area

- Stage 3: considering determination of final division line 

reflecting social and economic aspects, land ownership 

relation, national and public maintenance relation, and 

existing developed zones etc. 

Conservation 

plan

∙Conservation of resources(species, habitat, and natural 

landscape) with high conservation value, conservation plan 

by topography․geology․hydrolics․water 

system․soil․vegetation․water quality․landscape field 

∙Cultural and social conservation: conservation of land use 

control through zone and division, conservation through social 

institution support, and conservation of community access 

Restoration 

plan

∙Restoration, substitution, and easing of damaged resources

- non-organism environment: function of flood control, water 

quality purification, disaster defense etc.

- organism environment: selection and restoration of flagship 

species considering provision of habitat restoration goal 

species and scarce species, representability and symbolism.

Creation plan

∙Wetland resource value creation, management facility 

introduction, wise use facility and program introduction, 

and substitution wetland creation etc. 

CEPA plan
∙Community, environment education, local participation, 

cognition enhancement, promotion, and wise use

Monitoring, 

evaluation 

∙Scientific study system, inventory establishment, and 

persistent DB management system 

Note 1. The Act of Wetland Conservation 3: 3, 11, Regulation 8.

2. Lee et al., 2011b; ME, 2012b

3. IWWR, 2003; The City of Calgary, 2004; MPCA, 2006; DSE, 2006; WWF, 2007; Broads Authority and Natural England, 2008; IUC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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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정도이다. 용늪 일 의 월평균 기온은 7월 

17.7°C, 8월 17.1°C, 9월 11.3°C이며 9월말부터 

하의 기온을 나타낸다. 최난월의 평균기온이 

18°C 이하로서 고층습원이 형성될 수 있는 기

후이다(Gang et al., 2010). 용늪의 하부층은 변

성암이며, 편마암, 화강편마암, 편암, 각섬암, 

변성 퇴 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도 

20%이상이 약 90%이상이며, 북향과 동향이 각

각 42%, 31%를 차지하고 있다. 용늪은 다습 한

랭한 기후의 지표면이 결․해빙을 반복하면서 

편마암석들이 잘게 부셔져 지반 으로 굴러가

면서 하부로 이동한 암석들이 쌓이면서 강우시 

물이 고인 후 식생이 활착하면서 지 의 용늪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Choi and Goh, 1989; Park, 

2001; Yoon, 2002; Gang et al., 2010). 다양한 

식생이 고사를 반복하면서 죽은 식물이 썩지 않

고 쌓여 이탄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주된 물

의 공 원이 강우에서 지표수와 지면아래 유입

수로 바 면서 물과 양염류가 지속 으로 공

되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용늪 상단 군부 (북서쪽) 방면에서 내려오

는 계곡수는 부분 용늪 상단을 우회하여 용늪 

하단으로 빠진다. 산지사면에서 용늪으로 흘러

드는 지하수는 갈수기시 그 양이 부족하여 용늪 

경계지역에 건조화를 가져와 습지 식물의 생육

을 해하고 있다. 재 BOG 수 의 습지 황

유지가 쉽지 않은 수지상태로 이는 인  물리

환경 변화에 수지 변동이 그 원인이다. 

신갈나무, 당단풍, 회나무, 사스 나무, 병꽃

나무, 소나무, 흰귀룽나무 등 활엽수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용늪의 고도와 다습환경 

특성으로 경목과 경목의 비율이 상 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 99.7%

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층습원의 형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지사면 는 배수가 

나쁜 평탄면에서 발달하는 물이끼가 많은 습원

으로, 양분이 빈약하고 산성화된 토양에서 물

이끼가 자라 이탄의 최 에 따라 구슬댕댕이, 

사스 나무, 갯버들, 소나무, 당단풍, 병꽃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다. 사 군락이 우 하는 용늪 

수면은 고층습원의 독특한 경 을 형성하고 있

고, 군부 시설이 주변에 있어서 고층습원의 자

연경 으로 볼 때, 매우 이질 인 경 이 상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리, 노루, 륙족제비, 두더지, 멧돼지 등

이 분포하고 있고 도마뱀, 살모사, 쇠살모사, 유

목이, 장지뱀 등이 용늪 경계 내외부에서 

발견되고 있다. 검은등뻐꾸기, 노랑때까지, 말

똥가리 등도 발견되고 있다.

2) 인문환경

최근 DMZ 일 의 국립공원, 생물권보 지역 

지정과 련하여 용늪이 그에 편입되는 정책안

이 제기될 정도로 고산습지를 표하며 보호가

치가 높은 습지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꾸

히 용늪의 보 과 복원 련 사업을 지속해 왔

으며, 2000년 설치한 용늪 내 식생복원  목도

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이탄층 슬라이드 방지  

물길 유속 완화공사(‘03), 경사면 식생마 공사

(’04), 복원계획수립(‘05), 토사유입 방지시설 공

사(’07), 지역 녹색 약(‘07), 육화방지사업(’08), 

출입 리시설물 설치, 수문데이터 조사 시설, 

의회 구성, 출입차단  리시설(‘09～’10)

이 진행되어 왔다(Figure 2). 

양구군에서 근하는 방법과 인제를 통해서 

근하는 방법이 있으며, 용늪 내부의 군사용 

도로는 용늪 탐방과 리용 도로로 병행 운 되

고 있다. 군사용 차량 통행 계로 규모가 큰 

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매년 지속 으로 용늪을 

찾는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 

1～9월 사이에 912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

고 있다. 군사시설, 병소, 헬기장, 막사  연

병장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탐방시설로는 안내

, 출입차단시설, 야생동물 먹이공  시설, 목

도, 기상 측장비, 망 , 벤치, 석포장로, 출

입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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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urrent status of major facilities at Yong-neup, Mt. Daeam and major restoration projects since 2000. 

3) 계획 시사점 도출

용늪의 리에 있어서 육화가 가속되고 있다

는 이 가장 한 리사항이라고 볼 수 있

다. 육화의 주요 원인은 외래종의 침입, 주변 사

면에서의 토사 유출, 연구장비 설치로 인한 유

속 증가  침하, 주민의 무단침입, 육화로 인한 

목본류 침입,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썩지 않는 

소재를 이용한 시설물 도입, 보 설치로 인한 신

규 물길 형성, 유량증가로 인한 지반의 침하  

유량 유실, 속한 유속으로 인한 침식 등이다. 

이 외 용늪의 황 분석을 통해 기회  제한요

소 그리고 계획에 반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하여 Table 2

와 같이 정리하 다. 

2.경계  구역 구획을 통한 리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계를 따

라 용늪 습지 체 경계로 설정하 고, 갈수기

를 제외하고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상시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는 지역의 경계를 보 지역으

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홍수기의 수 를 

기 으로 한 수면과 육지면의 경계를 고려하

고, 습지의 입출수 구역, 구간, 그리고 수계 일

를 보 지역으로 설정하 다. 보 구역을 구

획하고 나서 보 지역의 보 과 보호를 지원하

는 완충구역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이

구역을 구획하 다(Figure 3). 

보 지역은 엄정한 보  원칙의 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구획과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

설물 도입과 근을 극 으로 제어할 수 있도

록 하 고, 보 지역으로는 큰용늪, 작은용늪, 

애기용늪 일 가 주요 지역으로써 학술  리

목 으로만 출입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 다. 통합 측  리장비를 구

축하는 것으로 하 고, 기존의 목도와 인공 둑 

설치 지역은 원 생태계로 복원하는 것을 리목

표로 설정하 다. 주된 방문자층을 고려하여 

찰, 탐방은 이구역 주로 배치하 고, 완충

지역에서는 소극 인 생태 시설의 배치 수

에서 토지이용하도록 하 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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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rivation of Condition Reflection Matters through Management Plan Analysis.

Classification Opportunities
Limits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Necessary matters to reflect in plan

Natural 

environment

Topography 

geographical 

features

∙High conservation value of 

topography being formed along range 

of Mt. Daeam

∙Damages of topography landscape by 

mountain climbers

∙conservation of topography landscape 

and management activity

∙Promotion of conservation will and 

conservation necessity through nature 

protection activity program plan 

Geology soil

∙Porphyroid is at the bottom of Mt. 

Daeam Yong-neup and composed of 

gneiss, granitic gneiss, schist, 

amphibolite, and less denaturalized 

sedimentary rock. Being composed 

of rock exposure area, lithosols, red 

and yellow soils, acid brown forest 

soils, lithosols, moderately coarse 

texture, and clay loam soil etc.

∙Recognition is low for geology and soil 

of high wetland.

∙Project promotion and operation in the 

sate that understanding of geology and 

soil is not sufficient

∙Prevention of soil and sand outflow from 

military facilities, Clothing vegetation after 

covering and fixing non woven fabrics of 

decomposition and plant, considering that 

empty space and holes of certain sizes should 

be arranged in non woven fabrics and the 

method that the decomposition of round lumber 

being planted and used is helpful for vegetation 

rootage in these spaces, considering the 

harmony of existing engineering method of 

stable slope using nature rock with natural and 

landscape aesthetics, monitoring of persistent 

slope restoration state.

Water 

environment

∙Most of water sources for Yong-neup 

are valley water flowing from 

military troops direction (of 

northwest) at the upper part of 

Yong-neup and goundwater 

penetrated from mountain slope 

surrounding Yong-neup.

∙Only a part of valley water inflows 

to Yong-neup and most of it, detours 

the upper part of Yong-neup, and 

flows to the bottom of Yong-neup. 

∙Since underground water from 

mountain slope to Yong-neup is not 

enough in the season of dry water, 

it results in dryness of the boundary 

area of Yong-neup and hinders 

vegetation of wetland plants.

∙Inconsiderate installation of measuring 

equipment for study purpose

∙Water land change of artificial physical 

environmental change

∙Decrease of underground water level 

by the development of skate rink

∙Inflow of living waste water by 

residence military troops

∙Removal of major causes to impact on water 

land and adaptive restoration, certain water level 

control and wood fence installation for 

underground water maintenance, minimization 

of underground water outflow through barrier 

wall installation, necessity of reinstallation of 

road and environment friendly improvement of 

water drainage way, reinstallation of water land 

study facilities, removal by stage of past skate 

dyke, ecological reinstallation after the removal 

of existing wooden road, monitoring flow 

volume, flow speed control, monitoring after 

the installation of natural water level reservoir 

through grit chamber and facilities with the 

analysis of collecting well , maintenance 

management of water system and weather 

measuring facilities, improvement and repair 

of water drainage way.

Altitude, 

slope, aspect 

∙High variety of organism species as 

diverse organism habitation 

environment.

∙Typical high mountain wetland 

around large Yong-neup and small 

Yong-neup.

∙Damages of organism species and 

habitation environment by visitor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wetland 

and damages of topography landscape 

and natural resources by poor 

management.

∙Development of trails for diverse organism 

specie conservation and education program plan 

needed. 

Vegetation, 

flora

∙Vegetation flora distribution of 

diverse high mountain wetland such 

as Quercus mongolica colony, 

Molinia japonica - Carex dispalta 

colony, Betula ermanil colony, Acer 

pseudosieboldianum - Acer mono 

colony, Euonymus sachalinensis 

colony, Eurya japonica - Quercus 

mongolica colony, Wegela 

subsessilis colony, Salix gracilistyla 

colony, Carex curta colony, Carex 

dispalata colony, Moninia japonica 

colony, and Carex rhynchophysa - 

Caltha palustris colony.

∙Damages of slope vegetation by soil 

use of nearby slope to use for road 

restoration work

∙Collection of scarce plants by visitors 

∙Removal of tree plants trespassing into wetland, 

persistent removal of foreign species in the core 

conservation area, stabilization project for 

optimal slope, covering by stage of nature 

ground, inducement of road improvement and 

rooting of natural tree species, persistent 

monitoring, introduction of nursery system, 

replacement of indigen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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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lassification Opportunities
Limits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Necessary matters to reflect in plan

Natural 
environment

Mammals

∙Mountain goat and golden eagle, 
natural monument, were observe.

∙Invasion by mammals such as wild pig, 
elk, and roe deer to drink water

∙Damages by wild pig for soil bath and 
search for fodder in the peat and 
exposure area.

∙Damages of slope vegetation by using 
soil of nearby slope to use for road 
restoration

∙Collection of scarce plants by visitors 

∙Improvement of moving path cutting by trails, 
inducement of habitation activity by damage 
species for Yong-neup conservation, 
substitution and inducing development of 
wetland in the nearby areas, ecological 
improvement of move paths planned around 
present road and water drainage way, 
inducement of substitution habitat and feeding 
activity, persistent monitoring, and immediate 
gree area restoration for the areas digged out 
by boars (repair by local indigenes)

Herptile
∙Distribution of lizard, solenoglyph, 

agkistrodon, red sided water snake, 
and lined grass lizard

∙Herptile habitat damage by Yong-neup 
desiccation phenomenon.

∙Natural resource explanation, observation 
program, and environment education through 
facilities, and environment explanation

Natural 
landscape

∙Unique high mountain wetland 
including large Yong-neup and small 
Yong-neup in Korea

∙Damages by visitors to nature 
landscape

∙Use desire and pressure increase
∙Constant existence of artificial 

development landscape
∙Difficult systematic nature landscape 

management because of non-move of 
military corps

∙Improvement of observation platform to 
observe skyline and topography and 
introduction of safe facilities, environment 
education and environment explanation through 
nature education and landscape explanation 
program  

Cultural  
environment

Land 
use

∙Release in 2011 of ecoloy system 
conservation area.

∙Being located in the area of military 
protection, and wetland protection 
areas were extended and designated 
in 2010 (1.06㎢ → 1.36㎢)

∙Being suspended because of 
ecological problems after slope soil 
and sand outflow prevention projects.

∙A observation platform and 262m of 
wooden road installed around large 
Yong-neup.

∙Location of guard post and facilities 
for access control at the entrance part 
of military operation road

∙Outflow of slope soil and sand
∙Invasion without approval to narrow 

path and mountain climbing road
∙Expansion of military facilities 

including military training ground 
development

∙Soil and sand inflow and erosion 
activity vitalization by ground leveling 
work

∙Desiccation by skate rink dyke 
development

∙Repetition of soil and sand outflow and 
loss by nearby slope soil use

∙Earth ground exposure of military 
training ground and military operation 
roads

∙Granulation and loss of soils by 
temperature difference of day and night 
time exposure land soil

∙Sate that boundaries of Yong-neup are 
uncertain.

∙Overall improvement through unification of 
dual access systems , zoning management (core, 
buffer, and transition) needed, diagnosing the 
problems of existing pavement and shooting 
trails, vegetation restoration in the open and 
soil and sand outflow areas, persistent 
monitoring, visit through detour of core 
conservation areas, pavement with the width 
of minimized visit possibility while recording 
is the best way, and maintenance of visit moving 
line pavement management.

Transport

∙Access possible through Yanggu and 
Inje

∙Vehicle entrance possible at the time 
of training while vehicle's access to 
trail

∙Pavement of trails by natural rock

∙Movement of military facilities to 
prevent Yong-neup damages. 

∙Improvement of trail pavement 

∙Visit plan using pedestrian oriented roads 
(vehicle access limited): access of Yong-neup 
in the range not damaged, installation of 
explanation board at the location of resources, 
installation of decks to minimize direct impact 
on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in the case 
of core conservation areas, improvement of 
existing trail pavement (only pavement of 
vehicle wheeling areas), facility plan and use 
to be in harmony with nearby environment by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friendly 
convenience facilities, and access prohibited 
(damage minimization) other than trail to 
Yong-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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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lassification Opportunities
Limits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Necessary matters to reflect in plan

Cultural  
environment

Facility

∙Explanation board, bench, access 
gate, CCTV, telescope, observation 

platform, Yong-neup management 
office, military barrack, fence, 
wooden road, and observation 

facilities (water system measuring 
equipment and weather measuring 
equipment) etc.

∙Insufficient facilities to guide for 
wetland

∙Damages possible to occur at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Installation of wood road limited for 
management (tramping minimization), removal 

of artificial facilities (existing observation 
platform, wire entanglements for the military 
purpose), install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introduction of resident surveillance facilities.

Visit road

∙Access allowance for ecology 
visitors in some area at the time of 
military operation road and by 

guidance of military ecological 
explainer (1.36㎢)

∙State that access is possible for the 

purpose of study
∙Resident participation is managed by 

a nature environment guide of 

environment office and 3 resident 
local government entity's members 
of Inje-gun.

∙Visits concentrated in May through 
June.

∙Within 100 people for a day (50 

people in Inje-gun and 50 people in 
Yanggu-gun) trail use

∙Stamping by carelessness and 
inadequate invasion of non-specialist 
visitors

∙Poor restoration construction work
∙Removal of major causes influencing 

water land and adaptive restoration

∙Installation of gates for visit control, visit to 
wetland with guide accompanied, operation of 
nearby Yong-neup ecology school, 

development of trail connected with mountain 
climbing road of Inje Mt. Daeam, persistent 
monitoring, convenience facility management, 

persistent management after the installation of 
visit limitation facility, maintenance of warning 
board for narrow path blocking connected with 

Yong-neup and maintenance of locking system 
installation, development of trails connected 
with Yanggu and Inje.

Zone
Management plan for major current problems by 

zone

Conser-

vation

area

⑫ Establishment of integrated observation and 

management equipment ⑬ restoration of wood 

road and artificial dyke installation areas 

Buffer

area

⑥ Installation of access management facilities, 

⑨ Securing of visibility area for observation 

platform

Transition

area

① Development of artificial wetland around small 

Yong-neup, ② Management by stage of foreign 

species for whole Yong-neup, ③ Base facilities 

using existing buildings, ④ Development of 

substitution wetland organism wetland protection 

by the development of substitution observation 

land, ⑤ restoration of collecting well facilities, 

⑦ restoration of artificial water drainage way 

for the goal of original ecosystem in the long 

run, ⑧ Removal and restoration of wired 

entanglements, ⑩ restoration of natural landscape 

damaged land including slope, observation way, 

and management way ⑪ Making existing 

buildings visit base facilities

Legend

Figure 3. Zoning for managing Mt. Daeam's Yong-neup and management alternatives for current pend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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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계획 

물환경, 식물, 동물, 경  등의 자연환경분야

와 토지이용, 시설물, 탐방로 등 인문환경분야 

별로 보 계획을 수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과 지역이 참여하는 외래종, 교란 종 제

거 로그램을 도입하고 군부  상주인력  

지역주민과의 약 리를 통한 외래종 제거 

체계를 계획하 다. 용늪 일 에 주로 발견되

는 외래종  생태계 교란종으로는 구주개 , 

서양민들 , 미국쑥부쟁이, 주걱개망 , 미국

가막사리, 큰조아재비, 오리새 등 15개 종이 

있으며, 이  발아시기, 개체수가 은 종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지속 인 외래종  

생태계 교란종의 리가 필요하다. 습지에 

하여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

여 그들에 의한 외래종 제거가 가능한 약

리를 하도록 계획하 다. 한 암산 용늪 일

원에서 자생하는 식물종의 종자, 분얼 등을 채

취하여 상지 내  인  부근에서 번식을 하

고, 용늪 내 복원과 인근지역 생태복원을 해 

필요한 종자원을 수 할 수 있는 식물종 순환

시스템(용늪 서리)을 계획하 다. 용늪과 비

슷한 다른 고산습지에서도 필요시 식물종자 

 식물체를 공 할 수 있도록 계획하 는데, 

이는 지역민의 약 리 등을 필요로 하며, 주

기 인 리  모니터링 비용이 수반되므로 

단계 이고 순응 으로 서리의 범 를 확장

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에는 인  리 

없이도 자연 천이에 의해 순환될 수 있는 시스

템을 제안하 다. 

야생동물 체 서식지, 체 생태 찰지, 취

식지를 조성하여 멧돼지 등의 포유류를 유도함

으로써 기존 큰 용늪, 애기용늪의 멧돼지 등에 

의한 훼손을 감시킬 수 있도록 보 계획을 제

시하 다. 체서식지, 체습지로 탐방자들을 

유도함으로써 용늪, 애기용늪으로의 근 없이

도 고산습지의 생태계를 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압력을 분산하고 CEPA효

과를 증진시키는 등의 명한 이용 효과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리, 교육, 홍보, 해설 등에 한 리 

매뉴얼을 작성보 하고, 필요시 조례재정, 인증

제 도입 등 제도  지원으로 포 이며 사회

인 보 체계를 지원확립토록 하 다. 약 리, 

업 리, 가이드제, 인증제, 수익분배, 외래종 

리규정 등 필요한 자치규례 제정  운 을 

기획하 고, 람사르 습지로써 보 과 명한 이

용을 통해 국제  력 방안을 제시하 다. 

매년 용늪 생물분류군별 생태조사를 실시하

여 용늪의 체계  리를 지원하도록 하 고, 

생태계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 데이터를 인벤

토리화하고 Web-GIS 기반의 용늪 습지 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지도제작, 홍보책자 발

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효과 인 보 리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4.복원계획 

용늪 일원의 육화 가속 경향과 생태계 변화

의 주 원인은 수리, 수문, 수지에 의한 것인데, 

용늪은 인  향에 의해 기존의 정상 인 물

수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복원의 주

안 은 물수지의 개선으로 생태계 천이를 조

하고 정상 인 습지생태계로 복원하는 데 있다. 

특히 배수로의 경우 원칙 으로 용늪의 원 생태

계와 자연경 으로의 복원을 목표를 하고 인

인 물순환은 지양한다는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Figure 4, 7, 8, 9). 

비탈면, 인공시설지역, 찰로, 리로 주변 

등 자연경 가치가 하된 구역은 복원 우선지

를 선정하고 해당 장소에 합한 공법을 마련하

여 장기 인 커뮤니티형 복원사업을 시행하도

록 구상하 다. 큰 용늪에 설치되어 있는 목도

와 인공 둑의 경우, 단계 ․장기 으로 인공 

둑을 제거하여 기존 원생습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둑 제거를 한 기 조사  분

석을 거쳐 기존의 목도를 개선하고 인공 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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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Figure 4. Restoration and improvement plan for water drainage way mainly impacting on the water system of Yong-neup.

Figure 5. Plan of river bed protection hole for the 

prevention of internal scouring of water way 

installed on wood road.

일부 제거해 가는 방향을 제안하 다(Figure 5). 

연병장 남측에 치한 콘크리트 집수정은 단

계 으로 제거하여 복원되도록 하 고, 군사작

도로와 그 주변 환경의 경우, 경계 철조망을 

신한 경 차폐로서 자연경 을 복원하고 단

계 으로 도로의 포장을 최소화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 다. 멧돼지에 의한 피해지 이 토사

유출이나 습지생태계에 향을  수 있는 규모

로 발생된 경우, 즉시 훼손지를 복원하도록 지

침을 제시하 고, 유해동물의 서식을 유도할 수 

있는 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계획하 다

(Figure 6, 7, 8, 9). 

5.창출계획 

애기용늪 상단부에는 군부  시설이 입지하

고 있어서, 군부  시설의 생활하수 등이 유입

되고 군사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표면 유출수, 

비사먼지 등의 유입으로 인한 애기용늪 생태계 

향이 크다. 이에 해 주둔부  건물 앞에 인

공습지를 조성하여 군부 로부터 유입되는 물

을 정화하고 인공습지 찰, 교육, 오수정화 효

과 증진을 한 습지보 , 연구, 교육시설 등으

로 이용하도록 계획하 다. 인공습지 조성 계획

을 수립하여 군부  이 지 생태복원으로 구 연

병장 일 를 인공습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

다(Figure 6, 7, 8, 9). 

6.CEPA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계획 

주민, 군부 , 지자체, 환경청, 학술기 , 연

구기  등이 력하는 보 로그램을 가칭 용

늪 커뮤니티를 기획함으로써 융합 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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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lan for restoration and improvement of military vehicle pavement and surrounding slope around Yong-neup.

Legend : 
① Installation of explanation facilities for ecological tour

② Development of artificial wetland around small Yong-neup

③ Invitation of visitor center (using existing facilities) 

④ Installation of management facilities 

⑤ Utilization as nature conservation management 
(using existing facilities)

⑥ Development of artificial wetland around military training ground

⑦ Development of nursery using major wild plants around Yong-neup 

⑧ Removal by stage of concrete collecting well 

⑨ Removal event of foreign species 

⑩ Development ( draft ) of substitution habitat for wild animals 

⑪ Restoration of military operation road 

⑫ Removal of wired entanglements and improvement of surrounding 
environment 

⑬ Repair of artificial water drainage way 

⑭ Restoration by stage of slopes 

⑮ Introduction of alternative transport system 

⑯ Restoration of nature landscape damaged land 

⑰ Parallel installation of CCTV in the AWS installation areas 

⑱ Re-installation of wood roads 

⑲ Removal of a part of dyke and installation of barrier wall

Figure 7. Adaptive spatial plan for Yong-neup wetland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creation: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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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① Expansion of annex building 
② Observation of artificial wetland and installation of education 

facilities around small Yong-neup 
③ Operation of wetland management center (with visitor center) 
④ Monitoring and adaptive access of artificial wetland around military 

training ground 
⑤ Persistent operation of nursery 
⑥ Removal of collecting well and proceeding of adaptive management 
⑦ Persistence of foreign species removal event 
⑧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substitution habitat for wild animal 
⑨ Improvement of pavement for overall sections of road 
⑩ Expansion of restoration project sections for water drainage way 

and vegetation restoration 
⑪ Persistence of restoration project for slopes 
⑫ Persistence of restoration project for nature landscape restoration 
⑬ Expansion of alternative transport facilities 
⑭ Expansion of management equipment for integrated measurement 
⑮ Adaptive removal and management of remaining artificial dykes 
⑯ Installation of observation deck and search light platform

Figure 8. Adaptive spatial plan for Yong-neup wetland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creation: Stage 2

Legend : 
①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rtificial wetland around small 

Yong-neup

② Persistent mainten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wetland 

management center

③ Maintenance of artificial wetland around military training ground

④ Persistent removal of foreign species

⑤ Adaptive management of substitution habitat

⑥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military operation roads 

⑦ Adaptive management of water drainage way

⑧ Persistence of slope restoration project

⑨ Persistence of restoration project for nature landscape damaged 

land

⑩ Persistent operation of alternative transport

⑪ Mainten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rtificial dykes

⑫ Mainten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aptive 

management proceeding

⑬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deck and search light platform

Figure 9. Adaptive spatial plan for Yong-neup wetland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creation: Stage 3.

리가 되도록 기획하 다. 주민들의 참여에 

해서는 업 리로써 약에 의해 합리 인 이

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질 경제시스템(Quality 

economies)(UNESCO, 1996) 개념을 도입한 

리가 되도록 기획하 다. 그를 통해 지역커뮤니

티에 의한 보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의체 운   사무실 정비를 통해 참여 주민에

게 인센티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고, 교육  

활동 로그램, 참여 주민에게 소정의 리비용

을 지원하도록 하 다. 문가에게 직 으로 

보호․ 리에 한 리법 습득하게 하고 실질

인 보호․ 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로그램

을 제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리 정을 통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

하도록 계획하 고, CCTV, 군부 에 의한 일차

인 감시체계, 주민에 의한 자치 감시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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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interpretation plate design sample for improving CEPA improvement.

상주체계 확보가 되도록 하여서 용늪의 불법출

입을 제한하고 리를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리 로그램을 강화토록 기획하 다. 

커뮤니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순응

이고 단계 인 계획으로, 발화( 의체 기 

구성과 실천), 발 기(커뮤니티 강화), 안정기

(커뮤니티 안정화, 지속 운   발 )로 구분하

고, 각 단계에서 실천할 내용을 계획하 다. 

지역민이 주가 되는 환경해설, 생태  가이

드제 도입  운용으로 지역민 스스로의 생태자

원 자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 고, 등학생, 

교사, 문가 등의 수 별 교육교재  학습교

구 등을 통해 수 별 교육․학습 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문가를 한 워크 , 시범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 용늪만의 

특색 있는 로그램 도입  운 으로 탄소 

녹색  개념을 반 한 용늪만의 생태  

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으로 운 하도록 하

다. 

용늪만의 로고를 제작․보 하여 용늪을 홍

보하고 랜드화하도록 제안하 고, 생태  

특성화를 한 로고활용과 탐방시설물 등의 통

합 장소성 디자인은 유비쿼터스,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  략 수립과 병행하도록 하 다. 

홍보물 제작  보 , 지역생산물, 지역 서비스

업 등의 품질 인증제를 운용함으로써 용늪의 장

소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연  인

문(경 )자원의 보   이용시설 개선  매력 

있는 공간조성으로 방문객 증 시킴으로써 지

역민의 수익과 연계가 되도록 계획하 다. 

습지 리센터와 연계하여 방문객센터, 군부

 건물, 리실 등 거 시설을 설치하여 방문

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안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도

보, 자 거, 청정 셔틀버스 등에 해 시범운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안교통을 확

 용할 수 있도록 로그램하 다. 

V.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습지보호지역 리를 한 

계획항목의 기본 인 내용을 모델로 정립하기 

해 진행되었다. 용늪 습지보호지역을 상으

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계획모델을 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1) 우리나라 행법과 규정, 그리고 환경부의 

습지보 기본계획,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8

가지 분류(1. 조사  분석, 2. 경계․구역구

획  리목표 설정, 3. 보 계획, 4. 복원계획, 

5. 창출계획, 6. CEPA 계획, 7. 모니터링, 8.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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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parts of visit program plans for CEPA enhancement (1 day program).

 

Visitor center

(90 minutes)

Yong-neup animal capture game

(90 minutes)

∙Explanation guide for ecology

∙Education of natural ecology 

such as mountain goat 

∙Exhibition of goat photos

∙Providing Yong-neup 

experience tolls and costumes

⇨

∙Visit to small Yong-neup

∙Picture taking for such as excrement 

of wild animals and footprint

∙Nature credit acquisition

 - Acquisition of Nature credit based 

on organism species

 ※ Nature credit (local currency)

Take, remove, and collect 

(90 minutes) 

⇨

Visitor center 

(90 minutes)

∙Lunch ( combat food )

∙Visit to large Yong-neup

∙Removal event of foreign 

species

∙Indigene planting

∙Nature credit acquisition

 - Acquisition of Nature credit 

based on organism species

∙Exchange of acquired nature credits 

with local goods

∙Stamp for the certification of visit 

to Yong-neup

∙Production of my own album

∙Supporter of Yong-neup, Mt. 

Daeam

∙Going home

계획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 계획방법을 제

시할 수 있었다. 

2) 8개 계획항목  6가지(모니터링, 평가 항목 

제외)를 용늪을 상으로 용한 결과, 첫째, 자

연환경  인문환경 조사  분석으로 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계획항목을 도출하 고, 둘째, 보

, 완충, 이구역으로 용늪 일 의 공간을 구획

할 수 있었으며, 셋째, 식물, 동물분야, 구역구획, 

제도  근을 통한 용늪 일  보 계획, 넷째, 

배수로, 비탈면, 인공 둑, 기존 목도, 군사시설, 야

생동물 등에 의한 훼손지의 복원계획, 다섯째, 인

공습지 창출, 군부  이 지역 습지 조성과 같은 

창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리

정, 질 경제개념 도입, 장소 마 , 지역커뮤

니티 업 리 체계, 생태 , 안교통 등 

CEPA 증진을 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3) 용늪에 용한 리계획모델 결과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첫째,  용늪의 주요 안 과제를 

악하고 사안별로 용할 수 있는 개선방향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합리 인 용늪의 보

, 리, 이용에 한 계획수립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사 습지 생태계

의 효율 인 보호․ 리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연자원을 활

용한 생태 , 자원의 명한 이용 등에 한 

리방안  방향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도 용늪 황에 한 면 한 실태조사

와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CEPA 로

그램 운   습지생태지도 작성 등이 요구된

다. 향후 정부와 지역민, 군부  등과의 의를 

통해 용늪 련 지침  제도를 마련하고 리

를 한다면 보다 효율 이고 체계 인 습지 리

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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