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  

 

피해(Damage), 파괴(Destruction), 교띾(Disturbance), 질적하락
(Degradation), 대량훼손(Decimation)- Helen T. 

 

 

  습지의 훼손 유발 원인 

 

자연적- 침식, 자연잧해, 해수 

 

인문적- 인간행위, 건설행위, 용도변경, 토지이용 

 

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3. 습지의 관리 실태: 

     보전과 훼손 사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 , ( ), ,  , , , 1100

, ,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1100고지습지, 숨은물뱅듸습지, 물영아리습지, 물장올습지, 동백동산습지 

 

 

  제주도 기념물  

 

혼인지 



 해안습지의 훼손  
 

  하도, 종달, 성산포, 서귀포- 관광지 시설, 숙박시설, 해안 도로, 건축물  
  
  제주도 전 해안- 해안도로, 육상양식장, 항.포구 시설, 기타 공유수면매립  

 
 내륙습지의 훼손 
 
  마을연못- 잦은 정비사업, 매립, 도로와 건축물 시설, 농약 오염. 

 
  강정천, 외도천, 옹포천 하류- 하수와 폐기물 유입, 굮사기지 시설, 하천정비 . 



보
전 

훼 
손 

,  

, , ,  

, , , ,  

1100 , ,  

 
   

, ,  

, ,   

 ,   

 
해발고도와 비례함 

 
인간의 간섭이 가장 중요한 요인 



 

 
 
 

뭇 생명들의 삶터 습지 

 
 



물영아리의 사계 





성읍 다도리못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Compass_Rose_English_North.svg


수산저수지 
 

         용수저수지 





2014년 ~2018년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현황(제주시) 

년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백만원) 

2014 2개소 1,000 

2015 9개소 460 

2016 10개소 470 

2017 7개소 560 

2018 11개소 594 

계 39개소 3084 



년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4 

2개소 1,000 

선흘1리 동백동산 990 탐방안내소 편의시설 신축 1식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대흘1리 연못 10 분수대 정비 

2015 

9개소 460 

고내리 멋물 22 
시설물정비(데크,난간,정자) 1식 
옥외용평의자설치 3개 

와산리 못뱅듸 26 
전석쌓기188㎡, 조경수식재 660주 
습지안내표지판설치 1개 옥외용벤치(평의자)설치 3개 

하가리 연화못 67 
목재안전난간정비 114m 목재데크시설 141㎡ 
전석쌓기 127.5㎡ 연화지부되메우기 293㎥ 

신촌리 남생이못 51 
목재데크시설 126.7㎡ 목재난간대시설 65.6m 

목재난간살시설 196.8m 

납읍리 새못, 소애못 29 
전석쌓기 47㎡ 돌(메)쌓기 90㎡ 

조경수식재 1식 평의자설치 6개 

동백동산 럼사르습지 234 

시설계용역 1식 외부화장실 신축 48㎡ 

전기시설 설계 및 설치 1식 

감리용역 1식 오수처리시설제작설치 1식 

하도리 철새도래지 15 합성목재 등 관급구입 

하가리 연통 16 분수설치 1식 



년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6 

10개소 470 

어음2리 돔배물 71  

전석쌓기 63.9㎡, 조경석쌓기 27.1ton 

부정형판석포장 41.4㎡, 잔디식재 65.5㎡ 

배수펌프설치1식, 가로등설치 3EA 

수중등설치 2EA, 팔각정자 1EA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51  

투수블럭포장 152.0m2, 차선도색(주차선) 19.0m2 

차선도색(문자,기호) 28.0m2, 안내표지판설치 4개소 

투광등기구설치 4EA 

납읍리 사장못 3  반사경(D1,000mm) 1EA, 돌담보수 9.0m2 

납읍리 우랑샘이 28  잔디식재 910m2, 돌계단 20계단, 전석쌓기 28m2 

함덕리 도르못 29  
초화류식재 3,354본, 버드나무이식 3주 

관목식재 856주, 등벤치설치 3EA 

선흘2리 우진샘 14  

벤치철거및설치 4개소, 타이어매트철거 35.4m2 

수로돌쌓기(B0.5m) 3.1m, 연못바닥차수 50.1m2 

돌놓기(B1.5m) 29.0m, 안내표지석설치 1개소 

저지리 알못 132  

지피식재 2,460본, 잔디식재 1,428㎡ 

벤토나이트방수 455㎡, 수목전정 52주 

돌의자·탁자설치 2EA, 팔각정자 1EA, 옥외용벤치 4EA 

산지전용1필지(3,095㎡) 

하도리 철새도래지 9  
전시대(800×350)제작설치17개소 

안내판정비 2개소, 이용수칙안내판 제작설치 1식 

용당리 연못 30  
조경시설물도색 84㎡, 연못준설 80㎥ 

운동기구설치 3대, 물레방아보수 1식 

하가리 연화못 104 
기존목교철거 및 설치 42.7m, 돌붙이기 13.4㎡, 겹담쌓기 52.79

㎡, 실시설계 1식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7 

7개소 560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26  

주차장태양광비가림시설139.08㎡ 

태양광비가림시설감리1식 

신엄리 윤남못 81 

실시설계1식 벌개723.2m2, 가도설치42.98ton 

준설(H500)283m3,면고르기233.6m2 

야자매트깔기(W1,000)67.2m 

조경석쌓기(4목기준)53.3ton 수련식재(15cm)200본 

녹나무(R30)식재1주, 돌틈식재 400본 

파고라설치1개소, 등의자설치2개소 

월령리 무긋디 155  

산림조사 및 조성비 1식 준설116.7m3,면고르기92.6m2 

콘크리트구조물철거37.7m3 

조경석쌓기93.8ton, 돌계단(W2,000)14단 

목교설치(W1,700)16.5m 목재난간(W1,500xH500)12경간 

야자매트깔기(W1,500)98.0m 잔디식재43.1m2, 등의자설치3개

소 

신촌리 돈물 114 

지적경계측량 1식 벌개51.2m2, 조경석쌓기140.8ton 

야자매트깔기(W1,500)33m 분수대설치1식 

잔디식재51.2m2, 돌틈식재700주 

테우제작및설치1ea, 등의자설치2개소 

어음2리 돔배물 34  목교(L8000*W2000)1개소, 난간(1500*1200)30m 

봉성리 지세남못 62  연못준설 및 분수대 등 조형물 설치 전력간선설비 1식 

어음1리 뒷샘이못 88 실시설계 1식, 경계측량 1식 연못 차수처리, 전석쌓기, 파고라 설치 등 



연도별 사업명(대상지)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8 

11개소 594 

선흘1리 반못 24  

연못준설 309m3, 돌다리 7m 뚝쌓기 53m, 연못주변정리 324m2 

합성목재데크철거 1식, 퍼걸러교체 1식 폐콘크리트 4ton, 혼합건설폐기물 12ton 

혼합폐기물 248ton 

선흘1리 새물 1  쓰레기걷어내기 65m3 혼합폐기물 104ton 

신촌리 돈물 8  
연못준설 88m3, 수생식물식재 1,000본 

물푸기8hr, 퍼걸러설치 1식 혼합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 70ton 

송당리 산물깍 54  연못주변정리 110m2 야자매트부설127m, 간이의자설치 3개소 안내판설치1개 

덕천리 모산이못 221  

실시설계 1식, 연못방수 298m2 조경석 철거 및 놓기 143ton 

돌다리 설치 39.5m, 자연석판석포장 11m2 경계석 설치 6m, 펄제거 1,022m3 

방수시트철거 200m2, 순채이식 200본 동백나무 이식 5주, 철죽이식 25주 

수생식물식재 1650본, 물푸기 320hr 폐기물상차 505m3, 골재운반 282m3 

물넘이돌담 12m, 잔토처리 62.5m3 

신촌리 닭머르 193  
기존데크철거 348m2, 목계단설치 343ea 목재난간설치 69경간, 오일스테인칠 359m2 

잡철물제작설치 3ton, 우레탄페인트191m2 전망대난간설치 35경간, 실시설계1식 

신촌리 남생이못 40  
기존시설철거 274m2, 목재가공조립 11m3 마루널깔기 127m2, 오일스테인칠 801m2 

잡철물제작및설치(STS) 0.43ton 녹막이페이트칠 11m2 

폐기물운반및처리 28ton 

수장동 연못 25  조경석쌓기 93㎡, 연못준설 288㎥ 콘크리트포장 32㎡ 

금등리 멋못 15  조경석쌓기(겹담) 90㎡, 연못준설 121㎥ 부레옥잠제거 1,105㎡ 

고내리 멋물 9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도장 및 보수 1식 

함덕리 앞갯물 4  판석붙임 1.805m2, 지붕보수 4.928m2 정자철거 1.081m3, 폐기물처리 0.751ton 



정비전후의 윤내미못 







어욱새미못- 돌담정비, 시멘트 포장 



돈물- 뗏목 설치 





명도암못- 탐방로, 방수시설, 식물식재 



남선못- 농사용 폐기물 방치, 매립 



습지환경교육 



습지환경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