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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지 정의
■

습지는 일반적으로 영구적 또는 계절적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그
상태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고 있는 곳을 의미하나 학자에 따라 습지를 달리 정의함
- 습지(wetland)는‘배수가 불량한 광물질 토양과 우세한 초본 식물이 특징인 습한
생태계로서 자연적 조건으로 수분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축축하고 습한 땅’으로 정의됨
- 그러나 홍(1998)은 습지를 연중 일정기간 동안 얕은 물에 잠겨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땅으로 정의함
- 또한, Cylinder(1995) 등은 습지를 영구적 또는 계절적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1) 람사르 협약에서의 정의
■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람사르(Ramsar)협약에서는 습지를 아주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람사르(Ramsar)협약에서 습지는 자연적인 것을 비롯한 인공적인 것도 습지에 포함함
- 또한 영속적이든 일시적이든 간에 물이 체류하거나 또는 흐르고 있거나, 혹은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또는 염수이거나 간에 습지로 포함함
- 그리고 습원이나 소택지, 이탄지, 혹은 하천이나 호소 등의 수역도 습지로 정의하고 있음

■

람사르(Ramsar)협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습지의 수심을 2m이상 6m이하까지로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 람사르(Ramsar)협약에서는 인접한 하천변과 섬, 그리고 습지 내 있는 저수위시
6m를 초과하는 해양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양어장, 농경지 연못, 관수 농경지,
저수지, 운하 등과 같은 곳도 습지로 분류하고 있음

2) 국외에서의 습지의 정의
■

미국의 EPA(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습지는 빈번히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곳’으로 정의함
- 이러한 습지는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은 지역에 적응해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적당한
식생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늪, 소택지, 습원 등이나 비슷한 지역을 가리킴
- 그러나 야생동물보호청의 정의에서는 얕은 물로 덮이는 지역은 습지로 인정되나
영구적으로 깊은 물로 침수되는 지역은 배제하고 있음
-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는 습지정의에 있어서
기존과 같이 수문, 토양, 식생을 주요 인자로 하고 여기에 동물을 포함한 생물군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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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는 수문과 생물군(특히, 습지 식생과 물새)을 강조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식생이 없는 지역일지라도,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경우 습지로 인정한하고 있음

■

국외에서 정의하고 있는 습지는 대부분 습지식생이나 습윤 토양의 존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특히, 식물이 성장하는 기간)동안 침수되거나 얕은 물로 덮여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3) 국내에서의 습지의 정의
■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습지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

습지보전법(개정 2014.03. 24)에서 습지는 담수(담수: 민물),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염수: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로 구분하고 있음
-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의미하고,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의미함

■

김귀곤(2003)은 습지를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의 전이지대로서 영구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며, 특별히 그러한 상태에 적응된 식생 및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함

2. 습지 기능
■

습지는 육지특성을 지닌 내륙(Upland; terrestrial system)과 수생태계(deep
water; aquatic system) 사이의 일종의 전이지대로서(Cowardin et al., 1979),
종다양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음(Mitsch & Gosselink, 1993)
- 습지는 일반적으로 초본식물이 우세한 특징을 가지며, 목본 식물이 우세한 소택지와 구별됨
-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물질이 풍부하고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생태적 기능을 제공함(Mulamootti et al., 1996).

■

습지의 기능은 습지 내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는 수문 저장, 영양물질의 변형, 생명체의 성장, 습지 식생의 다양성 등이
포함됨(USGS, 1999)
- 습지는 각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물에 포함된 침전물과 유기물을 제거하며,
지하수 저장 및 충진, 지표수 공급 및 유량 조절, 기타 레크리에이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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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의 기능은 습지의 위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서식처, 수문, 수질
등으로 구분됨

■

Ramsar Convention(1993, 1998)에서는 습지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구성
요소- 토양, 물, 식생, 동물간의 상호작용으로 물 저장, 홍수억제, 호안의 안정성
확보 및 침식조절, 지하수 보충 및 유지, 수질정화, 그 외에도 지역 기후 조건의 안정,
온도와 강수량 조절, 오염원 조절, 영양염 순환 등을 습지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습지의 기능은 크게 ① 생물종 다양성 유지 기능, ② 다양한 서식 환경 제공, ③
영양분과 먹이의 공급 기능, ④ 높은 생산 기능, ⑤ 수리·수문학적 기능, ⑥
기후 조절 기능, ⑦ 수질 정화, ⑧ 해안선의 안정화 및 폭풍방지 기능, ⑨ 관광과
여과공간의 제공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Cylinder et al., 1995).

1) 생물종 다양성 유지 기능
■

담수습지에는 전 세계 생물종의 약 40% 이상, 특히 포유류의 12%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 강의 경우 약 1,800여종이 서식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습지는
매우 많은 종이 서식하기도 함

■

생물종 다양성 측면에서 열대우림과 견줄 수 있는 산호초 지대에는 모든 해양생물의 약
25% 정도가 서식함
- 산호가 서식하는 모래톱에는 4,000여 종의 어류와 800여 종의 산호류를 비롯하여
100만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함

2) 다양한 서식 환경 제공
■

습지의 얕은 물과 수초지대는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어린 물고기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

■

새들에게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이자 어린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습지는 쉬거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

■

육상동물들은 습지를 통하여 수분을 공급받음은 물론 쉴 수 있는 장소로 활용

■

습지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양질의 서식 환경을 제공함

3) 영양분과 먹이의 공급 기능
■

습지는 물의 이동을 늦추는 한편 자양분과 퇴적물을 보유하는 기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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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습지의 일종인 내륙범람원과 하구의 삼각주는 홍수의 유속을 느리게 하면서
범람지역(침수지역)으로 많은 영양분을 침전시킴
영양분은 물속에서의 미생물 활동과 습지식물의 성장을 왕성하게 하여 수서곤충이나
어패류에게 먹이를 제공
물새나 양서·파충류, 소형 포유동물은 먹이로써 습지의 수서곤충이나 어류를
대상으로 하기도 함

4) 생산력의 보물창고
■

지구상에 있는 습지 생태계는 열대우림 생태계와 비슷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3000g/㎡·yr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

해양 생태계 중에서 1차 생산력의 연평균 생산율을 보면 하구역이나 해조숲-산호초
생태계의 생산력이 대륙붕이나 용승 때문에 하층의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해역보다 4배 정도 높고, 외해역 보다는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습지 생태계는 대륙붕보다 약 10배, 외해역 보다는 거의 30배 이상 높은 생산력을 보여줌

5) 수리·수문학적 기능
■

습지의 토양은 단위 부피당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관개로가 복잡하며 조직적이어서 우기나 가뭄 시 훌륭한 자연 댐의 기능을 함
- 우기나 홍수 시의 많은 수분을 습지 또는 습지토양에 저장하였다가 건기 시에는
주위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짐
- 또한, 습지의 토양은 표면유출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토양 침식을 방지함

■

강변에 위치한 수많은 하천변 습지는 홍수 시 스펀지와 같이 많은 물을 머금어
천천히 하류로 방출함으로써 수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
- 습지는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토사와 습지식물이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류로 흘러가는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능을 발휘함

6) 기후 조절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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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지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4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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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탄지와 산지습지는 중요한 탄소의 흡수 및 저장소의 기능을 함
■

■

지표면의 약 6%를 차지하는 습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대기 중으로 탄소 유입을
차단하여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기능을 함
미시적 측면에서는 특정 지역의 대기온도 및 습지 등을 조절하는 국지적
기후조절기능을 가짐

7) 수질오염원 물질 제거
■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미생물과 습지를 구성하는 토양 등은 주변으로부터
러나오는 각종 오염된 물을 흡수하여 오염물질을 정화시킴
- 습지가 오염된 물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화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자정능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임

■

습지는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임
- 미국 플로리다의 삼나무 늪지(cypress swamps)는 모든 질소의 98%와 모든 인의
97%를 지하수로 들어가기 전에 제거한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함

8) 해안선의 안정화 및 폭풍방지 기능
■

연안습지는 폭풍에 의한 큰 파도와 같은 기상 변화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
- 바람과 파고를 경감시키며 해상으로부터 육지로 들어오는 각종 물질을 습지 내에
퇴적시키는 기능도 수행함

9) 여가활동과 관광을 위한 기능
■

습지 내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은
생태관광지로의 기능도 부여함
- 훌륭한 경관을 지닌 많은 습지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지역들은 관광객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
- 또한, 습지탐사 또는 조류관찰과 같은 생태관광지로도 활용도가 높음

■

생태계에 대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기에 적절하여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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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지의 가치
■

습지의 가치는 습지의 기능을 통하여 나타나며, 크게 ① 생태학적 가치, ② 경관적
가치, ③ 수문학적 가치, ④ 문화적 가치, ⑤ 경제적 가치로 제시할 수 있음

1) 생태학적 가치
■

습지가 지닌 주요한 생태적 가치는 조류,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각종 야생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타나는 가치가 있음

■

또한, 습지 내 침전물과 유기물을 제거하며, 지표수와 지하수의 저장 및 충전을 통해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나타나는 생태학적 가치가 있음

2) 경관적 가치
■

습지는 물과 함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문화적 가치와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

이러한 역동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반으로 자연교육, 관찰 및 체험 장소로 활용되는 가치가 있음

3) 수문학적 가치
■

습지의 토양은 단위 부피당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관개로가 복잡하지만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기나 가뭄 시 훌륭한 자연
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가 높아짐

■

우기나 홍수 때의 과다한 수분은 습지토양 속에 저장되었다가 건기에 지속적으로
주위에 공급함으로써 수분을 조절하기도 하며, 이때, 토양은 표면 유출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기능에 의해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함으로써 가치가 높아짐

4) 문화적 가치
습지의 문화적 가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왔으나, 많은 습지가 종교적,
역사적, 고고학적 측면에서 가치를 가지며, 또한 지역사회 및 국가가 갖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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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가치
■

습지가 제공해 주는 경제적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습지는
수자원의 확보와 적정 유지를 위한 개발 및 관리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습지 자체가
가진 수질 정화기능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가치가 있음

■

또한, 습지는 어업 및 수산업의 산실로서 전 세계 어획고의 2/3을 차지하는 등 막대한
수입원이 되기도 함

■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농업, 목재 생산, 이탄과 식물자원 등의 에너지 자원,
야생동물 자원, 교통수단, 휴양 및 생태관광의 기회 제공 등으로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수변과 연계된 자연체험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이용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4. 습지의 형성요인 및 발달
1) 습지의 형성요인
■

습지의 형성은 각 지형적, 환경적, 외부요인에 의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됨

■

습지를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지형과 습지 수문, 습윤 토양과 습지
식물에 의해서 습지가 형성되며, 지리와 지형은 물이 흐르거나 물을 담아 둘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산림에서는 계곡이나 산림 내에서의 평지, 움푹 파인 땅은
습지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환경이 됨
- 습지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수문으로 습지
수문은 습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며, 일단 수문조건에 의해서
습지가 형성되면 그 습지는 수생식물과 수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게 됨

2) 습지의 발달
■

습지는 얕은 호수나 연못에 수생식물 등 식생이 증가되고 이를 서식기반으로 하는
동물들이 유입되며, 장기적으로는 수면을 덮어 가리게 되는 것이 습지 발달의 시작임
- 이 단계에서는 아직 영양분이 많은 부영양인 상태로서 이것을 저층 습원(습지)이라
부른다. 번성한 수생식물이 죽거나 넘어진 채 물 안에서 미분해의 상태에 놓이고,
퇴적한 것이 이탄임
- 이탄층에는 수분이 많고 영양물질이 적기 때문에 식물의 종류가 한정되는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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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층 다음으로 중기 습원이 되는데, 중기습원은 이탄층이 점차 두껍게 되어
습지에는 빈영양 상태에 적응력이 있는 식생들만이 서식하게 됨

■

■

마지막에는 고층 습원으로 발달되는데, 고층습원은 가장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생육할 수 있는 물이끼가 지표를 덮음으로써 형성됨

5. 습지의 형태와 분류
1) 일반적 분류
■

습지는 우점식생, 물의 원천, 위치, 규모,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 및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함
- 일반적으로는 소택지(swamp), 늪(marsh), 이탄늪(bog) 등 몇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식생의 발달과 토양 등을 기준으로 저층습지, 중층습지, 고층습지
등으로 구분함
-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는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습지유형 분류체계’임

2)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 분류
■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마련한‘습지유형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Wetland Type)’임
- 이 분류체계는 1990년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되었고 이후 수정된 것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습지서식처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총 43가지의
습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크게‘연안’,‘내륙’,‘인공습지’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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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해

중분류

해양형

및
안

조하대
조간대

양
연

중분류1

[표]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 유형
중분류2
수초대
암초
암반대
미고결대

조하대
하구형

조간대

호소형/

영구성/

소택형

계절성

하천형

지속성

호수형
(8ha이상,
수심
2m이상)

영구성
계절성
영구성
계절성

내

미고결대
정수식물대
교목우점

정수식물

정수식물

륙
소택형
(8ha이하,
수심
2m이하)

영구성
초본우점
관목우점
교목우점
계절성

정수식물
초본우점

지열형
내수면어업
농경지
인

염전

공
도시 및
공단

세분류

분류코드

얕은 바다
해안조하대
산호초
암석 해안
모래 및 자갈해안
하구수역
조간대 갯벌
염습지
맹그로브 소택지
기수 및 염수성 석호
연안담수석호
영구하천
내륙 삼각주
간헐적 하천
영구성 담수호
계절성 담수호
영구성 염호습지
계절성 염호습지
영구성 담수못 또는

A
B
C
D
E
F
G
H
I
J
K
M
L
N
O
P
Q
R

습지
이탄습지,
알카리습원
고산습지
영구성 담수 소택지
관목우점 늪
담수교목습지
이탄교목습지
샘물습지
계절성담수습지
무기토담수습지
지열성습지
양어장
농업용저수지
논
계절성침수경작지
염전
저수지, 댐, 간척호
자갈 채굴장
수질정화습지
운하 및 배수로/
관개수로

종류
해안석호, 암석 해안과
산호초지역을 포함한
연안습지

삼각주, 갯벌, 맹그로브

강과 하천과
관련된 습지

호수와 관련된 습지

Sp
U
Va
Tp
W
Xf
Xp
Y
Ss
Ts
Zg
1
2
3
4
5
6
7
8

늪, 습지,
소택지

물고기, 새우연못,
수경연못, 논, 염전,
저수지, 간척호, 댐,
수질정화습지, 채굴장,
운하 및 배수로,
관계수로

9

출처 : 환경부, 국가습지의 유형별·등급별 분류 및 유형별 습지복원 매뉴얼 작성 연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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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에서의 습지 분류
■

국내의 경우, 최근까지 람사르습지 유형분류 체계를 주로 사용해왔으나, 람사르습지
분류기준은 전 지구에 걸친 기후현상과 수문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습지
유형분류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NDP/GEF 국가습지
보전사업단(2004~2009)에서‘습지유형분류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환경부, 2010)

■

하지만, 그 역시 실제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동일한 습지일지라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분류가 되는 등 현장 적용성의 문제가 노출되어 환경부에서
2011년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를 확립하여 현재 국가습지조사 및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현재의 국가 습지 유형분류체계는 국내 습지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 인공습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분류를 통해 총 35개의 습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환경부, 2014)
- 습지의 유형은 습지의 효율적인 습지보전과 이용 그리고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습지의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형조건,
수문조건(수원, 범람빈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대분류(super-system) : 습지의 입지 및 형성에 따라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로 구분
- 중분류(system) : 지형적 특성에 따라 연안형, 하천형, 호수형, 산지형 등으로 구분
- 소분류(sub-system) : 습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습지의 보전 및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수원과 범람빈도 및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 상세분류(class) : 우리나라 습지의 기질과 분포형태를 나타냄

■

현재 국내에서는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유형분류체계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 모두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전국 내륙습지의 유형분류는 국립습지센터의 일반조사에 의해 결정됨
- 무생물 분야 : 지형 및 토양환경, 화분분석, 수리·수문환경수질, 습지경계 및 범위(핵심,
완충, 전이지역) 설정
- 생물분야 : 식생, 식물상, 어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저서성
무척추동물, 동식물 플랑크톤 등 분포현황 및 분야별 특이 종 현황파악 등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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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습지
개요
전국내륙습지조사
일반조사
무생물 분야

인문·사회 분야
-관련문헌 자료 및 통계수집
-오염원, 개발계획 등

정밀조사
인문사회분야

생물 분야

-토지이용현황과 잠재적 위협요소
-습지보전 및 관리방안

-지형, 지질, 토양, 경관조사
-수리, 수문, 수질조사
-식생조사

무생물분야

-조사습지 위치 및 목록

-지형, 지질, 토양조사
-수문, 기상, 지중수, 홍수량, 지표수,
물수지 분석
-식생조사

생물분야
-식물상
-육상곤충

습지 유형 및 경계 설정

-저서성 무척추동물

습지가치 평가

-양서 파충류

습지 평가

-어류
-조류

보전가치
우수습지

습지등급설정

-포유류
-동식물 플랑크톤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일반조사 보고서 작성

습지 ‘보전’ 및 ‘이용’ 정책 반영

>

국가습지목록 구축

보호지역 지정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그림] 전국내륙습지 조사 체계 습지의 유형의 설정
출처 : 환경부, 전국내륙습지 조사지침(2011)

호수형
>

하천형

■

■

산지형

[그림 3-2] 내륙습지의 구분

내륙습지의 경우 지형에 따라 하천형, 호소형, 산지형 습지로 구분
“하천형 습지”라 함은 하천 범람, 침식·퇴적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 습지로서 하도와
하구범람원 지역을 의미
- 하천형 습지는 유수역의 하도습지와 보습지, 정수역의 배후습지와 용천습지로 구분
19

>

[표2] 하천형 내륙습지의 유형

구분
중분류

상세분류
소분류
(식생, 토양,
(수원/범람)
수문)

특징

예

제외지 내에 유수의 영향을
하도습지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받는
모든 습지

하천형 내륙습지

유수역

한반도 습지

보의 정체수역 내에 침수
보습지

식물과 정수식물이 우점하는
습지

웃들습지

자연제방 배후지역 혹은
배후습지

제내지 범람원에 계절적 혹은
영구적으로 침수 되는 습지

정수역
용천습지

우포늪

용출수 하천에 형성된 습지
장계습지

출처 : 환경부, 국가습지의 유형별·등급별 분류 및 유형별 습지복원 매뉴얼 작성 연구(2010)

“호수형 습지”라 함은 영구적 또는 계절적으로 침수되어 있는 폐쇄적 정체수역을 의미

■

- 호수형 습지는 담수역의 담수호습지, 우각호습지로 구분
>

[표3] 하천형 내륙습지의 유형

구분
상세분류
소분류
(식생, 토양,
중분류
(수원/범람)
수문)
호수형 내륙습지

담수호
습지
유수역
우각호
습지

특징

예

호안(자연호수이거나
인공호수)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습지

물영아리오름

구하도에 물이 고여 형성된
습지
되정못 습지

출처 : 환경부, 국가습지의 유형별·등급별 분류 및 유형별 습지복원 매뉴얼 작성 연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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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습지
개요

중분류
호수형
>

대분류
내륙습지

소분류
담수역

상세분류
담수호습지

[그림 3-3] 물영아리오름 습지 유형 분류

출처 : 환경부, 국가습지의 유형별·등급별 분류 및 유형별 습지복원 매뉴얼 작성 연구(2010)
>

대분류
연
안
습
지

내
륙
습
지

인
공
습
지

중분류
소분류
(지형) (수원/범람)

[표5] 국내 습지의 유형(환경부)

상세분류
(식생,토양,수문)
해양수초대습지
조하대
산호습지
해양습지
연안수초대습지
연안
암석해안습지
조간대
갯벌습지
(조상대)
해빈습지
염습지
하구갯벌습지
하구감삭주습지
기수역
하구염습지
하천형
하도습지
유수역
보습지
배후습지
정수역
용천습지
석호습지
기수역
간척호습지
호수형
담수호습지
담수역
우각호습지
사구습지
강우
고층습원(bogs)
지중우
저층습원(fens)
산지형
저습지(marshes)
지표수/지중수
소택지(swamps)
염전
염전
연안
양식장
연안양식장
인공호
인공호습지
농경지
논
내수면어업
내수면어업
용수로
인공수로습지
내륙
인공수로습지
수질정화습지
조성습지
대체습지
생태수변공원
인공웅덩이
채굴지습지

기호

비고(특성)

C1
C2
C3
C4
C5
C6
C7
C8
R1
R2
R3
R3
R5
R6
R7
L1
L2
L3
L4
L5
M1
M2
M3
M4
Hc1
Hc2
H1
H2
H3
H4
H5
H6
H7
H8
H9

수초대
산호초
고결/미고결대
수초대
암석해안
미고결대
하구
제외지
보의 축조로 형성된 습지
제내지 범람원
용출천
석호(기수/염수)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기수/염수)
자연호수습지,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
구하도
해안/하안
산성습원, 이탄습원
계절적/영구적 알카리성 습원
추수성 수생식물 우점 늪/묵논, 이탄지
관목우점 묵논
염전/폐염전
양식장
인공댐, 저수지
경작지(논)
양식장/낚시터
관개 및 연락수로, 어도
관개 및 연락수로, 어도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새로 복원된 습지
채굴지

출처 : 환경부, 국가습지의 유형별·등급별 분류 및 유형별 습지복원 매뉴얼 작성 연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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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습지 현황
■

국내 습지는 유형별로 약 2000여 개소, 조사된 습지의 면적은 대략 1,872㎢으로 추정
- UNEP에 따르면 지구상 육지표면의 약 6%가 습지로 존재
-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습지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정확한 습지면적을
산출하기는 힘들어 현재까지 조사된 습지의 면적은 대략 1,872㎢(여의도의 약
220배)으로 추정하고 있음

가. 국내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36개 지역,
356.045㎢으로서 환경부 지정이 21개소, 124.241㎢, 해양수산부 지정이 12개소,
225.170㎢, 지차제 지정이 3개소, 6.634㎢임

1) 환경부 지정 내륙습지 보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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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 이후, 물영아리오름, 낙동강하구, 우포늪, 담양습지, 한강하구 등을
포함하여 총 21개소(124.24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습지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습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Ⅰ.
습지
개요
- 습지보전계획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으로 희귀 동ㆍ식물의 보호,
생물다양성 제고 등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및 사유재산권의 제약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습지 소식지 등 다수의 습지관련 책자 및 유인물 배포 등 습지보전 홍보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습지의 보전을 위하여 전국 내륙습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습지의 DB구축 등을
통하여 내륙습지의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지역명

위치

면적(㎡)

낙동강하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37,718,000
대암산용늪
강원도 인제군
1,360,000
무제치늪
울산광역시 울주군
184,000
우포늪
경상남도 창녕군
8,609,000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09,000
화엄늪
경상남도 양산시
124,000
두웅습지
충청남도 태안군
67,000
신불산고산습지
경상남도 양산시
308,000
담양하천습지
전라남도 담양군
981,000
신안장도습지
전라남도 신안군
90,000
한강하구
경기도 고양시
60,668,000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경상남도 밀양시
587,000
제주 1100고지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26,000
제주 물장오리 오름 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10,000
제주 동백동산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90,083
고창 운곡습지
전라북도 고창군
1,930,000
상주 공검지
경상북도 상주시
264,000
한반도습지
강원도 영월군
2,772,000
정읍 월영습지
전라북도 정읍시
375,000
제주 숨은물뱅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75,000
순천 동천하구
전라남도 순천시
5,399,000

지정일자
(습지보호지역)
1999-08-09
1999-08-09
1999-08-09
1999-08-09
2000-12-05
2002-02-01
2002-11-01
2004-02-20
2004-07-08
2004-08-31
2006-04-17
2006-12-28
2009-10-01
2009-10-01
2010-11-12
2011-03-14
2011-06-29
2012-01-13
2014-07-24
2015-07-01
2015-12-24

지정일자
(람사르습지)
1997-03-28
2007-12-20
1998-03-02
2006-10-18
2007-12-20

2005-03-30

2009-10-12
2008-10-13
2011-03-14
2011-04-07
2015-05-13
2015-05-13
2016-01-20

출처 : 국립습지센터 홈페이지, 습지정보실, 습지보호지역

2) 국토해양부 지정 연안습지 보호지역
■

현재 무안갯벌, 순천만 갯벌, 고창갯벌, 시흥갯벌 등 총 12개소의 연안습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습지의 지정 면적은 225.170㎢ 로 전체
연안습지의 약 6%에 달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또한, 습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생태공원 조성, 습지
23

저해시설 제거, 갯벌 탐방로 설치, 갯벌 쓰레기 및 폐어망 수거 등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이 직접 습지를 체험하고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습지의 보호 및 보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갯벌 생태안내인 교육, 갯벌관련 책자 및 유인물 배포 등 연안습지
생태관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갯벌의 생태자료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갯벌포탈사이트 구축 사업 추진 등 연안습지 정보 관리체제(http://
tidalflat.ecosea.go.kr)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지역명

위치

면적(㎡)

무안갯벌
진도갯벌
옹진장봉도갯벌
보성벌교갯벌
순천만갯벌
부안줄포만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증도갯벌
봉암갯벌
시흥갯벌
비금·도초도 갯벌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진도군
인천광역시 웅진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시흥시
전라남도 신안군

42,000,000
1,440,000
68,400,000
10,300,000
28,000,000
4,900,000
10,400,000
15,300,000
31,300,000
92,396
71,000
12,320,000

지정일자
(습지보호지역)
2001-12-28
2002-12-28
2003-12-31
2003-12-31
2003-12-31
2006-12-15
2007-12-31
2008-02-01
2010-01-29
2011-12-16
2012-02-17
2015-12-30

지정일자
(람사르습지)
2008-01-14

2006-01-20
2006-01-20
2010-02-01
2010-02-01
2009-12-02
2011-09-01

출처 : 국립습지센터 홈페이지, 습지정보실, 습지보호지역

3) 시·도지사 지정 습지 보호지역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습지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
- 현재 국내 시·도지사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는 대구 달성하천습지, 대청호추동습지,
송도갯벌 등 총 3개소(6.634㎢)가 지정·관리되고 있음

나.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
1) 람사르 협약 개요
■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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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습지
개요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함

2) 국내 람사르습지 현황
■

람사르 등록습지 현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22개소, 191.627㎢로서
환경부지정이 16개소, 22.027㎢, 해양수산부지정이 6개소, 169.600㎢임
- 순천만갯벌과 보성벌교갯벌을 1개의 람사르습지로 등록됨
- 오대산국립공원습지는 소황병산늪, 질뫼늪, 조개동늪 3개소를 1개의 람사르습지로 등록됨
- 오대산국립공원습지와강화매화마름군락지그리고한강밤섬은람사르습지로만등록되어있음
- 물장오리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면적과 람사르 등록 면적과 다르게 나타남(고시도면에서
습지경계 직선화 작업과정에서 발생)
- 무제치늪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0.184㎢이지만 람사르습지로 지정면적은
0.04㎢(무제치 1늪과 2늪의 핵심지역만 지정)임
- 고창·무안갯벌은 각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람사르 리스트에는
단일습지로 등록됨(두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15.3㎢ (10.4㎢+4.9㎢)으로
지정되었으나, 람사르 리스트에는 통합되어 45.5㎢로 등록되었음)
- 최근 2016년 1월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동천하구가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록됨

7. 제주도내 습지보호 지역의 지정 및 현황
■

제주 습지보호지역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총 5개 지역, 2.827㎢로서 모두 환경부
지정 내륙습지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총 면적은 2.828㎢임
- 서귀포시 남원읍에 소재하는 물영아리오름습지(0.309㎢, 2000. 12. 5일 지정),
제주시 봉개동에 소재하는 물장오리오름습지(0.628㎢, 2009. 10. 1일 지정),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시 광령리 일원의 1100고지 습지(0.125㎢, 2009. 10. 1일
지정),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의 동백동산습지(0.590㎢, 2010. 11. 12일 지정),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의 숨은물뱅듸습지(1,175㎢, 2015. 7. 1일 지정) 등임

지역명 (등록명)
위 치
물영아리오름 습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Mulyeongari-oreum)
일대 분화구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 제주시 봉개동
(Muljangori-oreum wetland)
1100고지 습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제주시
(1100 Altitude Wetland)
광령리
제주 동백동산 습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Dongbaekdongsan)
숨은물뱅듸
제주 제주시 광령리
(Sumeunmulbaengdui)

면적(㎢)

등록일자

0.309

2006.10.18

0.628

2008.10.13

0.126

2009.10.12

0.590

2011.03.14

1.175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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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1) 내륙습지
제주도내 내륙습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습지 D/B 구축 자료 조사 연구
(제주녹색환경지원 센터, 2012)를 통해 322개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그러나 실제 322개의 습지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습지도 포함되어 있음. 본 자료에서는 습지가 경작지나 공영주차장 등으로
변모되어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거나 확인이 어려운 28개소의 내륙습지를 제외한 약
294개의 습지에 대한 현황을 소개함
>

[표1] 제주지역 내륙습지 지역별 분포 현황

제주시

서귀포시

습지 분포지역
제주시 동지역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
소 계
서귀포시 동지역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소 계

합계

습지 분포 수(개)
17
35
19
23
21
28
19
162
23
27
11
12
15
44
132
294

비고
20(3)
36(1)
24(5)
25(2)
22(1)
31(3)
19(0)
177(15)
28(5)
30(3)
13(2)
13(1)
17(2)
44(0)
145(13)
322(28)

※ 비고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 내륙습지 D/B 구축 자료 조사 연 구」결과이며, ( )는
실제 조사에서 위치 불분명, 접근 불가, 경작지, 공영주차장, 골프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이를 제외한
습지의 개소수임

[그림1] 제주지역 내륙습지 분포 현황 >
※위치(점)의 크기는 습지의 면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습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크기를 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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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습지
제주도내 연안습지는 「제주도의 해안습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에는 구좌읍 2개소, 조천읍 3개소, 애월읍 1개소, 한림읍 2개소,
한경면 지역 2개소 등이 분포하고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지역에는 대정읍 1개소, 안덕면
1개소, 남원읍 1개소, 표선면 1개소, 성산읍 2개소 등 8개소의 연안습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2] 제주지역 연안습지 지역별 분포 현황

습지 분포 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습지 분포 수(개)

제주시 동지역

3

구좌읍

2

조천읍

3

애월읍

1

한림읍

2

한경면

2

우도면

0

소

13

계

서귀포시 동지역

2

대정읍

1

안덕면

1

남원읍

1

표선면

1

성산읍

2

소

계

합계

8
21

<

[그림2] 제주지역 연안습지 GIS 구축 현황 및 결과

※위치(점)의 크기는 습지면적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선명하게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크기를 임의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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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좌읍
지역

제주시 구좌읍은 김녕리 3개소, 덕천리 12개소, 동복리 2개소, 송당리
2개소, 월정리 4개소, 종달리 6개소, 하도리 3개소, 한동리 2개소, 행원리
3개소 등 총 37개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김녕리 김녕습지1, 선유연못, 자금우못
덕천리 괴살메 주변(고갑술못), 덕천 연못1, 2, 모산이갈대밭, 모산이연못,
몰순이못, 백로못, 북오름못, 생이못, 웃못, 윗선정북못, 윗선정큰못

동복리 동복 습지1, 2
송당리
월정리
종달리
하도리
한동리
행원리

대비공원연못, 미나리못
네가래못, 왜가리못, 월정갈대못, 인패물밭물
소먹는물, 쇠덕장전못, 용눈이못, 종달리 해안, 지미봉남못, 지미봉서못
너븐드르못, 신동저류지, 하도 창흥동 철새도래지
계룡동 저류지, 한동갈대밭
남오미자못, 모살동산못, 우렁이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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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328
(N 33°32'30.4" / E 126°43'43.6")

개요

구좌읍 김녕리 1132번 도로 김녕포구 교차로에서 남쪽
200m 지점에서 남서쪽 선유로를 따라 1.9km지점 오른쪽에
위치함. 못 수면에서 도로면까지의 높이는 2m 정도, 동쪽에
큰 팽나무가 있으나 팽나무 일부는 태풍으로 고사하였음.
돌담에 의해서 농경지와 습지가 경계되어 있으며, 도로와
습지는 콘크리트 포장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음

김녕습지

면적(㎡) 155.9

구좌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박새, 까치, 참새, 직박구리,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제주등줄쥐 등
식물상 이삭사초, 마름

주변식물 느릅나무, 까마귀쪽나무, 팽나무, 송악, 새머루, 멍석딸기,
다래, 사철나무, 찔레, 참빗살나무, 멀구슬나무,
도깨비바늘, 우묵사스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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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742
(N 33°32'54.31" / E 126°44'10.11")

선유연못

면적(㎡) 411.4
개요

구좌읍 김녕리, 1132번도로 김녕포구 교차로에서 남쪽
200m 지점에서의 남서쪽 선유로를 따라 800m지점
오른쪽에 위치함. 남북으로 긴 타원형 형태의 연못으로
둘레의 동쪽과 남쪽은 왕석으로 서쪽은 낮은 돌담으로
이어져있음. 또한 북쪽에는 농업용 취수를 위한 관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연못의 안내판이 아닌 입간판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새, 직박구리, 멧비둘기, 박새, 섬휘파람새, 박새,
송장헤엄치게, 다슬기
식물상 수련

주변식물 담쟁이덩굴, 소리쟁이, 그늘보리뺑이, 도깨비바늘, 쑥,
냉이, 여뀌, 계요등, 방가지똥, 인동덩굴, 망초, 멍석딸기,
사철나무, 찔레, 잔개자리, 팽나무, 광대나물, 딱지꽃,
도깨비고비, 살갈퀴, 환삼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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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091
(N 33°12'16.73" / E 126°44'4.5")

개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132번 도로 김녕포구 교차로에서
남쪽 200m지점에서의 남서쪽 선유로를 따라 1.3km지점
남동쪽 농로를 따라 1.1km지점에 위치함. 자연림이 발달한
곳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접근도
수월하지 않으나 둘레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음

자금우못

면적(㎡) 324.3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동박새, 직박구리, 꿩,까치,
직박구리, 멧비둘기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미꾸리낚시, 눈여뀌바늘

주변식물 개여뀌, 삼나무, 좁은잎천선과나무, 천선과나무, 찔레,
가락지나물, 미역취, 자금우, 까마귀쪽나무, 멀꿀,
으름덩굴, 쥐똥나무, 맥문동, 말오줌때, 댕댕이덩굴,
산동쥐똥나무, 산박하, 멀구슬나무, 으아리, 사스레피,
뱀무, 질경이, 보리수나무, 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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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752
(N 33°33'30.00" / E 126°45'30")

괴 살 메 주 변 고( 갑 술 못

면적(㎡) 646.7
개요

)

고갑술못 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묘산봉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습지는 묘산봉 남쪽 활엽수림대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음. 이 일대의 식물상은 생태적 천이과정을 보여주는
찔레-억새-청미래덩굴 군락과 소나무 군락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특이하게 참나무 등 2차림이 형성되어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더없이
큰 곳임. 또 인위적인 간섭이 없는 이곳의 대부분은 빗물을
저장하다가 지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반습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여러 곳에 연못이 있어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장소임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쇠백로, 꿩, 중대백로,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박새, 섬휘파람새, 쇠살모사, 유혈목이, 드렁허리, 물방개,
물매암이, 각시물자라, 소금쟁이 등
식물상 순채, 검정말, 말, 마름, 어리연꽃, 좀어리연꽃, 물고추나물,
벗풀, 보풀, 부처꽃, 택사, 부들, 송이고랭이, 큰고랭이,
사마귀풀
주변식물 미꾸리낚시, 제주피막이, 흰꽃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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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487
(N 33°30'9.46" / E 126°44'51.79")

개요

구좌읍 덕천리 3거리에서 어대오름 방향으로 700m 지점
왼쪽에 위치함. 남쪽은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은 돌담
울타리가 있으며, 주변지역으로 경작지, 과수원, 임야가 있음

덕천 연못

면적(㎡) 102.9

구좌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작은땃쥐, 멧비둘기, 직박구리, 박새,
동박새, 까치 등
식물상 어리연, 세모고랭이, 수련, 등에풀, 쇠털골

주변식물 곰솔, 상수리나무, 억새, 비목, 왕모시풀, 망초, 개솔새,
큰달맞이꽃, 쥐똥나무, 찔레, 아왜나무, 팽나무,
제주피막이, 개민들레, 가락지나물, 띠, 토끼풀, 인동덩굴,
사스레피, 후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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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80-3
(N 33°32'54.31" / E 126°44'10.11")

덕천 연못

면적(㎡) 44.1
개요

2

구좌읍 덕천리, 덕천리 3거리에서 어대오름 방향으로 800m
지점 교차로에서의 북쪽 50m 오른쪽에 위치함. 사방이 모두
돌과 시멘트벽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묘지, 오름,
경작지 등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박새, 참새, 동박새, 까치, 직박구리, 멧비둘기, 멧새, 꿩,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수련
주변식물 억새, 띠, 동백나무, 사스레피, 인동덩굴, 마삭줄, 예덕나무,
멍석딸기, 산동쥐똥나무, 찔레, 삼나무, 곰솔, 사위질빵, 띠,
여우팥, 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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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299-4
(N 33°30'14.79" / E 126°46'21.92")

개요

덕천리 4거리에서 북쪽 250m 체육공원 남쪽에 위치함.
원래는 모산이 연못과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도로에 의해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며, 돌담으로 둘러
싸여 있음. 주변지역에는 과수원과 경작지 그리고 주택 등이
있고 인근에는 ‘모산이 연못(모사니물)’이 위치함

모산이 갈대밭

면적(㎡) 1,524.1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까치, 멧비둘기, 박새, 동박새, 큰부리까마귀,
섬휘파람새, 딱새 등
식물상 갈대, 부들, 버드나무, 가래,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남방개,
큰매자기, 눈여뀌바늘, 미나리 등
주변식물 아왜나무, 광나무, 보리장나무, 곰솔, 꼬마귀쪽나무,
예덕나무, 어저귀, 도깨비바늘, 억새, 강아지풀, 산박하,
들깨풀, 쑥, 삼나무, 보리수나무, 여뀌, 고추나물,
가락지나물, 제주피막이, 광대나물, 계요등, 사철나무,
돈나무, 한련초, 콩제비꽃, 선밀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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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309-1
(N 33°30'16.13" / E 126°46'18.88")

모 산 이 연 못 모( 사 니 물 모
, 사수

면적(㎡) 2,805.2
개요

)

구좌읍 덕천리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250m정도에 있는
체육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음. 남쪽으로 덕천장로 교회가
있고, 남동쪽에 다리로 연결된 규모가 다소 작은 습지와
연결되어 있음. 왕석으로 둘러져있고, 도로와의 경계부는
왕석과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음.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순채가 분포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임,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테크노파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물장군을 방사한 바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주족제비, 직박구리, 까치,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참새,
멧새, 참개구리, 미꾸라지, 물장군 등
식물상 순채, 구와말, 둥근잎택사, 갈대, 송이고랭이, 수련,
세모고랭이, 애기부들, 미나리, 눈여뀌바늘,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감국, 왕모시풀, 멍석딸기, 미나리아재비, 망초 ,삼나무,
멀구슬나무, 도깨비바늘, 개민들레, 마삭줄, 제주피막이,
말똥비름, 송악, 후박나무, 사철나무, 조록나무, 사스레피,
곰솔, 예덕나무, 여뀌, 강아지풀, 금강아지풀, 까마귀머루,
왕고들빼기, 까마귀쪽나무, 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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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669
(N 33°27'34.7" / E 126°44'45.5")

개요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 사거리에서 송당목장 입구를 지나
송당 삼거리 가기 전 좌측으로 시멘트 포장 농로를 따라
들어가면 '체오름' 화구 반대사면의 거친오름과 서로
이웃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두 오름 사이 거친오름
기슭자락 낮은 곳에 '몰순이못'이 위치해 있음. 거슨새미
용출수를 비롯하여 주변지역 오름사면에서 흘러 들어온
우수에 의해 만들어진 연못으로 추정됨. 이 못은 예전에
말을 몰고 제주∼정의(현재는 성읍리)현을 왕래할 때 말에게
쉬면서 물을 먹였던 곳으로 못 이름 역시 이에 연유하여
'몰순이못'이라 부르고 있음

몰순이못

면적(㎡) 1,438.6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해오라기,
쇠백로, 황로, 왜가리, 직박구리, 직박구리, 동박새, 꿩, 까치,
박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물 고 추 나 물 , 택 사 , 골 풀 , 청 비 녀 골 풀 , 세 모 고 랭 이 ,
둥근잎택사, 택사 등
주변식물 기장대풀, 여뀌, 미꾸리낚시, 찔레, 억새, 이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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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68-3
(N 33°30'12.78" / E 126°44'23.86")

백로못

면적(㎡) 812.1
개요

1136번 도로에서 선흘주민센터를 지나 남쪽방향에 있는
1136-동백로 3거리에서 2.7km지점 3거리를 지나 덕천
방향 700m 지점 왼쪽에 위치함. 도로를 접한 부분을
제외하면 자연림으로 둘러 싸여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초지, 덤불 ․ 관목의 임야임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중대백로, 왜가리, 멧비둘기, 직박구리,
쇠백로, 참새, 박새, 섬휘파람새, 멧새, 대륙유혈목이,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눈여뀌바늘

주변식물 칡, 곰솔, 동백나무, 사스레피, 찔레, 억새, 띠, 예덕나무,
누리장나무, 종가시나무,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왕모시풀,
멍석딸기, 산딸기, 줄딸기, 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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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128
(N 33°29'3.97" / E 126°44'23.85")

개요

구좌읍 덕천리, 1136번 상덕천교차로에서 북서쪽 600m
지점에 위치함. 도로를 경계로 북오름과 나누어진 야초지
내에 위치하며, 못의 남쪽과 동쪽은 돌담으로 되어 있으나
서쪽과 북쪽은 야초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여 방목지의
우마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임

북오름못

면적(㎡) 465.7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휘파람새, 방울새, 박새,
때까치,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쇠살모사, 유혈목이, 소금쟁이, 물땡땡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남방개, 택사, 비녀골

주변식물 개여뀌, 곰솔, 찔레, 억새, 띠, 멍석딸기, 쑥, 왕모시풀,
가락지나물, 뱀딸기, 토끼풀, 산박하, 질경이,
미나리아재비, 강아지풀, 벌노랑이, 산동쥐똥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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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488
(N 33°30'08.68" / E 126°45'54.58")

생이못

면적(㎡) 190.9
개요

덕천리 3거리에서 어대오름 방향으로 700m 지점에서의
서쪽 100m 지점에 위치함.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못으로 동쪽과 북쪽은 돌담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남쪽과
서쪽은 자연림과 초지가 못과 지형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외부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며, 접근이 수월하지 않음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제 주 등 줄 쥐 , 작 은 땃 쥐 , 제 주 족 제 비 , 원 앙 ,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까치, 박새, 동박새, 멧비둘기,
노랑턱멧새, 휘파람새, 소금쟁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꾸지뽕나무, 억새, 새머루, 예덕나무, 찔레, 인동덩굴,
고사리, 왕모시풀, 쥐똥나무, 다래, 사스레피, 비목,
보리수나무, 으름덩굴, 까마귀쪽나무, 제주피막이, 뱀무,
나비국수나무, 곰솔, 삼나무, 칡, 까마귀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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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77-5
(N 33°28'57.49" / E 126°44'46.45")

개요

웃못

면적(㎡) 1,547.9

구좌읍
지역

구좌읍 상덕천 입구 삼거리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못으로,
2000년 초에 연못을 준설, 정비하면서 인공적으로 조경이
이루어졌으며 수량도 예전에 비해 줄어든 편임. 연못
주변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왕석 등으로 둘러져
있고, 그 너머로는 우마를 방목하는 초지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직박구리, 멧비둘기, 까치, 동박새, 때까치,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황조롱이, 흰뺨검둥오리, 논병아리,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붉은귀거북,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노란실잠자리, 청띠제비나비,
네발나비
식물상 수련, 어리연, 세모고랭이, 버드나무, 노랑꽃창포, 미나리,
순채, 택사, 큰고랭이
주변식물 종가시나무, 띠, 억새, 강아지풀, 처녀바디, 왕모시풀, 치자,
팽나무, 뱀무, 사위질빵, 말똥비름, 병풀, 제주피막이,
토끼풀, 큰비짜루국화, 한련초, 가락지나물, 쇠무릎,
도깨비바늘, 쑥, 봉의꼬리, 소리쟁이, 애기솔나물,
개민들레, 서양민들레, 망초, 대구망초, 개망초, 실망초,
환삼덩굴, 미국가막사리, 가시엉겅퀴, 왕벚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쥐꼬리망초, 찔레, 개여뀌, 여뀌, 기생여뀌,
멀구슬나무, 송악, 인동덩굴, 갓, 유채, 이대, 바위채송화,
예덕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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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82
(N 33°28'51.61" / E 126°44'06.77")

윗선정북못

면적(㎡) 1,345.8
개요

덕천리 1136번 상덕천교차로에서 북서쪽 600m 지점의
서쪽 농로를 따라 400m 지점, 북서쪽 200m 지점에
위치함. 못 근처로의 차량 접근이 어려운 방목지 내에
위치하며, 2개의 못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북쪽의 못은
규모가 작음. 남쪽의 큰 못의 둘레는 자연지형으로 방목지와
구분되며, 군데군데 우마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때까치, 동박새, 흰뺨검둥오리, 논병아리, 쇠백로,
왜가리, 직박구리, 멧비둘기, 꿩, 황조롱이, 소금쟁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쇠털골, 미나리, 올챙이골, 비녀골

주변식물 큰 비 짜 루 국 화 , 개 여 뀌 , 청 미 래 덩 굴 , 찔 레 , 병 풀 ,
가락지나물, 탱자, 꽃향유, 여뀌, 곰솔, 비목, 팽나무,
쥐똥나무, 인동덩굴, 꾸지뽕나무, 으아리, 멍석딸기,
가시엉겅퀴, 좀느릅나무, 억새, 띠, 졸방제비꽃, 솔새,
산박하, 개민들레, 애기수영, 고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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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82
(N 33°29'04.19" / E 126°44'22.74")

개요

구좌읍 덕천리, 1136번 상덕천교차로에서 북서쪽 600m
지점의 서쪽 농로를 따라 400m 지점에서 남서쪽 60m
지점에 위치함. 주위는 철조망으로 싸여 있고, 철조망
내부에는 높이 2m 정도의 언덕이 있으며, 언덕 위에 못이
위치함. 못은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구조로 둘레는
자연적인 바위와 돌-시멘트 담장으로 둘러 싸여있음

윗선정큰못

면적(㎡) 438.4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직박구리, 까치, 박새, 동박새,
때까치, 떼까마귀, 황조롱이, 쇠백로,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고추잠자리,
좀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산제비나비, 청띠제비나비,
네발나비, 각시물자라, 송장헤엄치게, 장구애비, 소금쟁이 등
식물상 순채,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남방개, 부들, 올챙이골,
눈여뀌바늘, 이삭사초
주변식물 청미래덩굴, 삼나무, 비목, 팽나무, 좁은잎미꾸리낚시,
산뽕나무, 수크령, 계요등, 띠, 억새, 쑥, 개민들레,
가락지나물, 찔레, 왕모시풀, 풀솜나물, 무환자나무,
느릅나무, 두릅나무, 애기수영, 수영, 망초, 으아리,
큰비짜루국화, 도깨비바늘, 꾸지뽕나무, 초피나무,
쥐똥나무, 선밀나물, 팥배나무, 예덕나무, 댕댕이덩굴,
동백나무, 칡, 개민들레, 가시엉겅퀴, 다래, 차풀, 활나물,
낭아초, 여우팥, 개쑥부쟁이, 마, 콩제비꽃, 졸방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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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352
(N 33°32'57.13" / E 126°43'18.2")

동복 습지

면적(㎡) 563.7
개요

1

구좌읍 동복리, 1132번 도로 동복입구 교차로에서 남쪽
농로를 따라 600m 지점에 위치함. 남쪽 농경지를 제외하면
농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둘레는 왕석으로 둘러져 있고,
농업용수 이용을 위하여 북쪽에 관정이 설치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청둥오리, 멧비둘기, 떼까마귀,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박새,
때까치, 휘파람새 등

식물상 이삭물수세미, 이삭사초, 톱니나자스말 등
주변식물 여뀌, 하늘타리, 냉이, 큰방가지똥, 방가지똥, 얼치기완두,
큰비짜루국화, 환삼덩굴, 인동덩굴, 쑥, 병풀, 딱지꽃, 억새,
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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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811
(N 33°31'50.22" / E 126°43'38.54")

개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36번 도로에서 동백로를 따라
2.8km 지점 3거리에서 북쪽으로 2.8km 지점 왼쪽에
위치함. 건조 시에는 물이 마르는 지형이고, 주변에는 골프장,
방목지와 오름이 있으며, 곶자왈 지역에 해당됨

동복 습지

면적(㎡) 3,699.2

구좌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제주족제비,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박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개구리밥, 등에풀 등
주변식물 상수리나무, 생달나무, 곰솔, 예덕나무, 찔레, 산딸기,
자금우, 칡, 억새, 쑥, 여우콩, 마삭줄, 사스레피, 쥐똥나무,
종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동백나무, 두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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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275
(N 33°25'59.16" / E 126°44'51.80")

대비공원연못

면적(㎡) 787.1
개요

대천동 4거리에서 97번 도로를 따라 성읍리 마을 방향으로
1.2km 정도 가면 북동쪽 비포장도로가 있는 데 여기에서
150m 가면 '대비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대비공원 동쪽으로
150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한 자연연못으로 주위에 평지와
나란히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음. 사유지 내에 있어 규모가
작은 연못이 확장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꿩, 직박구리, 박새, 황로, 흰뺨검둥오리, 동박새, 까치,
박새,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수련, 비녀골, 세모고랭이, 큰고랭이 등

주변식물 고마리, 동백나무, 산앵도나무, 제주피막이, 억새, 띠,
주름조개잎, 병풀, 쑥, 왕모시풀, 계요등, 닭의장풀, 탑꽃,
인동덩굴, 칡, 양지꽃, 자귀나무, 양하, 환삼덩굴, 예덕나무,
개망초, 멍석딸기, 망초, 개민들레, 쇠무릎, 괭이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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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231
(N 33°30'44.87" / E 126°46'17.9")

개요

구좌읍 공설묘지 진입 도로인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가면
못이 위치하고 있음.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문석이오름,
동검은오름 사이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 수원은 높은오름과
동검은오름 화구 줄기를 따라 유입되는 것으로 보임.
주변에는 높은오름 자락에 구좌읍 공설묘지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폐경지로 남아 있음

미나리못

면적(㎡) 2,731.0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오소리, 물매암이, 소금쟁이, 참개구리, 붕어,
흰뺨검둥오리, 쇠백로, 중대백로,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딱새, 박새, 멧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큰방동사니, 바늘골, 부들, 사마귀풀, 골풀, 파대가리,
세모고랭이, 물꼬챙이골, 송이고랭이, 좀어리연꽃, 물달개비,
큰고랭이, 가래, 둥근잎택사, 올방개 등
주변식물 기장대풀, 흰꽃여뀌, 고마리, 예덕나무, 소리쟁이, 삼나무,
곰솔, 찔레, 띠, 억새, 인동덩굴, 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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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992
(N 33°33'2.46" / E 126°47'26.84")

네가래못

면적(㎡) 483.1
개요

구좌읍 월정리, 1132번도로 월정교차로에서 남쪽 길을 따라
100m 정도 가면 오른편에 있는 밭 언덕 아래에 위치함.
돌담을 경계로 못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며,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까치, 흰뺨검둥오리, 참새, 떼까마귀,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박새, 멧새, 딱새, 큰부리까마귀 등

식물상 미나리, 이삭사초, 가래, 네가래, 올챙이골, 개구리밥 등
주변식물 무환자나무, 거지덩굴, 송악, 환삼덩굴, 왕모시풀, 줄사철,
꼭두서니, 소리쟁이, 찔레, 광대나물, 그늘보리뺑이,
도깨비바늘, 큰비짜루국화, 칡, 모시풀, 맥문동, 꽃마리,
냉이, 으름, 갓, 갯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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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005
(N 33°32'55.74" / E 126°47'18.55")

개요

구좌읍 월정리, 1132번 도로 월정교차로에서 남쪽 길을 따라
400m 정도 진입 후 오른쪽 농로를 따라 200m 가량 진입한
북쪽 밭에 위치함. 돌담으로 경계가 둘러져 있으나, 북쪽
면은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주위는 돌담으로 나누어져 있고,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왜가리못

면적(㎡) 420.5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중대백로, 까치, 떼까마귀, 직박구리, 박새, 동박새,
섬휘파람새, 박새 등

식물상
주변식물 까마귀쪽나무, 예덕나무, 송악, 거지덩굴, 점나도나물,
억새, 찔레, 인동덩굴, 칡, 망초, 개망초, 큰방가지똥,
왕모시풀, 방가지똥 등

53

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
(N 33°32'48.48" / E 126°47'26.20")

월정갈대못

면적(㎡) 1,473.3
개요

1132번 도로 월정교차로에서 남쪽 길을 따라 400m 정도
가서 오른쪽 농로를 따라 200m 가량 진입한 후 60m
정도 위치에 있는 남쪽밭 건너편에 있음. 주위는 돌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박새, 동박새, 참새, 멧새, 딱새, 까치,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갈대, 미나리, 개구리밥, 큰매자기, 송이고랭이, 남방개,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까마귀쪽나무, 예덕나무, 칡, 찔레, 광대나물, 여뀌,
큰방가지똥, 환삼덩굴, 벌깨냉이, 달래, 소리쟁이, 살갈퀴,
곰솔, 팽나무, 송악, 쑥,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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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129
(N 33°32'33.1" / E 126°47'17.67")

개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132번 도로 월정교차로에서 남쪽
길을 따라 1.2km 진입 후 오른 쪽 농로를 따라 100m
북서쪽에 위치함. 주변은 모두 경작지이며, 못의 지반은
모래로 되어 있고 주위는 돌담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며,
못 주위로 약간의 모래언덕이 둘러져 있음. 못과 연결된
배수로를 이용하여 주위 경작지에서 농업용수로 활용 중임

인패물밭물

면적(㎡) 670.6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방울새,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박새, 붕어, 소금쟁이 등
식물상 큰매자기, 이삭사초,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갈대, 미나리 등
주변식물 보리장나무, 송악, 환삼덩굴, 쑥, 칡, 까마귀쪽나무,
사철나무, 소리쟁이, 왕모시풀, 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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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643
(N 33°27'56.67" / E 126°50'18.54")

소먹는물

면적(㎡) 546.4
개요

구좌읍 종달리, 1136번 도로 손자봉교차로에서 동북방향으로
2km 지점 오른쪽에 있는 인공 저류시설로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사면은 포장되어 있으나, 북쪽의 일부는
허물어져 있어 우마의 출입이 가능함

생물상
동물상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꿩, 멧새, 섬휘파람새,
딱새 등

식물상 골풀, 미나리
주변식물 찔레, 띠, 억새, 산박하, 쥐똥나무, 예덕나무, 가락지나물,
소리쟁이, 개여뀌, 야고, 쑥, 제주피막이, 병풀, 토끼풀,
왕모시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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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279
(N 33°28'39.8" / E 126°51'55.85")

개요

구좌읍 종달리, 1136번 도로 손자봉교차로에서 동북방향으로
5km 지점 왼쪽에 위치함. 종달리 알오름과 은월봉(윤드리오름)의
중간 위치이며, 도로변은 못으로 통하는 입구로 폭이 15m 가량
넓게 포장되어 있고 동쪽입구를 제외하고는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작지나 초지와 돌담 사이에 방풍림과 자연림이
혼재되어 있음.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쪽
입구에 취수를 위한 관정이 설치되어 있음

쇠덕장전못

면적(㎡) 781.2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멧비둘기, 쇠물닭, 까치, 참새, 동박새, 직박구리
식물상 갈대, 세모고랭이, 남방개, 큰매자기, 비녀골
주변식물 삼나무, 까마귀쪽나무, 구실잣밤나무, 예덕나무, 후박나무,
쥐똥나무, 쑥, 큰비짜루국화, 환삼덩굴, 개여뀌, 한련초,
미국가막사리, 강아지풀, 띠, 망초, 소리쟁이, 인동덩굴,
서덜취, 왕모시풀, 동백나무, 찔레, 으아리, 사위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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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25
(N 33°27'46.8" / E 126°49'53.42")

용눈이못

면적(㎡) 498.3
개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136번 도로 손자봉교차로에서
동북방향으로 1.2km 지점인 오른쪽에 용눈이오름 등반로
입구에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장에서 남쪽 용눈이오름
100지점에 삼나무-편백 방풍림으로 둘러싸인 못 2개가
위치해 있음. 서쪽 못이 크며 동쪽 못은 큰 못의 절반에 못
미침. 용눈이오름 근처에 방목하는 우마를 위한 저류시설로
추정되며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꿩,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딱새, 동박새, 까치, 멧새, 박새,
노루 등
식물상 이삭사초

주변식물 개여뀌, 보리수나무, 멀구슬나무, 찔레, 띠, 억새, 삼나무,
편백나무, 솔비나무, 미국가막사리, 병풀, 쥐똥나무,
댕댕이덩굴, 쇠고비, 인동덩굴, 여우팥, 야고, 꾸지뽕나무,
탑꽃, 개구리발톱, 송악, 계요등, 멍석딸기, 왕모시풀, 뱀무,
산짚신나물, 선밀나물, 잔대, 산초나무, 수크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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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N 33°30'05.76" / E 126°54'45.94")

개요

종달갯벌은 지미봉 동쪽 두문포에서 성산읍 시흥리까지
약 3km의 해안선 길이와 최고 1km 이상의 폭으로 광대한
암초와 모래갯벌로 이루어진 조간대가 펼쳐지고 있음.
조간대가 넓어 해양생물과 함께 이들을 먹이로 삼는
민물도요, 도요류, 청둥오리, 백로류, 가마우지 등의 조류가
많이 찾아오는 곳임. 제주도내 가장 규모가 큰 해안사구이며
수심이 낮은 암반위에 가는 모래가 많이 섞인 뻘이 발달하여
바지락, 각종 고둥 등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해산물
채취가 좋은 장소임

종달리 해안

면적(㎡)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큰고니, 큰기러기, 혹부리오리, 원앙, 알락오리,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가창오리, 쇠오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검은머리흰죽지,
비오리, 물총새, 쇠물닭, 물닭, 깍도요, 큰뒷부리도요, 학도요,
붉은발도요, 청다리도요, 뒷부리도요, 알락도요, 깝작도요,
노랑발도요, 붉은어깨도요, 좀도요, 메추라기도요, 민물도요,
목도리도요, 장다리물떼새, 뒷부리장다리물떼세, 개꿩,
꼬마물떼새, 흰물떼새, 댕기물떼새,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바다오리, 물수리,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 쇠가마우지, 쇠백로, 흑로, 왜가리, 대백로,
중백로, 황로, 해오라기, 덤불해오라기,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아비, 회색머리아비, 개개비, 백할미새, 뱀장어,
무지개송어, 숭어, 망둥어, 방게, 동남참게 등
식물상 갈대, 갯잔디, 기장대풀, 여뀌, 참억새, 띠, 감국, 천일사초,
좀보리사초, 순비기나무, 사철쑥, 갯금불초, 아욱메풀,
갯쑥부쟁이, 갯메꽃, 갯질경, 갯까치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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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513-1
(N 33°29'49.71" / E 126°54'22.49")

지미봉남못

면적(㎡) 143.3
개요

구좌읍 종달리, 1132번 도로 종달교차로에서 남동쪽으로
400m 지점에서 왼쪽 길을 따라 다시 900m를 더 간 후 다시
지미봉쪽으로 이어진 농로 200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음.
못과 맞닿은 주변은 주차장이고, 오름과 농경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2개의 연못으로 구분되나, 남서쪽 못은 규모가 작고,
다른 못은 둘레가 왕석으로 정비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동박새, 까치, 박새, 딱새, 박새, 쇠백로 등
식물상 톱니나자스말
주변식물 모시풀, 감국, 까마귀쪽나무, 여뀌, 개머루, 깨풀, 후박나무,
강아지풀, 도깨비바늘, 왕모시풀, 곰솔, 냉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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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689
(N 33°29'55.56" / E 126°53'50.65")

개요

구좌읍 종달리, 1132번 도로 종달교차로에서 남동쪽으로
400m 지점에서 왼쪽 길을 따라 다시 300m를 더 간 후
다시 지미봉쪽으로 이어진 농로 300m 지점에 위치해
있음. 지미봉 서쪽 기슭에 위치한 담수시설로 2개의 못으로
구분되며, 북쪽 못은 콘크리트로 외벽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나, 남쪽 못은 자연 못의 형태로 주변에 담장이나
울타리가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지미봉서못

면적(㎡) 117.9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직박구리, 멧비둘기, 쇠백로, 박새, 방울새, 동박새,
다슬기 등
식물상 톱니나자스말

주변식물 까마귀쪽나무, 보리수나무, 도깨비도비, 곰솔, 예덕나무,
찔레, 쑥, 소리쟁이, 왕모시풀, 인동덩굴, 모시풀, 나팔꽃,
환삼덩굴, 광대나물, 개망초, 망초, 토끼풀, 멀구슬나무,
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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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233-1
(N 33°31'12.12" / E 126°52'39.96")

너븐드르못

면적(㎡) 133.6
개요

구좌읍 하도리, 1132번 도로 면수동삼거리에서 동쪽으로
250m 지점에서 북쪽 길로 250m 지점에 위치함. 언덕 위
바위에 위치한 연못으로 동쪽에는 인가가 있으며, 농로와
경작지, 초지 등으로 둘러 싸여있고 연못 주위는 농로 쪽으로
왕석이 경계를 이루고 있음. 바닥은 주로 암반이며 움푹
들어간 지형에 빗물이 고여 이뤄진 자연 못으로 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주족제비, 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참새,
동박새, 딱새 등
식물상 수련, 세모고랭이, 미나리

주변식물 한련초, 미꾸리낚시, 살갈퀴, 큰비짜루국화, 왕모시풀,
개여뀌, 참새피, 강아지풀, 억새,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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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132-2
(N 33°31'13.94" / E 126°52'54.15")

개요

구좌읍 하도리, 1132번 도로 하도입구 교차로에서 하도리
마을 안길로 100m 정도 진입한 후 북서쪽 도로 200m 정도
지점에 위치함. 주위는 돌담으로 경계되고, 동남쪽에 저류지
내부로 통하는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음

신동 저류지

면적(㎡) 3,727.4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등
주변식물 한련초, 살갈퀴, 왕모시풀, 강아지풀, 억새, 환삼덩굴,
사철나무, 까마귀쪽나무, 멍석딸기, 계요등, 거지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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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3-4
(N 33°30'44.53" / E 126°53'52.63")

하도리 창홍동 철새도래지

면적(㎡)
개요

제주도의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오조리와 하도리와는
거리상으로 불과 4-5㎞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1년에 약 1만
마리의 철새들이 두 곳에서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고 있어
생태계적 연관성이 높은 곳임. 기록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용출수가 풍부하고 만으로 이루어진 이곳을 둑으로 막아
논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해수가 유입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아 이후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큰고니, 큰기러기, 혹부리오리, 원앙, 알락오리,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가창오리, 쇠오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검은머리흰죽지,
비오리, 물총새, 쇠물닭, 물닭, 깍도요, 큰뒷부리도요, 학도요,
붉은발도요, 청다리도요, 뒷부리도요, 알락도요, 깝작도요,
노랑발도요, 붉은어깨도요, 좀도요, 메추라기도요, 민물도요,
목도리도요, 장다리물떼새, 뒷부리장다리물떼세, 개꿩,
꼬마물떼새, 흰물떼새, 댕기물떼새,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바다오리, 물수리,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 쇠가마우지, 쇠백로, 흑로, 왜가리, 대백로,
중백로, 황로, 해오라기, 덤불해오라기,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아비, 회색머리아비, 개개비, 백할미새, 뱀장어,
무지개송어, 숭어, 망둥어, 방게, 동남참게 등
식물상 갈대, 갯잔디, 기장대풀, 여뀌, 참억새, 띠, 감국, 천일사초,
좀보리사초, 순비기나무, 사철쑥, 갯금불초, 아욱메풀,
갯쑥부쟁이, 갯메꽃, 갯질경, 갯까치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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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37
(N 33°32'2.72" / E 126°50'2.7")

개요

구좌읍 한동리, 1132번 도로 한동교차로에서 동남쪽 1km
지점 교차로의 왼쪽에 위치한 저류지임. 저류지 바닥에서의
높이는 5-6m 정도이고, 1132번 도로 옆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못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가 있음. 남동쪽은 공터이며,
북서쪽은 경작지가 있고 저류지 둘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으며 1132번 도로 명칭에 대한
입간판이 있음

계룡동 저류지

면적(㎡) 9,820.4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논병아리, 흰죽지,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식물상 갈대, 큰매자기, 세모고랭이, 부들, 이삭사초, 개구리밥,
미나리, 개구리갓 등
주변식물 모시풀, 왕모시풀, 소리쟁이, 송악, 곰솔, 큰비짜루국화,
개머루, 예덕나무, 찔레, 사위질빵, 환삼덩굴, 개민들레,
돌가시나무, 왕고들빼기, 토끼풀, 괭이밥, 사철나무,
서양민들레, 띠, 까마귀쪽나무, 방가지똥, 후박나무,
억새, 미국가막사리, 도깨비바늘, 한련초, 감국, 닭의장풀,
쇠비름, 쇠무릎, 까마귀머루, 멍석딸기, 살갈퀴, 깨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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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335
(N 33°32'25.42" / E 126°0'49.58")

한동갈대밭

면적(㎡) 1,455.1
개요

구좌읍 한동리, 1132번 도로 한동교차로에서 한동초등학교
방면으로 180m 지점 왼쪽 길을 따라 500m 정도의 해안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있음. 주변은 경작지와 인가, 도로로 되어
있고 못의 중앙부는 수심이 다소 깊어 가뭄 시에도 어느 정도
물이 남을 것으로 보이며 동북쪽 해안 쪽은 파도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해안 모래 언덕이 비스듬히 만들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새, 재갈매기, 까치, 중대백로, 흑로, 왜가리,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굴뚝새 등
식물상 갈대

주변식물 사철나무, 돈나무, 환삼덩굴, 억새, 소리쟁이, 살갈퀴, 깨풀,
찔레, 붉나무, 파리풀, 쇠무릎, 큰비짜루국화,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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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526
(N 33°30'44.87" / E 126°46'17.9")

개요

덕천리 4거리에서 북쪽 1.1km 지점에서 동쪽 50m 지점에
위치함. 못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출입로는 없으며,
초지의 언덕 위에 못이 형성된 형태로 원래의 못의 깊이를
더 판 것으로 보이며, 북쪽에는 돌담이 없어 우마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마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임

남오미자못

면적(㎡) 324.6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딱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동백나무, 삼나무, 찔레, 꾸지뽕나무, 예덕나무, 쥐똥나무,
인동덩굴, 억새, 띠, 가락지나물, 사위질빵, 개구리발톱,
무릇, 왕모시풀, 뱀무, 아왜나무, 남오미자, 비목, 산뽕나무,
화살나무, 제주피막이, 병풀, 호제비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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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233
(N 33°32'52.93" / E 126°48'16.41")

모살동산못

면적(㎡) 277.7
개요

구좌읍 행원리, 1132번 도로 행원교차로에서 북쪽 길을 따라
300m 진입후 60m 남서쪽에 위치함. 주변은 경작지이며,
못의 동남쪽은 언덕으로 되어 있고, 경계는 돌담이나
왕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반은 모래로 되어 있음.
동남쪽으로 못과 돌담으로 나누어진 늪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새, 직박구리, 까치, 때까치, 박새, 동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큰매자기, 마름, 미나리, 톱니나자스말, 이삭사초
주변식물 왕모시풀, 소리쟁이, 꾸지뽕나무, 거지덩굴, 찔레, 쇠무릎,
여뀌, 속새, 사철나무, 멍석딸기, 띠, 병풀, 광대나물,
다닥냉이, 쑥, 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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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746
(N 33°32'35.44" / E 126°47'3.9")

개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132번 도로 행원교차로에서 남쪽
길을 따라 500m 진입 후 오른쪽 농로 300m 북서쪽에
위치해 있음. 주변은 모두 경작지로 되어 있음. 못의 서쪽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쪽과 동쪽은 돌담으로
되어 있고, 북쪽은 농로이며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관정이
설치되어 있음

우렁이못

면적(㎡) 343.4

구좌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박새, 곤줄박이, 멧비둘기, 왕우렁,
물방개 등
식물상 큰매자기, 세모고랭이, 마름

주변식물 한련초, 사철나무, 꼭두서니, 까마귀쪽나무, 송악, 모시풀,
살갈퀴, 여뀌, 개여뀌, 큰비짜루국화, 까마중, 갓, 꿩의밥,
왕모시풀, 멍석딸기, 서덜취, 광대나물, 냉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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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천읍
지역

조천읍 지역은 교래리 4개소, 대흘리 1개소, 북촌리 5개소, 선흘리
4개소, 신촌리 1개소, 신흥리 1개소, 와흘리 2개소, 조천리 1개소, 함덕리
3개소 등 23개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교래리 돌문화공원습지1, 2, 3, 물찻오름습지
대흘리
북촌리
선흘리
신촌리
신흥리
와흘리
조천리
함덕리

대흘연못
높은물, 다려도, 북촌 습지1, 2, 3
먼물깍(동백동산습지), 반못, 윗밤오름북못, 윗밤오름동못
남생이못(남새기못)
신흥해안
넓은못, 윗뱅듸못
대섬
괴못, 도르못, 서우봉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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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01
(N 33°26'58.03" / E 126°39'38.93")

개요

1118번 도로(남조로), 바농오름 남동쪽에 위치한
[돌문화공원] 내부에 위치한 습지이며 돌문화공원 매표소를
지나 서쪽 숲을 통과하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연못으로
주위와는 특별한 경계가 없이 1.5m 정도 패인 웅덩이 형태를
하고 있음

돌문화공원 습지

면적(㎡) 707.9

조천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노루, 오소리, 쇠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줄장지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쇠백로, 아시아실잠자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식물상 부들, 이삭사초, 마름, 가래, 바늘골, 남방개, 물꼬챙이골,
개구리밥
주변식물 띠, 흰털새, 억새, 개민들레, 서양민들레, 망초, 큰달맞이꽃,
벌노랑이, 토끼풀, 석류풀, 솔새, 곰솔, 제비꽃, 제주피막이,
병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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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돌문화공원 습지
2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01
(N 33°26'52.21" / E 126°39'32.65")

면적(㎡) 123.4
개요

1118번 도로(남조로), 바농오름 남동쪽에 위치한 [돌문화공원]
내부에 위치한 습지이며 주위에는 공원 관람로가 조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꿩, 중대백로, 방울새, 까치, 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참개구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식물상 택사,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주변식물 억새, 띠, 쑥, 사위질빵, 나비국수나물, 찔레, 환삼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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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01
(N 33°26'53.39" / E 126°39'38.32")

개요

1118번 도로(남조로), 바농오름 남동쪽에 위치한 [돌문화공원]
내부에 위치한 습지이며 돌문화공원내부 출구 쪽에 위치한
습지로 원래의 자연연못을 확장한 것으로 추정됨

생물상

돌문화공원 습지

면적(㎡) 809.0

조천읍
지역

3

동물상 노루,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밀잠자리, 왕잠자리, 장구애비,
소금쟁이
식물상 부들, 세모고랭이, 가래

주변식물 이대, 괭이밥, 억새, 띠, 여뀌, 보리수나무, 곰솔, 제주피막이,
병풀, 제비꽃, 콩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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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
(N 33°23'43" / E 126°39'06")

물 찻 오 름 습 지 물( 찻 분 화 구

면적(㎡) 3,615.5
개요

한국마사회 제주경주마목장에서 남서쪽 3km 부근이며,
1112번 도로의 남쪽, 1118번 도로의 서쪽에 위치하며
두 도로에서 접근하는 트랙킹 코스가 정비되어 있음. 오름
정상으로 이르는 이동로를 통제하고 등반보조시설을
철거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생물상
동물상 오소리, 제주족제비, 노루, 제주등줄쥐, 쇠살모사, 누룩뱀,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금붕어, 소금쟁이,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올챙이골, 개구리갓, 골풀

주변식물 솔비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당단풍, 고로쇠나무,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분단나무, 서어나무, 아그배나무,
밭배나무, 산딸나무, 가막살나무, 비목, 나비국수나무,
산수국, 등수국, 황칠나무, 송악, 제주조릿대, 굴거리,
꽝꽝나무, 옥잠난초, 사철란, 섬사철란, 붉은사철란,
으름난초, 여로, 박새, 산자고, 뱀톱, 석송, 나도고사리삼,
고사리삼, 고사리, 십자고사리, 관중, 고비, 바위고사리,
고란초, 주름조개풀, 고마리, 박새, 덩굴용담, 인동덩굴,
바위고사리, 개여뀌, 수크령, 질경이, 가락지나물,
보리수나무, 으아리, 곰취, 상산, 천남성, 두루미천남성,
호자덩굴, 콩짜개덩굴, 매화노루발, 으름, 청사초,
이삭사초, 애기나리, 윤판나물, 둥굴레, 용둥굴레,
좀비비추, 산철쭉, 참꽃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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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237-12
(N 33°29'55.6" / E 126°39'17.77")

개요

한
· 흘못
)

조천읍 대흘리, 1136번 도로, 대흘복지회관 동쪽, 길가에
위치하며 연못의 서쪽에는 정자가 있고, 주변지역은 대부분
과수원과 주택임. 대흘리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1730년 경 유제륭( 1684~1773)에 의해 설촌된 것으로
보고 있음. 유씨 이후 백선달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주 근엄하여 큰 팡돌(사람이 앉아 쉬기 좋은
넓적한 돌로, 주로 빨랫터에서 볼 수 있음)에 앉아 있으면
누구도 지나갈 수 없어 길을 멈추었다고 함. 그 후 부씨가
입촌하여 부씨의 후손들이 가장 많이 살며, 차씨, 김씨, 송
씨, 한 씨 등이 입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대흘리의 옛
이름은 ‘한흘’이었고, 마을 중심지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한흘못’이라고 예전에는 대흘리가 수풀이 우거져 있었지만
큰 산돼지들이 그곳 ‘흘’을 파헤치다 보니 수풀은 없어지고
지금의 큰 연못이 되어 큰흘이라 하여 ‘한흘’이라함

대 흘 연 못 대( 흘 못

면적(㎡) 347.9

조천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새, 동박새, 때까치, 멧비둘기, 직박구리, 방울새, 박새,
큰부리까마귀,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송사리, 붕어,
금붕어
식물상 세모고랭이, 가래, 마름, 수련

주변식물 동백나무, 이대, 아왜나무, 삼나무, 왕벚나무, 팽나무,
생달나무, 굴거리나무, 종려나무, 하늘타리, 왕모시풀,
담쟁이덩굴, 계요등, 큰방가지똥, 수영, 소리쟁이, 마삭줄,
벌깨냉이, 서덜취, 망초, 여우구슬, 송악, 뽀리뱅이,
광대나물, 주름잎, 말똥비름, 망초, 개망초, 향나무, 주목,
후박나무, 예덕나무, 까마귀쪽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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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01
(N 33°32'08.15" / E 126°41'50.86")

높은물

면적(㎡) 281.3
개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132번 도로를 따라 북촌삼거리에서
성산방면으로 우측도로를 따라 400m경에서 우측 농로로
접어들면 1.5km 정도 남동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200m 더
가면 크라운C.C.의 북쪽 끝과 만나는 지점임. 습지는 길가에
공원화되어 있는 큰 연못 1개와 서쪽에 숲으로 둘러싸이고
돌담울타리가 1.5m 정도 싸여 있는 작은 연못 1개, 남쪽에
울타리나 경계가 없는 늪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화된 큰
연못의 동쪽에 명칭이 새겨진 입석비와 유래가 적힌 비석이
세워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직박구리, 제비, 박새, 휘파람새, 동박새,
까치, 꿩, 유혈목이, 누룩뱀, 줄장지뱀, 북방산개구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물방개, 각시물자라
식물상 마름, 수련, 어리연, 미나리, 남방개, 바늘골, 이삭사초

주변식물 고마리, 호제비꽃, 칡, 가락지나물, 제주피막이, 병풀,
고추나물, 찔레, 산동쥐똥나무, 곰솔, 팽나무, 보리수나무,
청미래덩굴, 으름, 점나도나물, 인동덩굴, 청사초, 개여뀌,
꾸지뽕나무, 산딸나무, 느릅나무, 수영, 소리쟁이,
실거리나무, 딱지꽃, 쑥, 괭이밥, 토끼풀, 살갈퀴,
바위채송화, 멍석딸기, 솔새, 개솔새, 억새, 띠, 송악,
예덕나무, 다래, 쥐똥나무, 말똥비름, 사철쑥, 좀개불알풀,
제비꽃, 가시엉겅퀴, 고사리, 큰달맞이꽃, 호밀풀,
개민들레, 방울새풀, 등심붓꽃, 아그배나무, 왕모시풀,
산꿩의밥, 청사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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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87
(N 33°33'21.81" / E 126°41'40.35")

개요

다려도

면적(㎡)

조천읍
지역

북촌마을 북쪽 400m 거리에 있는 섬으로 물개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한자로 달서도( 獺嶼島 )라고 씀. 지질이
신흥리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넓이 약 7,470평으로
크게는 3개의 독립된 섬이 모여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음.
물결과 해풍에 의해 바위들이 갈라지는 현상들을 섬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섬과 섬사이에는 소규모 모랫뻘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데 이 절리층과 모랫뻘은 식물과 패류
등 각종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장소임. 과거로부터
섬주위에 물고기가 많아 낚시터로 유명하여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등과 미역, 톳,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조류등 해산물이 풍부한 곳임

생물상
동물상 원앙,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백로, 중대백로,
흑로, 가마우지,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회색머리아비,
논병아리, 물수리(보호종 제12호), 따개비, 거북손, 바위게,
무늬발게, 팽이고둥, 눈알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울타리고둥, 갯고둥, 반지락, 갯강구, 갯지렁이
식물상 갯강아지풀, 갯메꽃, 해녀콩, 갯완두, 땅채송화, 번행초,
갯기름나물, 갯까치수영, 갯강아지풀, 갯미나리, 모새달,
갯강활, 갯하늘지기, 참나리, 송악, 담쟁이덩굴, 콩짜개덩굴,
꾸지뽕나무, 예덕나무, 까마귀쪽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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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21
(N 33°32'54.40" / E 126°41'10.69")

북촌 습지

면적(㎡) 176.1
개요

1

조천읍 북촌리, 북촌초등학교 서쪽, 서우봉 동쪽에 인근
촌락 내에 위치해 있고 배후는 해안사구이며, 서쪽 언덕위에
공원이 있음. 염습지로 추정되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와 주택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흑로, 쇠백로, 왜가리, 재갈매기, 가마우지, 까치, 때까치,
멧비둘기, 까치, 참새, 방울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등
주변식물 곰솔, 까마귀쪽나무, 칡, 사철나무, 보리장나무, 찔레,
모시풀, 방가지똥, 무화과나무, 멀구슬나무, 서덜취, 괭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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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40-24
(N 33°32'30.34" / E 126°42'05.29")

개요

조천읍 북촌리, 1132번 도로를 따라 북촌초등학교에서
400m 지점에 위치한 4거리에서 우측으로 개설된 농로를
따라 열방대학 방면으로 간 후 열방대학 가기 전 좌측에
조립식주택 마을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음. 동쪽은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덤불로 나누어져 있고, 서쪽과 남쪽은 숲으로
싸여 있으며, 연못은 내부에 돌담으로 4군데로 구분됨

북촌 습지

면적(㎡) 363.4

조천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노루,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휘파람새, 동박새, 참새, 까치,
꿩, 제비, 유혈목이,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각시물자라,
소금쟁이, 물방개,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식물상 마름, 개구리밥, 이삭사초

주변식물 억새, 띠, 찔레, 청미래덩굴, 인동덩굴, 곰솔, 왕모시풀,
모시풀, 예덕나무, 느릅나무, 산동쥐똥나무, 팽나무,
붉나무, 두릅나무, 새머루, 가락지나물, 콩제비꽃,
양장구채, 까마귀쪽나무, 좁은잎천선과나무, 천선과나무,
모람, 우묵사스레피, 자금우, 담쟁이덩굴, 송악,
그늘보리뺑이,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콩짜개덩굴,
멀구슬나무, 으름, 댕댕이덩굴, 계요등, 쑥, 살갈퀴,
점나도나물, 멍석딸기, 개망초, 개민들레, 망초, 괭이밥,
방가지똥, 뽀리뱅이, 호밀풀, 잔디, 김의털, 애기달맞이꽃,
개미자리, 고들빼기, 주름잎, 지칭개, 우산잔디, 다래,
산뽕나무, 사위질빵

81

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51-4
(N 33°31'38.30" / E 126°42'07.57")

북촌 습지

면적(㎡) 1,099.1
개요

3

조천읍 북촌리 1136번 도로 선흘리 3거리에서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여 선흘분교를 지나서, 동백동산 입구에서
크라운C.C.방향으로 1.4km 정도 가면 삼우개발 남쪽 50m
지점에 송전탑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크라운 C.C.의 남동쪽
울타리에 닿아 있으며, 길 옆 숲가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고,
골프장과 도로 건설로 주위가 높아져 생긴 습지로 추정됨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직 박 구 리 , 까 치 , 박 새 , 동 박 새 , 멧 비 둘 기 , 꿩 ,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등
식물상 이삭사초, 올방개, 눈여뀌바늘 등

주변식물 청미래덩굴, 찔레, 예덕나무, 산뽕나무, 꾸지뽕나무, 곰솔,
보리수나무, 망초, 김의털, 김의털아재비, 억새, 칡, 띠,
방가지똥, 주름잎, 제주피막이, 가락지나물, 여뀌, 청사초,
개망초, 쥐똥나무, 가막살나무, 큰달맞이꽃, 고사리,
딱지꽃, 토끼풀, 가시엉겅퀴, 지칭개, 점나도나물, 줄딸기,
개불알풀, 좀개불알풀, 광대나물, 환삼덩굴, 뽀리뱅이,
붉나무, 병풀, 고추나물, 초피나무, 멍석딸기, 좀가지풀,
벌깨냉이, 콩제비꽃, 졸방제비꽃, 인동덩굴, 애기솔나물,
꽃마리, 개자리, 괭이밥, 산딸기, 사스레피, 졸참나무,
두릅나무, 쑥, 애기수영, 실거리나무, 종가시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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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14
(N 33°31'03.98" / E 126°42'32.22")

개요

)

1136번 도로를 통해 가장 근접한 곳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수 함유율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북·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인 곶자왈
지역에 위치함. 제주도의 ‘선흘곶자왈’ 구역에 속하며,
초지와 자연동굴, 자연습지, 희귀 동·식물의 서식하고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 등록 습지임. 주 습지인 ‘먼물깍’
그리고 동백동산 탐방로에는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10여개의 습지를 확인할 수 있음

먼 물 깍 동( 백 동 산 습 지

면적(㎡) 492.8

조천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주도롱뇽, 청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도마뱀,
줄장지뱀,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누룩뱀, 비바리뱀,
쇠살모사, 중대백로, 쇠백로, 원앙, 황조롱이, 뻐꾸기,
꿩, 팔색조, 큰오색딱다구리, 제비, 직박구리, 유리딱새,
딱새, 때까치, 긴꼬리딱새, 동박새, 되새, 콩새, 어치,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주땃쥐, 작은땃쥐, 제주족제비, 오소리,
노루, 제주등줄쥐, 비단털쥐 등
식물상 순채, 물부추, 수궁초, 통발, 검정말, 송이고랭이, 물별이끼,
넓은잎미꾸리낚시, 물여뀌, 올방개
주변식물 리기다소나무, 애기도라지, 예덕나무, 산수국, 멀꿀,
이나무, 된장풀, 당종려, 백서향, 두루미천남성,
개가시나무,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비쭈기나무, 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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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2
(N 33°30'31.72" / E 126°43'02.62")

반 못 큰( 대 물

면적(㎡) 2,032.5
개요

)

조천읍 선흘리 1136번 도로 선흘주민센터를 지나 남쪽방향
동백로 삼거리에서 동백로를 따라 1km 지점 오른쪽에
있음. 못은 지형과 돌담 등에 의해 5개로 구분되며, 길가에
이정표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주족제비, 노루, 제주등줄쥐, 까치, 직박구리, 동박새,
꿩, 멧비둘기, 박새, 붉은귀거북,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제주도롱뇽, 송사리 등
식물상 검정말, 어리연, 부들, 이삭사초, 곡정초, 골풀, 수련, 미나리,
눈여뀌바늘, 가는가
주변식물 느 릅 나 무 , 팽 나 무 , 인 동 덩 굴 , 으 아 리 , 상 수 리 나 무 ,
산박하, 쇠고비, 개민들레, 쑥, 제주피막이, 개솔새, 억새,
주름조개풀, 고추나물, 댕댕이덩굴, 산동쥐똥나무, 찔레,
무환자나무, 미국가막사리, 곰솔, 삼나무, 예덕나무,
조록나무, 방동사니, 큰비짜루국화, 도깨비바늘, 칡,
산딸기, 마삭줄, 등, 후박나무, 동백나무, 왕모시풀, 한련초,
가락지나물, 벌깨냉이, 괭이밥, 쥐꼬리망초, 미나리아재비,
사위질빵, 개여뀌, 수영, 쇠무릅, 탑꽃, 단풍마, 자귀나무,
콩짜개덩굴, 갈퀴나물, 토끼풀, 제주양지꽃, 멀구슬나무,
사스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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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
(N 33°28'50.32" / E 126°43'3.65")

개요

조천읍 선흘리, 1136번 선흘리 목선동 알밤오름 교차로에서
남서쪽 300m 지점에서 남쪽 농로를 따라 800m 지점의
동쪽에 위치해 있음. 2개의 못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주위는 말 방목지이며, 못의 경계는 인공물 없이 자연
지형으로 구분되어 주위에 약간의 늪지가 형성되어 있음

윗밤오름북못

면적(㎡) 249.3

조천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큰부리까마귀,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어리연, 남방개, 미나리, 미꾸리낚시 등

주변식물 상수리, 팽나무, 아그배나무, 찔레, 청미래덩굴, 두릅나무,
보리수나무, 으아리, 멍석딸기, 쑥부쟁이, 수크령,
왕모시풀, 인동덩굴, 산박하, 들깨풀, 쑥, 비목, 꽝꽝나무,
사위질빵, 억새, 띠, 제주피막이, 탑꽃, 가막살나무,
편백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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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
(N 33°28'46.75" / E 126°43'5.39")

윗밤오름동못

면적(㎡) 1,113.3
개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36번 선흘리 목선동 알밤오름
교차로에서 남서쪽 300m 지점에서 남쪽 농로를 따라
1km 지점의 윗밤오름 입구에서 남쪽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함. 말 방목지이며, 못의 경계는 인공물 없이 자연
지형으로 구분되며 주위에 약간의 늪지가 형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쇠백로, 왜가리, 박새, 멧비둘기, 때까치,
까치, 동박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미나리, 어리연, 남방개, 눈여뀌바늘,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소리쟁이, 수영, 애기수영, 개여뀌, 모시풀, 왕모시풀,
쥐똥나무, 찔레, 가락지나물, 가시엉겅퀴, 인동덩굴,
으아리, 뱀딸기, 쥐꼬리망초, 풀솜나물, 질경이, 산박하,
서덜취, 줄딸기, 멍석딸기, 산딸기, 제주피막이,
병풀, 사상자, 삼나무, 팽나무, 청미래덩굴, 산딸나무,
아그배나무, 구실잣밤나무, 보리수나무, 별꽃, 토끼풀,
산동쥐똥나무, 솔비나무, 콩제비꽃, 말똥비름, 꾸지뽕나무,
비목, 상수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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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98-1
(N 33°31'58.31" / E 126°36'51.23")

개요

)

일주도로에서 신촌리 마을 서쪽 500m 지점에서 북쪽길을
따라 700m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못의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은 농로이며, 못 내에 나무판자로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음. 신촌리 서원동 '영등할망'이 내려온다는 곳인
'영등막 제터'가 있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이 못은 원나라
황제가 자식을 얻기 위하여 제를 지내 아들을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으로 과거에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서 제를 지내고 기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여 못 이름
역시 이에 연유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함

남 생 이 못 남( 새 기 못

면적(㎡) 3,141.0

조천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제비, 멧비둘기, 참새, 까치, 섬휘파람새, 쇠살모사,
유혈목이, 참개구리, 붉은귀거북, 아시아실잠자리,
대왕잠자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미꾸리 등
식물상 네가래, 연, 수련, 마름, 세모고랭이, 갈대, 물부추, 부들,
말즘, 남방개, 미나리, 버드나무, 송이고랭이, 이삭사초,
노랑어리연 등
주변식물 아왜나무, 구실잣밤나무, 창질경이, 미꾸리낚시, 억새,
띠, 쑥, 차풀, 곰솔, 팽나무, 까마귀쪽나무, 사위질빵,
금강아지풀, 괭이밥, 병풀, 동백나무, 잠자리피, 한련초,
파대가리, 제주피막이, 닭의장풀, 돌가시나무, 감국,
파리풀, 소철, 배롱나무, 왕모시풀, 사철나무, 들깨, 계요등,
가락지나물, 바랭이새, 털머위, 미국가막사리, 담쟁이,
인동덩굴, 여우팥, 큰비짜루국화, 흰꽃나도사프란, 망초,
개망초, 환삼덩굴, 강아지풀, 개여뀌, 쥐꼬리망초, 물잔디,
거지덩굴, 쇠무릎, 향부자, 알방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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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11-5
(N 33°32'56.62" / E 126°38'53.50")

신흥해안

면적(㎡)
개요

신흥은 조천과 함덕사이에 있어서 땅은 좁고 물가 따라 길게
뻗어 있는데다 옛날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아 왜포(倭浦)
혹은 내포(內浦), 고포(古浦)라 불리던 지역임. 예전에는
만으로 되어 있어 복잡한 해안선 구조를 지닌 곳이었으나
지금은 양식장 건설과 해안도로개설로 인해 단순해짐.
신흥리 바닷가에 위치한 방사탑(防邪塔)은 다른 곳과 달리
만조 때에는 수중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해안 조간대(潮間帶) 위에 설치되어 있어 눈에
잘 띄기도 하는데 제주도 기념물 8-10, 8-1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문화재임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고방오리, 논병아리, 댕기흰죽지,
쇠오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논병아리, 가마우지, 재갈매기,
쇄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백할미새, 숭어, 방게, 집게류,
댕가리, 해면류, 해변말미잘, 풀색꽃해변말미잘, 연두군부,
털군부, 주름이쁜이삿갓조개, 진주배말, 흑색배말,
애기삿갓조개, 배무래기, 테두리고둥, 울타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팽이고둥, 바퀴고둥, 눈알고둥, 갈고둥,
큰입술갈고둥, 좁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갯고둥, 바지락,
거북손, 조무래기따개비, 검은큰따개비, 갯강구, 집게류,
바위게, 홍색민꽃게 등
식물상 갈대, 참골무꽃, 갯메꽃, 수송나물, 돌가시나무, 천문동,
수송나물, 땅채송화, 새머루, 암대극, 순비기나무, 갯사상자,
갯기름나물, 갯장구채, 파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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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590-1
(N 33°30'20.7" / E 126°38'0.66")

개요

넓은못

면적(㎡) 721.3

조천읍
지역

조천읍 와흘리, 1136번 도로에서 와흘체육공원쪽 방향으로
250m 지점, 와흘체육공원 남쪽에 있으며, 정자와 중앙부로
연결된 다리가 설치되어 있음. 북쪽에 안내 입간판이 있으며,
연못 서쪽에 "양기훈 시비"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직박구리, 왜가리, 중대백로, 박새, 동박새, 참새,
미꾸라지, 붕어, 금붕어 등

식물상 연, 마름, 수련 등
주변식물 팽 나 무 , 먼 나 무 , 구 실 잣 밤 나 무 , 눈 향 나 무 , 서 덜 취 ,
여우구슬, 주름잎, 사위질빵, 까마귀쪽나무, 닭의장풀,
살갈퀴, 망초, 실망초, 광대나물, 왕모시풀, 토끼풀,
방동사니, 찔레, 사철나무, 참식나무, 담쟁이덩굴,
미국가막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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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13-16
(N 33°29'38.32" / E 126°38'1.95")

윗뱅듸물

면적(㎡) 314.2
개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136번 도로와 조와로 교차로에서
남쪽 와흘로 방면으로 1.1km 지점에서 서쪽 150m 지점에
위치함. 주위는 왕석과 돌담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남쪽은
마을 안 도로와 접해 있고, 서쪽은 정자와 공원 겸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동남쪽에는 과거 생활용수로 쓰였던 시기의
출입 시설 흔적이 남아있음. 연못 앞에 모기구충사업을 위한
미꾸라지 방류를 알리는 안내 입간판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때까치, 제비, ,박새, 동박새, 까치, 섬휘파람새,
방울새, 딱새, 참개구리, 미꾸라지, 소금쟁이, 고추담자리,
여름좀잠자리 등
식물상 수련, 부들,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어리연, 참통발,
송이고랭이, 말즘, 노랑꽃창포 등
주변식물 대구망초, 억새, 쑥, 왕모시풀, 곰솔, 토끼풀, 섬점나도나물,
삼나무, 편백나무, 참식나무, 예덕나무, 생달나무, 질경이,
종려나무, 팽나무, 서양민들레, 민들레, 개민들레, 탑꽃,
돈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천선과나무, 송악, 벌깨냉이,
소철, 단풍나무, 망초, 개망초, 겨이삭, 그늘보리뺑이,
광대나물, 애기달맞이꽃, 담팔수, 붉가시나무, 닭의장풀,
호제비꽃, 졸방제비꽃, 콩제비꽃, 애기솔나물, 좀개불알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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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8-20
(N 33°32'13.91" / E 126°37'49.38")

개요

대섬

면적(㎡)

조천읍
지역

용암유출(鎔巖流出)에 의한 복잡한 해안선 구조와 특이한
지형을 지닌 곳으로 제주 본체와 10미터 정도 떨어져
독립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하나의 섬임. 하지만 도로가
섬과 연결되어 제대로 구별되지 않으며, 동쪽으로는 조천
대섬바당에서 섬 중심 우미솟개까지 서쪽으로는 신촌 돌코지
성창까지인데 섬과 섬 주위는 지질적으로 신흥리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섬 주위가 암반해안 중 하나인 파식대로 이루어져
있음. 섬 곳곳에서는 암석에 외력이 가해져서 금이 생기는
절리(節理)현상으로 틈이 생겨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으며, 몇
곳은 연못이 형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물총새, 논병아리,
귀뿔논병아리, 댕기물떼새, 민물도요, 청다리도요,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알락오리, 흰뺨검둥오리, 댕기흰죽지,
가마우지, 해오라기, 파래류, 숭어, 갯고둥, 댕가리, 방게,
해면류, 해변말미잘, 연두군부, 털군부, 주름이쁜이삿갓조개,
진주배말, 흑색배말, 애기삭갓조개, 배무래기, 테두리고둥,
울타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팽이고둥, 눈알고둥,
갈고둥, 총알고둥, 갯고둥, 바지락, 거북손, 조무래기따개비,
검은큰따개비, 갯강구, 집게류, 바위게 등
식물상 자귀나무, 곰솔, 우묵사스레피, 꾸지뽕나무, 사철나무,
멀구슬나무, 보리수나무, 참억새, 띠, 스크령, 짚신나물,
계요등, 돌가시나무, 왕모시풀, 소리쟁이, 갈퀴꼭두서니,
부들, 갈대, 천일사초, 갯잔디, 갯하늘지기, 갯강아풀,
갯겨이삭, 갯질경, 갯메꽃, 갯기름나물, 갯쑥부쟁이, 번행초,
순비기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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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48
(N 33°31'23.24" / E 126°40'4.56")

괴못

면적(㎡) 3,003.6
개요

조천읍 함덕리, 1132번 도로를 따라 조천에서 함덕리 마을로
가는 방향 우측에 있는 유성주유소 우측에 있는 농로를
따라 남쪽으로 1.8km 지점에 있음. 동쪽과 남쪽은 농로와
접해 있고, 추락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북쪽과 서쪽은 농경지와 돌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원앙, 쇠백로, 창둥오리, 민물도요,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휘파람새, 참새, 제비, 멧비둘기, 동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꿩, 까치, 큰부리까마귀,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줄장지뱀,
붉은귀거북, 붕어, 소금쟁이, 각시물자라, 물땡땡이, 물방개,
물매
식물상 버드나무, 마름, 수련, 가래, 가는가래, 말즘,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팽나무, 겨이삭, 찔레, 삼나무, 곰솔, 수영, 쥐손이풀,
향부자, 억새, 띠, 바랭이새, 소리쟁이, 환삼덩굴, 계요등,
예덕나무, 인동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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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72
(N 33°31'49.08" / E 126°40'12.12")

개요

도르못

면적(㎡) 1,313.7

조천읍
지역

조천읍 함덕리, 1132번 도로를 따라 조천읍 도서관 가기
100m 전에 있는 우측 농로를 따라 함덕마을농협을
경유하여 900m정도 남동쪽에 있음. 현재는 북쪽 면에
우회도로 공사지와 닿아있으며, 콘크리트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큰 못이나 공사 중에 파놓은 깊이 20m 정도의 규모의
큰 웅덩이가 동쪽에 있음

생물상
동물상 흑로, 왜가리, 중대백로, 제비,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박새,
북방산개구리, 붕어, 소금쟁이,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마름, 이삭사초, 미나리, 개구리갓, 버드나무, 남방개 등

주변식물 호밀풀, 억새, 띠, 소리쟁이, 수영, 찔레, 꾸지뽕나무,
삼나무, 곰솔, 예덕나무, 갯무, 팽나무, 멍석딸기, 살갈퀴,
유채, 갓, 큰사상자, 솔나물, 쥐손이풀, 댕댕이덩굴, 쑥,
까마귀쪽나무, 철쭉, 담쟁이덩굴, 송악, 냉이, 개별꽃,
좀개불알풀, 점나도나물, 광대나물, 가락지나물, 개여뀌,
꽃마리, 벌깨냉이, 닭의장풀, 명아주, 사상자, 주름잎,
지칭개, 개불알풀, 느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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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89
(N 33°32'37.68" / E 126°40'34.85")

서우봉 물통

면적(㎡) 106.5
개요

조천읍 함덕리, 일주동로를 따라 함덕리 마을을 지나
좌측 서우봉 해안도로를 따라 600m 정도 가서 서우봉
서북쪽 사면 아카시아나무가 식재된 곳에 있음. 서우봉의
기슭이면서 반대쪽은 모래경작지에 닿아있는 구조로
시멘트로 벽면이 포장되어 있으며, 동쪽은 서우봉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서쪽은 해안으로 연결된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동박새, 직박구리, 꿩, 섬휘파람새, 참새, 제비,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 소금쟁이 등
식물상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미나리 등

주변식물 긴사상자, 찔레, 아까시나무, 갯무, 수영, 소리쟁이, 유채,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모시풀, 쑥, 살갈퀴, 인동덩굴,
송악, 꽃마리, 사위질빵, 띠, 왕모시풀, 멍석딸기, 망초,
개망초, 말똥비름, 억새, 점나도나물, 솔나물, 가락지나물,
개미자리, 별꽃, 거지덩굴, 창질경이, 토끼풀, 갯잔디,
통보리사초, 갓, 애기달맞이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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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은 노형동 1개소, 봉개동 5개소, 삼양동 1개소, 연동
1개소, 영평동 1개소, 외도동 2개소, 용강동 2개소, 이호동 3개소, 해안동
2개소, 화북동 1개소, 회천동 1개소 등 20개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노형동 고냉이동산못
봉개동
삼양동
연동
영평동
외도동
용강동
이호동
해안동
화북동
회천동

물장오리 오름습지, 밧새미못, 봉개동 습지1, 새미사이못, 조리세미
삼양 해안
선림사 연못
전못
외도못1, 외도천하류해안
용강못, 용강동 습지
덕지답, 석가물개못, 이호해안
어승생악 분화구습지, 해안동 습지1
문화마을 연못
회천동못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노형동 591
(N 33°28'11.51" / E 126°28'41.60")

개요

한라수목원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700m 정도 가면 북쪽
목장지 내에 위치함. 인공 저수지로 현재 방목 가축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고냉이동산못

면적(㎡) 1,088.1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중대백로, 사슴, 까치, 노루, 멧비둘기, 제비, 휘파람새, 박새,
멧새, 동박새,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주변식물 띠, 억새, 곰솔, 칡, 팽나무, 삼나무, 망초, 닭의장풀,
왕모시풀, 차풀, 미국자리공, 쇠무릎, 수크령, 강아지풀,
하늘타리, 송악, 담쟁이, 사위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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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봉개동 산78-2
(N 33°24'47" / E 126°36'43")

물장오리 오름습지

면적(㎡) 10,793.3
개요

한라생태숲 남쪽 3km 부근, 백록담 동북쪽 9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물장오리오름의 정상부 습지임.
화구호형태이며,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등록 습지로서
제주도 설화의 ‘설문대 할망’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음.
주변지역은 대부분 산림이며 1131번 도로인 516도로에서
진입 가능함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오 소 리 , 제 주 등 줄 쥐 , 큰 부 리 까 마 귀 , 박 새 ,
직박구리, 큰유리새, 황조롱이, 줄장지뱀, 유혈목이,
제주도롱뇽,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각시물자라, 소금쟁이,
왕은점표범나비
식물상 개구리갓, 골풀, 넓은잎미꾸리낚시, 마름, 별꿩의밥,
송이고랭이, 좀어리연, 큰고랭이
주변식물 긴다람쥐꼬리, 뱀톱, 솔비나무, 개족도리풀, 족도리풀,
새끼노루귀, 참개별꽃, 나도고사리삼, 주목, 덩굴용담,
관중, 우드풀, 고비, 고란초, 산일엽, 우단일엽, 콩짜개덩굴,
여뀌, 이삭여뀌, 털괭이눈, 제비꽃, 단풍제비꽃,
남산제비꽃, 서어나무, 으아리, 으름, 다래, 산수국,
바위수숙, 등수국, 칡, 상산, 단풍나무, 당단풍, 고로쇠나무,
화살나무, 참빗살나무, 회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송악,
음나무, 쥐똥나무, 계요등, 파리풀, 덧나무, 곰취, 참취,
좀딱취,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둥굴레, 용둥굴레,
산자고, 애기나리, 윤판나물, 박새, 여로, 마, 단풍마,
주름조개풀, 기장대풀, 민바랭이, 수크령, 제주조릿대,
비늘사초, 보춘화, 사철난, 섬사철란, 으름난초, 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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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봉개동 854
(N 33°28'06.94" / E 126°36'10.63")

개요

97번 국도 번영로 명도암 교차로에서 남쪽 2.3km 지점에서
북쪽 농로를 따라 1km 북서쪽, 밧새미오름의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음. 농로와 농경지 사이에 위치한 못으로 삼각형
모양이며, 웅덩이 형태로 되어있고 동쪽은 농로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은 농경지와 돌담으로 나누어져 있음

밧새미못

면적(㎡) 676.0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멧비둘기, 할미새, 박새, 동박새, 참개구리,
제주도롱뇽, 북방산도롱뇽, 쇠살모사, 유혈목이, 고추잠자리,
왕잠자리, 밀잠자리, 산제비나비, 아시아실잠자리
식물상 버드나무, 비녀골, 니마리,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찔레, 여뀌, 비름, 쇠무릎, 흰명아주, 팽나무, 삼나무, 곰솔,
예덕나무, 청가시덩굴, 왕모시풀, 모시풀, 알방동사니,
향부자, 바랭이새, 맥문동, 무릇, 으름, 개갓냉이,
쥐꼬리망초, 산짚신나물, 개피, 돌피, 강아지풀, 송악, 억새,
띠, 으아리, 궁궁이, 강활, 기름나물, 서덜취, 광대수염,
사위질빵, 까마귀배게, 산뽕나무, 고마리, 닭의장풀,
칡, 쥐똥나무, 쑥, 바위고사리, 고사리, 조개풀, 비목,
며느리배꼽, 익모초, 뱀무, 밀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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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봉개동 산70
(N 33°26'51.81" / E 126°36'22.83")

봉개동 습지

면적(㎡) 212.6
개요

1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동쪽 3.7km, 한라생태숲 북쪽 2km
부근 지점에 위치하며, 목장 내 습지이나 자연연못으로 보임.
목장부지 서북쪽은 현재 공동묘지 조성용 토지정리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연못은 목장부지의 동북쪽 끝 지점에 위치함.

생물상
동물상 꿩 , 까 치 , 큰 부 리 까 마 귀 , 박 새 , 동 박 새 , 참 개 구 리 ,
북방산개구리, 쇠살모사

식물상 어리연,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삼 나 무 , 며 느 리 배 꼽 , 여 뀌 , 억 새 , 곰 솔 , 두 릅 나 무 ,
보리수나무, 왕모시풀, 수영, 소리쟁이, 쇠무릎,
제주피막이, 예덕나무, 산뽕나무, 꾸지뽕나무, 찔레, 띠,
쑥, 망초, 자귀나무, 머귀나무, 산딸나무, 비목, 쥐손이풀,
쥐꼬리망초, 등골나물, 매듭풀, 가시엉겅퀴, 차풀, 산딸기,
복분자딸기, 멍석딸기, 으아리, 사위질빵, 토끼풀,
붉은토끼풀,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100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봉개동 산4
(N 33°27'58.12" / E 126°36'17.70")

개요

97번 국도 번영로 명도암 교차로에서 남쪽 2.3km
지점에서 북쪽 농로를 따라 700m 북서쪽, 밧새미오름과
안새미오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북서쪽 안새미오름
등반로 쪽 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으나, 포장이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고, 못의 둘레는 길과
농경지의 경계인 돌담으로 둘러 싸여있음

새미사이못

면적(㎡) 265.1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중대백로,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룡뇽, 직박구리, 박새, 동박새, 멧비둘기
식물상 부들, 갈대,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버드나무

주변식물 곰솔, 삼나무, 이대, 하늘타리, 팽나무, 까마귀배게,
예덕나무, 산뽕나무, 꾸지뽕나무, 산딸기, 보리수나무,
다래, 송악, 담쟁이덩굴, 쥐똥나무, 사스레피, 비목, 쇠무릎,
여뀌, 며느리배꼽, 뱀무, 산짚신나물, 왕모시풀, 바랭이새,
환삼덩굴, 망초, 억새, 왕고들빼기, 닭의장풀, 자귀나무,
쥐꼬리망초, 쑥, 띠, 마, 단풍마, 선밀나물, 사위질빵,
까마귀머루, 익모초, 양하, 모시풀, 부용, 도꼬로마,
감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 산초나무, 개피, 미국자리공,
누리장나무, 머귀나무, 수영, 제주피막이, 병풀, 양장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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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봉개동 846-1
(N 33°28'11.32" / E 126°36'23.15")

조리세미

면적(㎡) 164.7
개요

'조리세미'는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안세미오름 말굽형
화구방향 기슭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임. 제일 위쪽에는
과거 음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이 있고,
이어 쌀, 채소 따위를 씻는 곳, 빨래하는 곳, 마소에게 물을
먹이는 못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샘'의 모양이
쌀을 이는 조리와 같이 보인다 하여 '조리세미(명도암물)'라
불림. 가축의 음용으로 쓰이던 못 주변은 1m정도의 왕석
등으로 둘러져 있고, '조리세미'를 중심으로 안(內)과 밖(外)을
구분하여 안쪽은 '안세미오름'이 밖에는 '밧세미오름'이
감싸고 있음. '안세미오름' 화구방향으로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너머 북쪽방향 '열안지 오름'
주변에는 넓게 농경지가 조성되어 경작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관박쥐, 집박쥐, 제주등줄쥐, 멧밭쥐,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드렁허리, 붕어,
금붕어, 살모사, 유혈목이, 참개구리, 물달팽이, 왼돌이
물달팽이, 논우렁이, 거머리, 장구애비, 물방개, 물매암이,
물땡땡이, 소금쟁이 등
식물상 노랑꽃창포, 꽃창포, 개구리밥,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왕모시풀, 쇠고비, 개망초, 망초, 나비국수나무, 수영,
담쟁이덩굴, 인동덩굴, 까마귀베개, 곰솔, 고란초,
삼나무, 하늘타리, 서양민들레, 환삼덩굴, 예덕나무,
원추리, 토끼풀, 광대나물, 팽나무, 으름덩굴, 까마귀머루,
기생여뀌, 억새, 띠, 쇠무릎, 꾸지뽕나무, 송악,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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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삼양2동 2444-1
(N 33°31'28.96" / E 126°34'50.63")
삼양1동은 해안의 마을 지형이 호미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서흘포 또는 설개라 불려왔는데 삼양해수욕장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신촌바다까지 이름. 반면 삼양2동은
음나물내에서 동냉이내의 돔벵이물까지 삼양3동은 이곳에서
다시 화북까지 이어짐. 삼양해안의 습지는 단물이 많이
흘러나와 또는 검은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이름붙인
감물개(가물개, 감흘개)가 있는 삼양해수욕장에서 시작하여
삼양3동 진작지까지임. 삼양 해안 전체는 신흥리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일부 바위가 드러나는 암석해안이 있으며,
진작지는 암반위에 자갈이 길게 깔려 자갈해안이라 할 수
있고, 가물개 해수욕장은 암반이 파쇄된 검고 가는 모래가
깔려 있어 해안사구인 다양한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임. 또한, 삼양 해안은 전국 유일의 검은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이 위치해있고 검은모래에 철성분이 함유되어
신경통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삼양해안

개요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갈매기, 재갈매기, 아비, 회색머리아비,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뿔논병아리, 가마우지, 흑로,
황놀래기, 어랭놀래기, 쏨뱅이, 가시망둑, 쥐치, 쏠종개,
해면류, 해변말미잘, 연두군부, 비단군부, 털군부,
주름이쁜이삿갓조개, 진주배말, 흑색배말, 애기삿갓조개,
배무래기, 테두리고둥, 울타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팽이고둥, 바퀴고둥, 눈알고둥, 갈고둥, 큰입술갈고둥,
좁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갯고둥, 바지락, 거북손,
조무래기따개비, 검은큰따개비, 갯강구, 집게류, 갯가재붙이,
바위게, 홍색민꽃게, 구멍갈파래
식물상 좀보리, 사초, 갯메꽃, 모래지치, 돌가시나무, 갯강아지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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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연동 1308
(N 33°28'06.33" / E 126°29'20.31")

선림사 연못

면적(㎡) 477.0
개요

한라수목원 진입로 중간에서 남쪽으로 진입하여 선림사
북쪽에 도달하면 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음. 남쪽은
사찰과의 경계가 왕석과 돌담으로 된 절벽형태이고, 동쪽과
서쪽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북쪽은 비포장 주차장이
있고 못의 중간에 주차장과 사찰을 잇는 다리가 가로지르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금붕어, 붕어, 참개구리, 동박새, 까치,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멧새, 큰부리까마귀, 까치, 참새, 아시아실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연, 어리연, 수련, 부들, 붕어말, 버드나무

주변식물 산수국, 수영, 방동사니, 감나무, 먼나무, 잔디, 토끼풀,
부용, 한련초, 개민들레, 제주피막이, 쑥, 개망초, 팥배나무,
괭이밥, 단풍나무, 곰솔, 산딸나무, 개여뀌, 망초, 차나무,
피라칸타, 귤, 모시풀, 해당화, 녹나무, 붉가시나무, 문주란,
금강아지풀, 잠자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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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영평동 444
(N 33°29'27.38" / E 126°34'40.21")

개요

전못

면적(㎡) 276.6

제주시
동지역

번영로 거로4거리에서 봉개 방면으로 2.6km 지점에서
남서쪽 농로를 따라 800m 지점에 위치한 연못임. 농로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둘레는 왕석과 돌담으로 경계를
이루며 남서쪽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멧비둘기, 직박구리, 참새, 까치, 동박새,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룡뇽, 유혈목이, 쇠살모사, 미꾸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고추잠자리, 물방개, 왕우렁 등
식물상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수련, 세모고랭이, 노랑꽃창포, 마름,
물수세미, 노랑어리연, 붕어마름, 부레옥잠
주변식물 자귀나무, 깨풀, 쑥, 쇠비름, 쇠무릎, 강아지풀, 토끼풀,
개망초, 질경이, 망초, 사위질빵, 아욱, 눈향나무, 이대,
계요등, 새머루, 환삼덩굴, 칡, 잠자리피, 붕숭아,
왕고들빼기, 박하, 돌나물, 삼나무, 예덕나무, 팽나무,
거지덩굴, 하늘타리, 모시풀, 개나리, 닭의장풀,
멀구슬나무, 자주괴불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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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외도못
1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외도1동 144
(N 33°28'54.03" / E 126°26'16.93")

면적(㎡) 292.7
개요

도평-외도간 도심 우회도로를 따라 외도방면으로 가다가
도평초등학교 서쪽 800m 지점 4거리에서 남쪽 농로를
진입하여 150m 지점에서 경작지 돌담을 따라 가서
서쪽으로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임. 숲속에
위치해 있어 주위에 잡목과 덤불이 엉켜있어 접근이
어려운데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곳임

생물상
동물상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룡뇽,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멧새, 동박새,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마름, 미나리, 개구리밥, 예덕나무 등

주변식물 개여뀌, 멀구슬나무, 꾸지뽕나무, 소리쟁이, 칡, 모시풀,
사철나무, 찔레, 쥐똥나무, 사위질빵, 으름, 예덕나무,
삼나무, 억새, 환삼덩굴, 닭의장풀, 차풀, 새덕이, 새머루,
팽나무, 보리수나무, 돈나무, 송악, 인동덩굴, 계요등, 아욱,
괭이밥, 좀민들레, 갈퀴나무, 석류풀, 쇠비름, 사위질빵,
쇠무릎, 깨풀, 까마귀쪽나무, 방동사니, 무릇, 왕고들빼기,
거지덩굴, 병풀, 한련초, 방가지똥, 육절보리풀, 돌피, 쑥,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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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외도2동 304-1
(N 33°29'41.79" / E 126°26'02.89")
해안가 가까이에서 용출하고 비교적 풍부한 용출수가 항시
흘러 바다로 내려가는 외도해안은 풍부한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기수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지형이
존재하는 한편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임. 환경적
특성으로 월대(月臺)의 상류측에는 제주에서 손꼽힐 정도로
수량이 풍부한 용출수가 많아 수영장과 수원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해안 인근으로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압력이 있는
곳이기도 함

외도천 하류 해안

개요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황로,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넓적부리, 뿔논병아리,
바다직박구리, 댕기물떼새, 민물도요, 백할미새, 흑로, 붕어,
검정망둑, 은어, 뱀장어, 꾹저구, 동남참게, 기수갈고둥, 숭어,
검정망둑, 살벤자리, 학꽁치, 말미잘, 참갯지렁이, 석회관
갯지렁이, 테두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팽이고둥,
개울타리고둥, 눈알고둥, 보라배곱 톱니고둥, 갈고둥,
큰총알고둥, 소라, 갯고둥, 댕가리, 맵사리, 두드럭고둥,
대수리, 타래고둥, 군소, 흰갯민숭달팽이, 가시굴, 반지락,
갯강구, 거북손, 따개비류, 참집게, 바위게, 무늬발게, 비단게
등
식물상 지채, 갯까치수영, 갯질경, 갯메꽃, 순비기나무, 갯잔디,
번행초, 갯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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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용강동 1396
(N 33°28'36.97" / E 126°34'58.31")

용강못

면적(㎡) 657.3
개요

1136번 도로 용강동 버스정류장에서 남서쪽 방면으로
450m 지점에서 북쪽농로를 따라 100m 이동한 후
갈림길에서 동북쪽 100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주변은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둘레는 돌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서쪽 모퉁이에 정자가 만들어져 있으며,
서쪽과 북쪽 둘레에는 산책로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유혈목이, 줄장지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꿩, 멧비둘기,
까치, 제비, 섬휘파람새, 동박새, 직박구리,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연, 수련, 어리연꽃, 마름, 부들, 가는가래, 개구리밥 등

주변식물 팽나무, 감나무, 삼나무, 귤나무, 수까치깨, 깨풀, 쇠비름,
석류풀, 마삭줄, 이삭사초, 차풀, 개여뀌, 예덕나무, 송악,
까마중, 쇠무릎, 서덜취, 방가지똥, 그늘보리뺑이, 망초,
개망초, 수크령, 강아지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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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용강동 108
(N 33°26'53.28" / E 126°36'04.13")

개요

제주 동부공설공원묘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목장 내
습지이나 자연연못임. 목장부지 북쪽은 현재 공동묘지
조성용 토지정리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용강동 습지

면적(㎡) 392.5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꿩, 제비, 직박구리, 방울새, 박새, 딱새, 까치, 참개구리,
줄장지뱀, 밀잠자리, 소금쟁이, 물땡땡이

식물상 어리연, 세모고랭이, 모기골, 털물참새피, 파대가리,
개구리갓
주변식물 쑥부쟁이, 쥐꼬리망초, 쥐손이풀, 고사리, 가락지나물,
질경이, 쇠무릎, 닭의장풀, 주름조개풀, 찔레,
미국가막사리, 왕모시풀, 쑥, 소리쟁이, 수영, 애기수영,
수크령, 계요등, 인동덩굴, 산박하, 가막살나무,
댕댕이덩굴, 돼지풀, 여뀌, 기생여뀌, 쥐똥나무, 매듭풀,
애기땅빈대, 멍석딸기, 개망초, 망초, 강아지풀, 으아리,
사위질빵,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조아재비, 비수리,
탑꽃, 서덜취, 여우콩, 제주피막이, 개민들레, 곰솔, 차풀,
수수, 참빗살나무, 산초나무, 산딸나무, 산수국, 편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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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이호1동 1734
(N 33°29'44.80" / E 126°27'04.40")

덕지답

면적(㎡) 21,870.7
개요

이호태우해변 남쪽, 인근 현사마을과 1132번 도로인
일주도로 사이에 위치한 늪지로 남쪽은 도로와 인가이며,
서쪽과 북쪽은 마을과 닿아있음. 주변지역은 해변, 경작지,
주택, 공항이 위치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개구리, 청개구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갈대, 버드나무, 미나리, 이삭사초
주변식물 미국가막사리, 고마리, 멀구슬나무, 환삼덩굴, 왕고들빼기,
칡, 사상자, 민들레, 갓, 소리쟁이, 섬오갈피, 강아지풀, 쑥,
유채, 눈괴불주머니, 수영, 쇠무릎, 박하, 두릅나무, 등나무,
털진득찰, 망초, 쑥부쟁이, 병풀, 괭이밥, 사위질빵, 팽나무,
까마귀쪽나무, 곰솔, 닭의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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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이호2동 1344-3
(N 33°29'21.00" / E 126°27'21.10")

개요

이호태우해변 남쪽, 이호운동장 북쪽300m 부근 농로 옆에
위치한 못으로 경작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경작지, 비닐하우스시설, 주택이 있음

석가물개못

면적(㎡) 160.3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개구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고추잠자리, 대왕잠자리
식물상 수련

주변식물 종가시나무, 모시풀, 개여뀌, 강아지풀, 왕고들빼기,
깨풀, 망초, 한련초, 닭의장풀, 들깨, 송악, 쑥, 거지덩굴,
여뀌, 수영, 하늘타리, 마삭줄, 호박, 방가지똥, 방동사니,
미국가막사리, 꾸지뽕나무, 돌피, 곰솔, 계요등,
멀구슬나무, 각시그령, 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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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이호1동 322번지
(N 33°30'11.15" / E 126°27'47.38")

이호해안

개요

이호해안은 이호해수욕장이 있는 곳으로 근천, 원장천, 마두천
등 주변의 하천 퇴적물과 현무암류의 자갈, 폐사가 함께 섞여
만들어진 특이한 지질 구조를 갖는 해안사구(海岸砂丘)지역임.
사구는 지질적으로 이호동현무암위에 이루어져 있고 오래된
해송림이 사구를 뒤덮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해안매립지인
도두해안과 닿아 있고 해수욕장을 지나서 서쪽으로는
이호포구까지 이어짐. 마름이름인 현사동에서도 알 수 있듯
해수욕장은 패각구성이 적어 검은색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사제 동쪽은 파식대의 규모가 큰 조간대가 펼쳐져 있어
해수욕장과는 또 다른 경관과 생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제주시내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소나무 숲, 소하천, 암반과
자갈, 모래 등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댕기흰죽지, 흰줄박이오리, 물수리, 아비, 회색머리아비,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가마우지, 흑로,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민물도요, 깝작도요,
백할미새, 바다직박구리, 풀색해변 말미잘, 담황줄 말미잘,
참갯지렁이, 석회관 갯지렁이, 진주배말, 테두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개울타리고둥, 팽이고둥, 소라,
눈알고둥, 갈고둥, 큰총알고둥, 갯고둥, 댕가리, 맵사리,
두드럭고둥, 대수리, 흰갯민숭달팽이, 반지락 군부, 털군부,
갯강구, 거북손, 큰조무래기따개비, 작은조무래기따개비,
검은따개비, 바위게, 참집게, 무늬발게 등
식물상 사철쑥, 갯쇠보리, 갯미나리, 갯잔디, 순비나무, 참골무꽃,
좀보리사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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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해안동 산220-12
(N 33°0'23.48" / E 126°29'15")

개요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휴게소에서 서북쪽으로 약 800m
지점에 위치함. 어승생(어승생이)오름 정상부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고산습지로 분화구에 형성되어 있음

생물상

어승생악 분화구습지

면적(㎡) 2,158.0

제주시
동지역

동물상 노루, 오소리, 제주등줄쥐, 작은땃쥐, 큰오색딱다구리, 박새,
곤줄박이, 멧새, 큰부리까마귀, 꿩, 누룩뱀, 유혈목이, 도마뱀,
줄장지뱀, 쇠살모사,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제주도롱뇽
식물상 세모고랭이, 검정겨이삭

주변식물 소나무, 분단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가막살나무,
단풍나무, 당단풍, 고로쇠나무, 비목, 솔비나무, 산철쭉,
참꽃나무, 으름난초, 옥잠난초, 섬사철란, 사철란,
호자덩굴, 마삭줄, 매화노루발, 구상난풀, 천마, 마,
선밀나물, 청미래덩굴, 으름, 제주조릿대, 조개풀, 띠, 억새,
개솔새, 솔새, 기름새, 기장대풀, 기생여뀌, 봉의꼬리,
호장근, 송악, 주목, 곰취, 박새, 산수국, 등수국, 바위수국,
민눈양지꽃, 고란초, 콩짜개덩굴, 산일엽초, 우단일엽,
왜제비꽃, 제비꽃, 콩제비꽃, 단풍제비꽃, 남산제비꽃,
털괭이눈, 수크령, 꽝꽝나무, 산매자나물, 매발톱나무,
산앵도나무, 복수초, 개구리발톱, 변산바람꽃, 새우란,
새끼노루귀, 생강나무, 돼지풀, 쑥, 좀딱취, 박쥐나물, 참취,
회나무, 나비국수나무, 올벚나무, 산벚나무, 좀비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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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해안동 2764
(N 33°25'41.40" / E 126°26'58.58")

해안동습지

면적(㎡) 506.0
개요

1

제주관광대학교 남쪽, 산세미오름 북동쪽 2.6km 지점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광령천과 인접해 있는 습지로
주변지역으로 방목지, 초지가 형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꿩, 휘파람새,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멧새, 직박구리, 동박새, 큰부리까마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제주도룡뇽 등
주변식물 찔레, 가락지나물, 조개풀, 왕모시풀, 억새, 복숭아나무,
새머루, 제주피막이, 산초나무, 꾸지뽕나무, 인동덩굴,
양지꽃, 팽나무, 자귀나무, 두릅나무, 머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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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화북2동 5035
(N 33°30'40.59" / E 126°33'15.19")

개요

일주동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정문 맞은편 농로를 따라
문화마을 남동쪽 200m 지점의 저수지로 연못의 북쪽과
서쪽, 남쪽은 늪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은 경작지가 있음.
2개의 연못으로 분리되어 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진입로는
없음

문화마을 연못

면적(㎡) 588.2

제주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비, 까치, 꿩, 참새, 동박새,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밀잠자리, 여름좀잠자리, 좀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연, 개구리밥,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골풀

주변식물 고마리, 팔손이, 삼나무, 송악, 찔레, 강아지풀, 억새,
띠, 마삭줄, 좀가지풀, 망초, 쇠비름, 곰솔, 멀구슬나무,
서덜취, 쇠무릎, 꾸지뽕나무, 누리장나무, 쥐똥나무, 갓,
유채, 갯무, 냉이, 광대나물, 점나도나물, 개불알풀, 무릇,
미국가막사리, 큰비짜루국화, 도깨비바늘, 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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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회천동 973-1
(N 33°30'39.37" / E 126°36'56.72")

회천동못

면적(㎡) 49.7
개요

1136번 중산간도로 구 회천분교에서 동쪽으로 750m
지점에서 북쪽 농로를 따라 600m 지점에서 동쪽 과수원
내에 위치해 있음. 작은 연못으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으며, 농업용으로 직접 이용하는
물통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제비, 참새, 멧비둘기,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방울새, 참개구리, 송장헤엄치게,
소금쟁이, 물땡땡이 등
식물상 수련, 마름 등

주변식물 곰솔, 편백나무, 팽나무, 귤나무, 양하, 호박, 하늘타리,
송악, 계요등, 댕댕이덩굴, 마디풀, 땅빈대, 쇠비름,
바랭이새, 괭이밥, 광대나물, 개불알풀, 환삼덩굴,
누리장나무, 예덕나무, 이대, 삼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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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월읍
지역

애월읍 지역은 고내리 2개소, 고성리 1개소, 광령리 3개소, 금성리
1개소, 납읍리 3개소, 봉성리 3개소, 소길리 1개소, 수산리 1개소, 신엄리
3개소, 유수암리 2개소, 장전리 1개소, 하가리 2개소, 하귀리 1개소 등
24개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고내리 괴양물, 먼물습지
고성리
광령리
금성리
납읍리
봉성리
소길리
수산리
신엄리
유수암리
장전리
하가리
하귀리

김수장군못
광령 원앙못, 광령저수지, 순두물(순도물)
검못(건못)
사장못, 웃못(큰물), 월인사못
관전못, 괴메리새미, 막가름물(막아진물)
거리못
수산저수지
알동네먹는물, 어욱새미, 윤내미못
좌정못(좌랑못), 파라다이스 리조트못
건나물
쇠죽은물, 연화못(연화지)
하귀 관전동 해안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30-4
(N 33°29'08.91" / E 126°20'32.15")

개요

괴양물

면적(㎡) 153.0

애월읍
지역

애월읍 하가리-고내리 경계부근의 상가보건진료소 서쪽 200m
거리에 위치해 있음. 고내봉과 고내공동묘지의 남쪽이며,
1136번 도로인 중산간 서로와 맞닿아 있고, 주변에는 경작지,
주택, 도로, 오름이 있음. 동쪽 부근에는 규모가 큰 습지인 애월
연화지가 위치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박새, 까치, 동박새, 방울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수련, 어리연
주변식물 사철나무, 곰솔, 팽나무, 계요등, 망초, 사위질빵, 여뀌,
환삼덩굴, 질경이, 바랭이, 병풀, 개쑥갓, 봉의꼬리, 방가지똥,
으아리, 괭이밥, 쑥, 코스모스, 거지덩굴, 쇠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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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30
(N 33°28'01.80" / E 126°19'55.83")

먼물습지

면적(㎡) 2,378.6
개요

애월 해안도로 방면 애월체육관 정북 400m지점에 위치해 있음.
생태학습장 및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습지 옆에
입간판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멧비둘기, 까치, 박새, 굴뚝새, 섬휘파람새, 딱새 등
식물상 갈대
주변식물 곰솔, 억새, 강아지풀, 바랭이새, 쑥, 소리쟁이, 으아리,
찔레, 쑥부쟁이, 개솔새, 부채선인장, 환삼덩굴, 인동덩굴,
땅채송화, 우묵사스레피, 유카, 보리장나무, 참식나무, 고마리,
개구리미나리, 괭이밥, 질경이, 벌노랑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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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158
(N 33°24'47.39" / E 126°26'14.91")

개요

1117번 도로인 산록서로와 인접하고, 제주경마공원의 동쪽의
산새미오름 정상부에서 북동쪽 530m 지점에 위치함. 고려시대
장수의 비석이 있으며, 우마의 음수로 사용된 흔적이 있음

김수장군못

면적(㎡) 2,053.5

애월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소금쟁이, 노루 등
식물상 버드나무, 세모고랭이, 창포 등

주변식물 개여뀌, 삼나무, 미국가막사리, 곰솔, 쑥, 강아지풀, 수크령,
질경이, 꽃향유, 멍석딸기, 여귀, 토끼풀, 괭이밥, 조개풀,
가락지나물, 제주피막이, 청미래덩굴, 보리수나무, 풀솜나물,
파대가리, 망초, 으아리, 하늘타리, 개망초, 줄딸기, 인동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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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799
(N 33°26'29.28" / E 126°26'24.42")

광령 원앙못

면적(㎡) 137.5
개요

제주 공룡랜드 동쪽 580m 지점과 제주관광대 남동쪽
93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습지 경계부는 목본 식생으로
뒤덮여 쉽사리 발견하거나 관찰하기 어려움. 겨울철에는 다수의
원앙 무리가 관찰됨

생물상
동물상 원앙,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까치, 직박구리, 까치, 참새,
방울새, 박새, 동박새

주변식물 예덕나무, 곰솔, 으아리, 사위질방, 찔레, 방아풀, 인동덩굴,
칡, 환삼덩굴, 억새, 향나무, 이대, 명아주, 여뀌, 새머루,
미국자리공, 으름,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돈나무, 사철나무,
광나무, 왕모시풀, 쇠무릎, 며느리밑씻개, 쥐똥나무, 밀사초,
후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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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621-2
(N 33°28'16.43" / E 126°25'35.96")

개요

애월읍 광령리, 평화로 해안교차로에서 서쪽으로 2.7km거리의
애조로 도로변 남쪽방면에 위치해 있음. 수심은 4.5m 정도이며,
북쪽은 도로와 경계를 이루는 뚝방이 2.5m 정도의 높이이고
남쪽은 경계가 없어 저수지에서 도로까지 늪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서쪽 도로 입구에 안내 입간판이 있음. 농기계를 이용,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음

광령저수지

면적(㎡) 21,389.3

애월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중대백로, 쇠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노랑부리백로, 들고양이, 제주족제비,
납자루, 대왕잠자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묵은실잠자리,
된장잠자리, 고추잠자리, 소금쟁이, 토종붕어, 가물치, 잉어,
떡붕어, 배스, 블루길
식물상 개구리밥, 좀개구리밤, 수련, 마름, 갈대, 버드나무, 육절보리풀,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괭이밥, 방가지똥, 뽀리뱅이, 멀구슬나무, 환삼덩굴, 띠,
억새, 밀나물, 청미래덩굴, 각시갈퀴덩굴, 인동덩굴,
붉나무, 쑥, 마편초, 수영, 소리쟁이, 방가지똥, 헤어리베치,
살갈퀴, 차풀, 왕모시풀, 개별꽃, 사위질빵, 댕댕이덩굴,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감나무, 질경이, 갯무, 예덕나무, 개피,
꾸지뽕나무, 개여뀌, 제주피막이, 긴사상자, 홍초, 망초,
흰명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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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276-2
(N 33°27'38.93" / E 126°26'23.62")

순 두 물 순( 도 물

면적(㎡) 98.7
개요

애월읍 광령보건진료소 건물의 동쪽에 마주하고 있고, 북쪽은
도로와 화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남쪽은 공원과 왕석으로
경계가 있으며, 북동쪽에는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참새, 제비, 까치, 섬휘파람새, 잉어, 금붕어,
붉은귀거북, 미꾸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마름, 수련

주변식물 눈 향 나 무 , 털 머 위 , 철 쭉 , 멀 구 슬 나 무 , 붉 가 시 나 무 ,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곰솔, 비자나무, 때죽나무, 말똥비름,
괭이밥, 바위채송화, 송악, 봉의꼬리, 쇠고비, 며느리밑씻개,
서양민들레, 닭의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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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1117
(N 33°25'36.43" / E 126°18'18.92")

개요

)

애월읍 어도오름 북동쪽 약 1㎞ 지점에 위치해 있는 연못으로
예전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였던 못임. 현재는 시멘트로 돌담이
둘러져 있고 그 위에는 철조망과 망사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아
자물쇠로 잠겨져 있으며 그 안에는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부레옥잠등이 생육하고 있음

검 못 건( 못

면적(㎡) 278.3

애월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게, 미꾸리, 붕어,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쇠백로, 딱새,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등
식물상 창포, 바늘골, 큰고랭이,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네가래, 마름,
말즘, 개구리밥
주변식물 여뀌, 수영, 기장대풀, 밍초, 미꾸리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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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96
(N 33°26'36.97" / E 126°19'45.28")

사장못

면적(㎡) 727.4
개요

애월읍 납읍리에서 어음으로 넘어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납읍 마을 북쪽 1796번지에 380평의 제주에서 제일
크고 깊은 봉천식수대지(奉天食水大池)임. 식수와 생활용수의
해결을 위해 19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1940년에 완공한 봉천수 지대이며 마을의
큰거리에 있는 정사각형 샘과 대조적으로 원형으로 만들어짐.
사장(射場)은 못에서 100m 정도 지점에 옛 선조들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활터를 나타내는 말로 마을의 식수를 공급했던
식수원이었으나, 현재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이용하지 않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제비, 박새, 직박구리, 딱새,
굴뚝새, 섬휘파람새, 동박새, 참개구리 등
식물상 수련, 마름, 어리연 등

주변식물 여뀌, 철쭉, 강아지풀, 도깨비고비, 한련초, 쑥, 모시풀, 삼나무,
까마귀쪽나무, 팽나무, 환삼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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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02-4
(N 33°26'09.3" / E 126°19'47.8")

개요

)

마을 안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못으로 지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었으나 도로확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가 매립되었고,
인위적으로 구획되어져 못의 이름도 큰못·새못·웃못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음. 못의 안쪽에는 돌담·시멘트로 단장된
2개의 작은 연못이 이어져 있고, 그 옆으로 시멘트로 구획된
연못이 있으며 예전에 음용수로 이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시멘트로 구획된 연못은 물이 순환되지 않아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웃 못 큰( 물

면적(㎡) 1,085.7

애월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소금쟁이, 물자라, 물매암이, 물달팽이, 붕어, 금붕어, 참개구리,
유혈목이, 왜가리, 쇠백로, 중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등
식물상 네가래, 마름, 붕어마름, 말즘, 개구리밥

주변식물 종려나무, 팽나무, 담쟁이덩굴, 여뀌, 토끼풀, 환삼덩굴, 괭이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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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23-5
(N 33°25'54.47" / E 126°19'47.81")

월인사못

면적(㎡) 247.2
개요

애월읍 납읍리 1136번 도로-납읍숲길 3거리에서 납읍숲길을
따라 남쪽으로 500m 지점 좌측 월인사 남동쪽 농로로 100m
지점 좌측에 위치하고 있음. 금산공원 남서쪽에 해당되고 높이가
다른 3개의 못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돌담으로 나누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새, 제비, 멧비둘기, 박새, 동박새, 섬휘파람새, 꿩, 원앙,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소금쟁이, 물매암이, 물땡땡이, 송장헤엄치게 등
식물상 개구리밥, 좀개구리밤, 수련, 마름

주변식물 괭이밥, 방가지똥, 뽀리뱅이, 갓, 유채, 녹나무, 잔디, 찔레,
송악, 후박나무, 예덕나무, 사상자, 쇠고비, 멀구슬나무, 수영,
소리쟁이, 점나도나물, 사위질빵, 으름, 자주괴불주머니, 갯무,
긴사상자, 콩짜개덩굴, 섬공작고사리, 바위고사리, 고사리,
갈퀴나물, 개망초, 멍석딸기, 왕모시풀, 모시풀, 환삼덩굴,
광대나물, 칡, 보리밥나무, 큰보리장, 뚝새풀, 쑥, 큰겨이삭,
망초, 지칭개, 거지덩굴, 댕댕이덩굴, 계요등, 양장구채,
그늘보리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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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66-4
(N 33°25'10.83" / E 126°18'36.84")

개요

관전못

면적(㎡) 232.7

애월읍
지역

애월읍 봉성리, 1136번 도로를 따라 어도오름 남사면에 이르러
마을쪽으로 내려가는 길가에 위치하고 있음. 연못이 1136번
도로와 마을길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왕석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으로 되어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비,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박구리, 동박새, 방울새, 박새,
붕어, 소금쟁이 등

식물상 수련, 마름, 말즘, 이삭사초
주변식물 사위질빵, 큰달맞이꽃, 개망초, 쑥, 잔디, 그늘보리뺑이,
방가지똥, 개쑥갓, 갓, 괭이밥, 꽃마리, 점나도나물, 광대나물,
참식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봉의꼬리, 쇠고비, 댕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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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13
(N 33°24'56.12" / E 126°19'02.22")

괴메리새미

면적(㎡) 429.1
개요

애월읍 봉성리, 어도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한 봉성-어음
간 도로를 따라 500m 정도 동쪽으로 가다가 우측 농로를
따라 450m 정도 남쪽으로 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도로를 따라 50m 정도 북서쪽 우측 주택가와 경작지
사이에 위치함. 남서쪽 도로 쪽을 제외한 부분은 돌담으로
인가와 농경지의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농업용수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생물상
동물상 제비, 멧비둘기, 딱새, 참새, 까치, 방울새, 붕어, 송사리,
소금쟁이, 밀잠자리 등
식물상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말즘, 미나리, 버드나무

주변식물 유채, 갓, 수영, 꽃마리, 소리쟁이, 후박나무, 예덕나무, 찔레,
강아지풀, 수크령, 멍석딸기, 여뀌, 사위질빵, 팽나무, 칡,
벌깨냉이, 사상자, 복숭아나무, 살갈퀴, 멀구슬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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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N 33°24'50.15" / E 126°18'39.82")

면적(㎡) 885.3
개요

)

애월읍 봉성리, 어도초등학교 남쪽 100m 지점 삼거리에서
좌측방향으로 들어서서 30m 지점에 있는 농로로 접어들어
400m 지점에 위치해 있음. 북쪽은 농경지와 돌담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로로 둘러싸여 있고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음. 북동쪽에 안내 입간판이 있으나, 아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농업용수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막 가 름 물 막( 아 진 물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88

생물상
동물상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까치,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소금쟁이, 물자라, 송장헤엄치게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마름, 개구리밥, 이삭사초, 물참새피

주변식물 억새, 띠, 갯무, 느릅나무, 소리쟁이, 명아주, 개피, 멀구슬나무,
찔레, 긴사상자, 참새귀리, 환삼덩굴, 솔나물, 산짚신나물,
강아지풀, 예덕나무, 송악, 호밀풀, 개미자리, 팽나무, 겨이삭,
참식나무, 사위질빵, 멍석딸기, 살갈퀴, 수영, 조아재비, 층층이꽃,
벌깨냉이, 쑥, 사상자, 까마귀쪽나무, 청미래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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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442
(N 33°26'16.41" / E 126°23'00.74")

거리못

면적(㎡) 520.3
개요

애월읍 소길리 풍모동굴 동쪽 285m 지점, 농로 북쪽에 위치한
연못으로 주변은 왕석과 돌담으로 둘러져 있으며, 북쪽에
담장 높이 2m 정도의 작은 못이 하나 더 있음. 주변은 경작지,
초지이며, 동쪽으로 약 400m 부근 지점에 ‘좌정못’이라는
습지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고추잠자리, 소금쟁이, 된장잠자리,
다슬기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부들, 말즘, 개구리밥, 검정말, 마름, 남방개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강아지풀, 서덜취, 댕댕이덩굴, 까마중, 방동사니,
갓냉이, 광대나물, 메밀, 꾸지뽕나무, 여뀌, 모시풀, 왕모시풀,
철쭉, 인동덩굴, 쑥, 환삼덩굴, 송악, 갈퀴나물, 거지덩굴,
하늘타리, 방가지똥, 아욱, 사위질방, 억새, 미국자리공, 마름,
토끼풀, 천선과나무, 남방개, 까마귀쪽나무, 닭의장풀, 병풀,
개머리, 괭이밥, 보리수, 송악, 줄사철, 보리뱅이, 꼭두서니,
담쟁이, 가죽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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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773
(N 33°28'17.22" / E 126°23'16.33")

개요

1132번 도로의 구엄교차로와 애조로의 수산교차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물메 남동쪽 300m지점 부근의
애조로와 인접하고, 물메초등학교 북서쪽 540m 지점이며,
주변지역으로는 대부분 경작지와 주택임

수산저수지

면적(㎡) 97,178.5

애월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왜가리
식물상 버드나무
주변식물 으아리, 환삼덩굴, 팽나무, 왕모시풀, 찔레, 곰솔, 댕댕이덩굴,
갓, 감국, 개, 요등, 수영, 띠, 억새, 무릇, 쑥, 수크령, 방가지똥,
포플러나무, 사시나무, 쇠무릎, 유채, 사철나무, 거지덩굴, 마디풀,
질경이, 잠자리피, 방아풀, 아까시아, 여뀌, 강아지풀, 왕고들빼기,
도깨비바늘, 큰비짜루국화, 사위질빵, 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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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811-1
(N 33°27'30.66" / E 126°22'00.17")

알동네먹는물

면적(㎡) 783.0
개요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용흥리 마을회관에서 동쪽 220m거리에
위치하는 교차로에 맞닿은 삼각형의 못으로 큰 연못 남쪽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물통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민들이 식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작은 물통의 물은
식용으로, 바깥쪽 큰 연못은 생활용수로 이용되었으며, 서쪽과
북쪽은 도로와 접해 있으며, 왕석과 돌담, 화단으로 경계가 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까치, 제비, 박새, 동박새, 참개구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수련, 마름, 말즘, 물수세미, 개구리갓, 미나리,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송악, 팽나무, 하늘타리, 후박나무, 참식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담쟁이덩굴, 괭이밥, 감나무, 사상자, 왕고들빼기, 계요등,
그늘보리뺑이, 개망초, 사위질빵, 닭의장풀, 개피, 등대풀,
거지덩굴, 산박하, 환삼덩굴, 띠, 억새, 강아지풀, 개미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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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911-1
(N 33°27'17.14" / E 126°22'15.74")

개요

애월읍 용흥리 마을회관에서 1136번 도로를 따라 470m 정도
이동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북쪽에 2개의 연못은 산책용
시멘트 포장 울담으로 구분되며, 도로변의 규모가 큰 연못은
수량이 적으나, 안쪽의 연못은 수량이 풍부함. 작은 못은
돌담으로 경계가 둘러싸여 있으며, 못의 수변까지 연결된 계단이
있고, 농로 반대쪽 농경지 내에 1개의 연못이 더 있으며, 남서쪽
입구에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어욱새미

면적(㎡) 441.9

애월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주족제비, 들고양이, 섬휘파람새, 제비, 참새, 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소금쟁이 등
식물상 수련, 연꽃, 마름, 미나리, 가는가래, 세모고랭이, 개구리갓,
네가래 등
주변식물 닭의장풀, 바위고사리, 봉의꼬리, 쇠고비, 섬잔고사리, 괭이밥,
곰솔, 삼나무, 편백나무, 까마귀쪽나무, 광나무, 쥐똥나무,
하늘타리, 망초, 방가지똥, 거지덩굴, 담쟁이덩굴, 송악, 으름,
점나도나물, 보리장나무, 후박나무, 미국자리공, 개망초,
바랭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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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503-1
(N 33°27'55.3" / E 126°22'12.9")

윤내미못

면적(㎡) 531.6
개요

애월읍 신엄리 일주도로변 경림산업으로 가는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음. 이 못 주변은 예전에 논농사를
짓던 곳으로 현재는 늪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오름
형태의 큰 구릉지대가 있어 우수가 못으로 유입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물자라, 물방개, 물매암이, 소금쟁이, 참개구리, 맹꽁이,
드렁허리, 붕어, 왜가리, 쇠백로,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민물도요,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마름, 붕어마름, 개구리밥, 네가래, 좀개구리밥, 털참새리,
큰고랭이, 송이고랭이, 미나리, 올방개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곰솔, 강아지풀, 여뀌, 누리장나무, 인동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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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137
(N 33°24'07.78" / E 126°23'16.27")

개요

애월읍 항파두리 유적지 남서쪽 2.7km 부근이며, 풍모굴
동쪽 680m지점으로 농로와 맞닿아 위치해 있음. 연못
서쪽에 안내입간판이 있고, 주변지역으로는 농경지, 초지가
있음. 좌정못 서쪽 400m 지점에는 ‘거리못’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임

)

생물상

좌 정 못 자( 랑 못 좌
, 랑못

면적(㎡) 3,104.9

애월읍
지역

동물상 제주족제비,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동박새, 까치, 직박구리,
곤줄박이, 꿩, 딱새, 박새, 굴뚝새 등
식물상 마름, 수련, 버드나무, 창포, 미나리, 세모고랭이, 네가래,
송이고랭이,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꾸지뽕나무, 찔레, 환삼덩굴, 도깨비바늘, 가막사리,
미국가막사리, 강아지풀, 왕모시풀, 수영, 점나도나물, 쑥,
망초, 오이풀, 갓, 개망초, 예덕나무, 삼나무, 송악, 사위질빵,
둥근잎유홍초, 하늘타리, 까마중, 쥐똥나무, 왕고들빼기,
멀구슬나무, 여뀌, 거지덩굴, 개여뀌, 도꼬마리, 명아주, 닭의장풀,
깨풀, 비름, 서덜취, 산뽕나무, 방가지똥, 며느리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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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409
(N 33°26'04.80" / E 126°23'45.28")

파라다이스 리조트못

면적(㎡) 591.2
개요

애월읍 유수암리 ‘파라다이스 리조트(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남서쪽 2.3km 지점)’ 내에 위치한 인공연못으로 2개가 있음.
서쪽은 바닥을 시멘트로 만들어 조성한 것이며, 동쪽의 것은
본래 자연 연못이던 것을 정비한 것임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어리연, 미나리
주변식물 붉가시나무, 돈나무, 눈향나무, 담쟁이덩굴, 개요등, 머위,
해당화, 철쭉, 이대, 제주피막이, 꽃창포, 물수세미, 부처꽃,
배롱나무, 마삭줄, 삼백초, 곰솔, 가락지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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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546
(N 33°26'52.80" / E 126°23'32.19")

개요

건나물

면적(㎡) 999.2

애월읍
지역

애월 수산저수지 남쪽 2.7km 부근, 애월읍 장전리 장전초등학교
남동쪽 22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왕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동쪽 공원 입구에 안내 입간판이 있고 주변지역은 대부분
과수원, 경작지임

생물상
동물상 섬휘파람새,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제비,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등
식물상 수련, 연, 마름, 말즘, 붕어마름, 개구리밥 등

주변식물 먼나무, 붉가시나무, 눈향나무, 수영, 삼나무, 곰솔, 왕모시풀,
봉의꼬리, 바위고사리, 괭이밥, 개구리갓, 쇠고비, 고비, 개망초,
거지덩굴, 쑥, 말똥비름, 채송화, 풀솜나물, 떡쑥, 계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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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06-1
(N 33°27'08.88" / E 126°21'50.42")

쇠죽은물

면적(㎡) 204.8
개요

1136번 도로 용흥리 입구 3거리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함. 도로변에 입간판이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도로, 채석장,
과수원, 임야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동박새, 붕어,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무당개구리, 소금쟁이,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마름, 미나리, 버드나무, 가래,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모람, 방가지똥, 까마귀쪽나무, 칡, 닭의장풀, 쥐꼬리망초, 칡,
닭의장풀, 줄사철, 미국자리공, 강아지풀, 살갈퀴, 여뀌, 환삼덩굴,
귤, 왕고들빼기, 인동덩굴, 계요등, 으름, 예덕나무, 갈퀴덩굴,
협죽도, 담쟁이덩굴, 모시풀, 찔레, 하늘타리, 사위질빵, 삼나무,
괭이밥, 큰비짜루국화, 송악, 팽나무, 강아지풀, 왕모시풀, 차풀,
뽀리뺑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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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569-2
(N 33°27'18.64" / E 126°20'49.64")

개요

)

애월읍 고내리와 하가리에 걸쳐있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습지로
이름처럼 연이 우점하고 있으며, 호심에는 육각정이 있음.
고려시대에는 작은 연못이었으나 17세기 중엽과 1950년대에
대대적인 제방공사가 시행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연 화 못 연( 화 지

면적(㎡) 10,768.1

애월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딱새, 동박새, 붉은귀거북, 븕은배거북 등
식물상 연, 수련, 버드나무, 마름, 붕어마름,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노랑꽃창포 등
주변식물 와싱톤야자, 누리장나무, 쑥, 바랭이새, 망초, 환삼덩굴,
청명아주, 미국가막사리, 모시풀, 서양민들레, 감국, 돼지풀,
강아지풀, 수영, 당아욱, 방가지똥, 닭의장풀, 계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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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하귀1리 271-2, 307번지 일대
(N 33°29'22.29" / E 126°25'08.51")

하귀 관정동 해안

면적(㎡) 247.2
개요

하귀 관전동해안은 제주시 외도1동과 경계를 이루는 조부천
하류에 소규모 어항인 조부포가 있는 뜸북개에서 시작되는
해안임. 지역 명칭은 퇴비로 주로 이용되는 해초류인 듬북이
많이 밀려왔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하귀1리와
고수동까지 광활한 염습지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임. 관전동은
해안에 있는 평평한 바위를 관에서 관장하던 염전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되었음. 소금밭은 440평 정도였음. 또한, 갯가에는
용출량이 풍부한 거시린물과 샛머리물의 담수 생성으로 인해
염습지가 형성되고, 천일사초와 지채 등 염습지식물이 분포함

생물상
동물상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가마우지, 왜가리, 바다직박구리, 민물도요, 풀색해변 말미잘,
담황줄 말미잘, 참갯지렁이, 석회관 갯지렁이, 전복, 오분자기,
진주담치, 진주배말, 기수갈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개울타리고둥, 팽이고둥, 소라, 눈알고둥, 보라배꼽고둥,
갈고둥, 큰입술갈고둥, 큰총알고둥, 갯고둥, 댕가리, 맵사리,
두드럭고둥, 대수리, 타래고둥, 군소, 흰갯민숭달팽이,
가시굴, 반지락, 군부, 털군부, 큰뱀고둥, 갯강구, 거북손,
큰조무래기따개비, 작은조무래기따개비, 검은따개비, 바위게,
참집게, 무늬발게, 비단게, 도둑게, 멸
식물상 지채, 천일사초, 갯잔디, 갯질경, 갈대, 땅채송화, 갯강아지풀,
갯메꽃, 순비기나무, 선인장, 나문재, 번행초, 갯질경,
갯까치수영, 감국, 갯사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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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림읍
지역
한림읍 지역은 귀덕리 2개소, 금악리 8개소, 대림리 2개소, 동명리
2개소, 명월리 1개소, 상대리 3개소, 월령리 1개소, 월림리 1개소, 한림리
1개소, 협재리 2개소 등 23개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귀덕리 연라지(연화못), 정월이못
금악리 갈래새미, 금악리 습지1, 금악오름분화구습지(암뫼물), 병듸못(벵딧물,
뱅듸물), 생이못(생이물), 세미소, 정물, 정물저류지

대림리
동명리
명월리
상대리
월령리
월림리
한림리
협재리

개남여, 양지빌레
동명리 습지1, 2
짐수네물
걸월이못, 돌개기못, 역고못
물곳디
물거리못(음부릿물)
황두물
비양도 펄랑호, 옹포리해안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564
(N 33°25'54.41" / E 126°17'58.40")

개요

)

귀덕초등학교 남남동쪽 1.3km, 어도초등학교 북서쪽 1.8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임. 이곳에서
동쪽 500m 부근에는 금성천과 어음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으며, 습지의 경계는 낡은 철제 펜스가 둘러져 있고, 그물이
덮여져 있음

연 라 지 연( 화 못

면적(㎡) 78.1

한림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박새, 멧비둘기, 딱새, 까치, 참새, 멧새, 방울새, 동박새,
직박구리 등
식물상 미나리, 네가래, 왕고들빼기, 버드나무, 섬모시풀 등

주변식물 헤어리베치, 멍석딸기, 억새, 환삼덩굴, 분꽃, 칡, 쑥, 무릇,
달래, 망초, 제주피막이, 기생여뀌, 쇠고비, 송악, 고사리, 찔레,
예덕나무, 곰솔, 댕댕이덩굴, 인동덩굴, 밀사초, 선밀나물,
후박나무, 모시풀, 수영, 사상자, 살갈퀴, 당아욱, 예덕나무,
쥐똥나무, 송악,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산동쥐똥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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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645-4
(N 33°25'57.05" / E 126°17'11.78")

정월이못

면적(㎡) 106.7
개요

1132번 도로의 용운리 삼거리(1116번 도로 분기지점)에서
동쪽 1km 부근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주변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이며, 도로에 인접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까치,
섬휘파람새, 굴뚝새, 딱새,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참개구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큰고랭이, 마름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멀구슬나무, 팽나무, 송악, 계요등, 소리쟁이, 망초,
환삼덩굴, 쥐똥나무, 산동쥐똥나무, 찔레, 꾸지뽕나무, 새머루,
보리수나무 등

146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232-6
(N 33°21'00.96" / E 126°18'14.18")

개요

한림읍 금악리 금악초등학교 남동쪽 1.2km거리에 위치하는
습지로 금악오름 북서쪽 1116번 도로에 인접해 있음. 남동쪽에
숲이 울창하고, 울타리는 돌담으로 만들어져 있음.

갈래새미

면적(㎡) 278.3

한림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꿩, 까치, 방울새, 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뻐꾸기, 두견, 참개구리, 큰부리까마귀, 멧새,
도마뱀, 줄장지뱀, 유혈목이,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등
식물상 개구리밥, 이삭사초, 미나리, 개구리갓, 살갈퀴 등

주변식물 팽나무, 예덕나무, 왕모시풀, 보리장나무, 머귀나무, 인동덩굴,
천선과, 새머루, 까마귀머루, 망초, 개망초, 송악, 쥐똥나무,
계요등, 산뽕나무, 꾸지뽕나무, 모시풀, 멍석딸기, 산딸기, 칡,
돌외, 거지덩굴, 하늘타리, 왕초피, 미국자리공, 송악, 뱀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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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8
(N 33°20'41.71" / E 126°19'57.55")

금악리 습지

면적(㎡) 3,270.7
개요

1

한림읍 금악리 1135번 도로 광명교차로에서 1115번 산록남로
북서쪽 2.5km 지점에서 정물오름 북동쪽 200m 지점에
있는 목장에 위치해 있음. 사방은 목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습지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진입로는 없으며, 말 방목에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큰부리까마귀, 섬휘파람새,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등
식물상 올챙이고랭이, 부들, 세모고랭이, 큰고랭이

주변식물 가락지나물, 억새, 띠, 토끼풀, 병풀, 제주피막이, 쑥, 모시풀,
곰솔, 기생여뀌, 여뀌, 큰비짜루국화, 기장대풀, 바랭이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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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1-1
(N 33°21'22" / E 126°18'20")

개요

금악초등학교, 금악오름에서 동쪽으로 약 900m 지점에 위치해
있음. 금오름(금악오름, 검막) 정상의 분화구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정상부의 남쪽 가장자리에는
통신 송출 시설물이 있고, 오름 정상까지 포장된 길을 통해
차량이 쉽게 접근하고 있음.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습지이나
인위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라 습지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곳임

생물상

금 악 오 름 분 화 구 암( 뫼 물 암
, 메물

면적(㎡) 1,107.1

한림읍
지역

)

동물상 제주등줄쥐, 작은땃쥐, 노루, 제주족제비, 멧밭쥐, 오소리,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박새, 참새, 곤줄박이, 방울새,
멧비둘기, 꿩, 큰부리까마귀, 유혈목이, 누룩뱀, 쇠살모사,
줄장지뱀, 도마뱀, 비바리뱀, 맹꽁이,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제주도롱뇽, 산제비나비, 청띠제비나비, 네발나비,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제주홍단딱정벌
식물상 네가래, 세모고랭이, 익모초, 돌미나리, 가락지나물, 살갈퀴 등

주변식물 제주피막이, 띠, 억새, 바랭이새, 여뀌, 기장대풀, 개솔새,
곰솔, 찔레, 환삼덩굴, 수영, 소리쟁이, 병풀, 개민들레,
애기수영, 송악, 오이풀, 댕댕이덩굴, 가시엉겅퀴, 산짚신나물,
뱀무, 계요등, 애기솔나물, 멍석딸기, 가는할미꽃, 제비꽃,
졸방제비꽃, 콩제비꽃, 개미자리, 소리쟁이, 수영,
우묵사스래피, 서양금혼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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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106

병 듸 못 벵( 딧 물 뱅
, 듸물

면적(㎡) 3,103.0

(N 33°21'27.41" / E 126°17'46.48")

개요

한림읍 금악리, 금악초등학교 북쪽 100m, 금악 삼거리의 동쪽
100m, 금악마을회관에 접해 있음. 남서쪽에 연못 위로 돌출된
정자가 있고, 동쪽울타리는 돌담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북쪽과
서쪽은 도로와 화단이 조성되어 습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남쪽은 주택가의 돌담과 맞닿아 있고, 서쪽 도로에는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

생물상
동물상 참새, 동박새, 직박구리, 까치, 섬휘파람새, 꿩, 큰부리까마귀,
제비, 멧비둘기, 붕어, 미꾸라지,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신선나비, 대왕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부들, 수련, 연, 마름, 이삭사초, 세모고랭이, 방울고랭이,
큰고랭이, 남방개, 네가래, 가래, 노랑꽃창포, 비녀골, 붕어마름,
말즘, 창포 등
주변식물 곰솔, 후박나무, 멀구슬나무, 팽나무, 아왜나무, 이대, 쑥, 망초,
개망초, 서덜취, 담쟁이덩굴, 계요등, 사상자, 괭이밥, 채송화,
피라칸타, 왕고들빼기, 수영, 소리쟁이, 호밀풀, 서양민들레,
개민들레, 메꽃, 고추나물, 환삼덩굴, 송악, 하늘타리,
바랭이새, 향부자, 방동사니, 거지덩굴

150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210
(N 33°21'03.77" / E 126°18'20.45")

개요

)

한림읍 금악리 1135번 도로 광명교차로에서 1115번 산록남로
북서쪽 5km 지점의 금오름(검은오름, 금악오름, 금악) 탐방로
입구 오른편에 있음. 남쪽과 서쪽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주차장, 북쪽은 오름이며, 동쪽과 서쪽으로 못으로 접근
가능한 시멘트 진입로가 있고, 우마용으로 만들어진 인공습지임

생 이 못 생( 이 물

면적(㎡) 188.6

한림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멧비둘기,
큰부리까마귀, 까치,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두견,
벙어리뻐꾸기, 뻐꾸기, 꿩, 참새, 방울새, 동박새, 박새, 쇠백로,
왜가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버드나무, 마름

주변식물 삼나무, 곰솔, 왕모시풀, 비름, 산동쥐똥나무, 쥐똥나무,
바랭이새, 송악, 댕댕이덩굴, 계요등, 억새, 나비국수나무,
멀구슬나무, 좁은잎천선과나무, 찔레, 들깨풀, 산박하, 개여뀌,
강아지풀, 수크령, 으름, 냉이, 벌깨냉이, 수영, 사위질빵,
인동덩굴, 알방동사니, 만수국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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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64
(N 33°20'49.8" / E 126°19'27.8")

세미소

면적(㎡) 11,027.5
개요

'세미소'는 이시돌 목장내 세미소 오름 분화구 정상에
있었던 샘의 이름으로부터 연유된 이름이며, '세미'는 샘의
제주방언이고, '소'는 깊은 못의 옛말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늪 형태의 연못이 있었으나 현재는 400m
트랙 정도 넓이에 왕석 등으로 둘러진 인공 연못이 되어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은총의 동산으로 천주교인들이 찾는 성소로
조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소금쟁이, 참개구리, 붕어, 왜가리, 중대백로, 황조롱이, 매,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멧새, 직박구리, 동박새 등
식물상 억새, 마름

주변식물 회양목, 곰솔, 삼나무, 멍석딸기, 찔레, 띠, 억새, 좀개자리,
망초, 서양금혼초, 광대나물, 도깨비바늘, 만수국아재비,
하늘타리, 칡, 사철나무,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예덕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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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52-2
(N 33°20'19.3" / E 126°19'47.4")

개요

정물

면적(㎡) 137.6

한림읍
지역

이시돌목장 내 '정물오름' 화구방향 기슭자락에 위치해 있는
습지임. 못 주변에는 안경과 같이 생겨 '안경샘'이라 부르는
샘이 있으며, '안경샘' 서남쪽으로 연못 형태의 늪지대가 있는데,
이곳은 삼나무 및 가시덩굴 등으로 뒤덮여져 있음. 방목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마의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 비교적 다양한
수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장구애비, 소금쟁이, 물달팽이, 참게, 참개구리, 붕어, 미꾸리,
유혈목이, 쇠사모사, 도마뱀, 줄장지뱀,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중대백로, 왜가리,
쇠백로, 황로, 딱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정물오름 : 골풀, 사마귀풀, 물꼬챙이골, 송이고랭이, 부들,
좀어리연꽃, 가래, 가는가래, 나자스말
안 경 샘 : 이삭물수세미, 송이고랭이, 미나리, 택사, 부들,
큰고랭이, 물꼬챙이골, 세모고랭이, 가래, 올챙이솔
주변식물 고 마 리 , 여 뀌 , 닭 의 장 풀 , 삼 나 무 , 억 새 , 고 사 리 , 띠 ,
나비국수나무, 곰솔, 찔레, 줄딸기, 청미래덩굴, 팽나무,
제비꽃, 졸방제비꽃, 모시풀, 가는할미꽃, 산자고, 소리쟁이,
수영,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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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76-2
(N 33°20'37.27" / E 126°19'37.15")

정물 저류지

면적(㎡) 3,840.4
개요

한림읍 금악리 1135번 도로 광명교차로에서 1115번 산록남로
북서쪽 2.7km 지점 정물오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류지임.
산록남로에서 정물오름으로 진입하는 길가의 북쪽에 위치함.
북서쪽으로 하천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이시돌 젊음의집"이
위치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큰부리까마귀, 꿩,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황로, 섬휘파람새, 동박새, 왜가리, 중대백로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왕모시풀, 소리쟁이, 택사 등

주변식물 삼나무, 찔레, 억새, 띠, 줄딸기, 멍석딸기, 쇠무릎, 파리풀,
익모초, 환삼덩굴, 쑥, 곰솔, 예덕나무, 보리수나무, 사위질빵,
큰비짜루국화, 수영, 달래, 바랭이새, 소리쟁이 등

154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413
(N 33°25'10.56" / E 126°16'31.67")

개요

개남여

면적(㎡) 369.7

한림읍
지역

1132번 도로와 한림천이 만나는 한대교 북서쪽 225m지점과
한림오일장 버스정류장 남동쪽 2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주변에는 한림 오일시장과 경작지, 아파트 단지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큰부리까마귀, 참새, 방울새, 밀화부리, 콩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굴뚝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왕고들빼기, 개구리밥, 민나자스말, 애기부들, 마름
등
주변식물 만수국아재비, 환삼덩굴, 계요등, 기생여뀌, 쑥, 댕댕이덩굴,
멍석딸기, 벌깨냉이, 도깨비바늘, 솔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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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862-1
(N 33°25'45.53" / E 126°16'56.59")

양지빌레

면적(㎡) 327.8
개요

1132번 도로 대림리 사거리에서 용운리 삼거리 방면으로
400m 지점에 이른 후 동쪽 농로를 따라 600m 지점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음. 못은 돌담으로 둘러져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농경지와 목초지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굴뚝새, 섬휘파람새, 쇠백로, 딱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미나리, 마름, 자귀풀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멀구슬나무, 팽나무, 곰솔, 찔레, 바랭이새,
환삼덩굴, 계요등, 산뽕나무, 까마귀쪽나무, 억새, 띠,
쥐똥나무, 당아욱, 살갈퀴, 쑥, 소리쟁이, 망초, 청명아주,
사상자, 송악,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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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000
N 33°24'16.26" / E 126°15'37.91")

개요

옹포사거리 동쪽, 옹포천 하류 한림중학교 서쪽 580m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북쪽의 금강사, 남쪽의 황룡사 중간 지점이고,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 주택, 하천이며 수변수초와 중앙부의
산재한 석좌들은 야생조류들의 은신과 휴식에 이용되고 있었음

동명리 습지

면적(㎡) 1,477.8

한림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장다리물떼새, 깝작도요,
민물도요, 꿩, 논병아리, 까치, 섬휘파람새, 참새, 방울새, 딱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등
식물상 갈대, 물냉이, 사상자, 갓, 소리쟁이 등

주변식물 병풀, 바랭이새, 개민들레, 도깨비바늘, 환삼덩굴, 망초,
왕모시풀, 만수국아재비, 제주피막이, 쑥, 억새, 강아지풀,
토끼풀, 애기땅빈대, 왕고들빼기, 깨풀, 여뀌, 까마중,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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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497-1
(N 33°25'11.75" / E 126°16'04.69")

동명리 습지

면적(㎡) 473.1
개요

2

한림중학교 남쪽 1132번 도로와 맞닿은 곳, 서부소방서 서쪽
195m 지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이며, 삼각형 형태로 도로와 두 경작지 사이에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큰부리까마귀,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섬휘파람새, 딱새 등
식물상 이삭사초, 사상자, 계요등, 왕모시풀, 쇠무릅 등

주변식물 찔레, 환삼덩굴, 눈괴불주머니, 억새, 띠, 멀구슬나무, 팽나무,
다래, 사위질빵, 감국, 후박나무, 까마귀쪽나무,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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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849-1
(N 33°23'22.01" / E 126°16'01.52")

개요

한림읍 명월리 버스정류장 동쪽 85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개의 습지가 마주 놓여 있음. 옹포천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와 주택이 있고, 반경
100m 내에 열녀비와 영각사가 있음. 두 습지의 경계에는 나무
말뚝과 굵은 밧줄을 이용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음

짐수네물

면적(㎡) 323.4

한림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해오라기,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까치, 굴뚝새, 밀화부리,
방울새,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유혈목이, 쇠살모사 등
식물상 부레옥잠, 개구리밥, 마름. 수련 등

주변식물 환삼덩굴, 왕모시풀, 모시풀, 억새, 쥐똥나무, 쑥, 계요등, 칡,
인동덩굴, 예덕나무, 억새, 멀구슬나무, 산딸기 등

159

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07
(N 33°22'36.3" / E 126°18'38.7")

걸 월 이 못 걸( 러 리 물

면적(㎡) 131.5
개요

)

한림읍 상대리에서 이시돌 목장으로 가는 중상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상대리와 금악리 경계인 속칭 '걸월이'
지경에 위치해 있어 '걸월이못'이라 부르며, 도로변을 제외한
주변지역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고, 그 너머에는 농경지가
조성되어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못의 바닥은 대부분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유입된 물은 잘 빠지지 않게 되어 있으며, 주요
습지식물은 대부분 추수식물이 우점하고 있고, 침수식물의
분포는 빈약한 편임

생물상
동물상 거 머 리 , 물 땅 땅 이 , 줄 무 늬 물 방 개 , 물 자 라 , 장 구 애 비 ,
송장헤엄치게, 게아재비, 물장군, 물달팽이, 참개구리,
섬휘파람새, 중대백로, 흰뺨검둥오리, 쇠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등
식물상 골풀, 사마귀풀, 바늘골, 마름, 네가래, 붕어마름, 좀어리연꽃,
물달개비, 가래, 큰고랭이, 부들, 택사 등
주변식물 미꾸리낚시, 쑥, 차풀, 자귀풀, 곰솔, 보리수나무, 쥐똥나무,
토끼풀, 청미래덩굴, 띠, 억새,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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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68
(N 33°23'32.26" / E 126°18'39.38")

개요

1136번 도로와 한림 상대리 중산간 도로 교차로에서 남동쪽
도로를 따라 2km쯤 가서 우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경계면은 도로 높이까지 정비되어 있으며, 남쪽에 취수공이 하나
설치되어 있음. 큰 못이 도로변에 있고, 남동쪽에 작은 못이 하나
있으며, 남쪽으로는 늪지가 형성되어 있음. 도로개설 이전에는
두 개의 연못이 서로 연결되었던 넓은 못으로 구전에 의하면,
초승달의 뿔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월각(月角)이라 하였고,
물이 좋고 지형적으로 주변 관망이 용이하여 4·3당시에는
경찰 주둔소가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함

돌개기못

면적(㎡) 1,456.5

한림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제 주 족 제 비 , 왜 가 리 , 멧 비 둘 기 , 꿩 , 박 새 , 제 비 ,
섬휘파람새, 방울새, 직박구리, 멧새, 동박새, 딱새, 유혈목이,
쇠살모사,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제주도롱뇽, 붕어, 소금쟁이
식물상 마름, 노랑꽃창포, 부들, 남방개, 개구리밥,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개구리갓, 소리쟁이, 미나리 등
주변식물 억새, 띠, 예덕나무, 찔레, 멍석딸기, 곰솔, 산괴불주머니,
왕모시풀, 으름, 망초, 개망초, 소리쟁이, 수영, 애기수영,
쑥, 살갈퀴, 고사리, 쇠고비, 봉의꼬리, 개불알풀, 광대나물,
겨이삭, 곰솔, 팽나무, 뚝새풀, 모시풀, 점나도나물, 사위질빵,
냉이, 방가지똥, 갯무, 산매자나무, 쥐똥나무, 사위질빵,
인동덩굴, 개여뀌, 괭이밥, 꾸지뽕나무, 산뽕나무, 보리수나무,
주름잎, 미나리아재비, 개구리발톱, 청미래덩굴, 개민들레 등

161

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644-38
(N 33°23'03.7" / E 126°18'38.7")

역고못

면적(㎡) 396.6
개요

한림읍 상대리에서 이시돌 목장으로 가는 중산간 도로변에
위치한 '걸월이못'에서 북쪽으로 내려와서 우측으로 개설되어
있는 농로를 따라 500여m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음.
한림읍 관내 습지 중 자연 상태가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임.
주변지역은 소나무 숲과 억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너머에
일부 농경지가 조성되어 경작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유혈목이, 쇠살모사, 줄장지뱀, 녹송장헤엄치게, 물자라,
미꾸리, 참개구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꿩, 쇠백로,
중대백로, 황조롱이 등
식물상 큰고랭이, 골풀, 사마귀풀, 바늘골, 눈여뀌바늘, 송이고랭이,
붕어마름, 말, 어리연꽃, 가래, 네가래, 소리쟁이 등
주변식물 제주피막이, 가락지나물, 자귀풀, 쑥, 미국가막살이, 쥐똥나무,
곰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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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250-1
(N 33°22'35.22" / E 126°13'03.75")

개요

)

일주도로 월령리 버스정류장 북쪽,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음.
둘레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2개의 연못으로 나뉘어져 있는
인공연못임. 못 중간에 높이 1.5m, 폭 2.5m 가량의 둑으로 못의
남과 북을 가르고 있으며, 남쪽 못에는 고목인 팽나무가 있고,
북쪽 못에는 토사 유입이 많아 초지화 되어 있음. 187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심은 1∼1.5m 정도임. 1970년대까지
이곳에는 맑은 물이 고여 음용할 급수와 목욕, 우마용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물 곳 디 무( 구 띠

면적(㎡)

한림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참개구리, 붕어,
드렁허리, 유혈목이, 소금쟁이 등
식물상 수련, 개구리밥, 갈대, 세모고랭이, 부들, 말즘, 이삭사초,
붕어마름 등
주변식물 돌피, 미국가막사리, 까마중, 개여뀌, 도깨비고비, 수영,
왕고들빼기, 방가지똥, 환삼덩굴, 개머루, 으름, 부채선인장,
쑥, 석류, 인동덩굴, 팽나무, 왕모시풀, 갓, 광대나물, 개쑥갓,
큰비짜루국화, 소리쟁이, 미나리, 한련초, 서덜취, 사철나무,
예덕나무, 모시풀, 망초, 느릅나무, 담쟁이, 팽나무, 유카,
사위질빵, 자주괭이밥, 토끼풀, 뽀리뱅이, 점나도나물,
댕댕이덩굴, 좁은잎천선과나무, 갈퀴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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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73
(N 33°21'01.29" / E 126°15'20.45")

물 거 리 못 음( 부 릿 물

면적(㎡) 327.1
개요

한경면 월림리 월림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지역 주민들이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고, 1120번과 1136번 도로 교차로에
맞닿아 있으며, 습지주변 도로와의 경계는 왕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생물상
동물상 금붕어, 참개구리, 제주도룡뇽, 붉은귀거북, 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딱새, 소금쟁이,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수련, 파대가리, 소리쟁이, 괭이밥 등

주변식물 와싱톤야자, 팽나무, 왕벚나무, 비자나무, 망초, 닭의장풀,
담쟁이덩굴, 치자, 쑥, 쥐꼬리망초, 사위질빵, 제주피막이,
바위고사리, 섬잔고사리, 모시풀, 멀구슬나무, 띠, 개망초,
송악, 괭이밥, 누리장나무, 깨풀, 쑥부쟁이, 서양민들레,
계요등, 가락지나물, 방기, 찔레, 멍석딸기, 쇠고비,
미국가막사리, 애기솔나물, 좀개불알풀, 양지꽃, 벌노랑이,
갈퀴꼭두서니, 쇠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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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761-1
(N 33°24'37.80" / E 126°16'25.55")

개요

황두물

면적(㎡) 224.8

한림읍
지역

1132번 도로와 인접하고 제주 서부 보건소 동쪽 450m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사각 형태이고, 수변경계는 시멘트구조물로
정비되어 있으며,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여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주변지역에는 도로와 경작지가 있으며, 농업용
저수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쇠백로, 섬휘파람새,
굴뚝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소금쟁이 등
식물상 모시풀, 환삼덩굴, 거지덩굴 등

주변식물 곰솔. 예덕나무, 찔레, 구지뽕나무, 계요등, 멍석딸기,
개구리발톱, 새머루, 인동덩굴, 팽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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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

비 양 도 습 지 펄( 랑 호

면적(㎡) 17,500
개요

)

비양도 동쪽 1만 7,500㎡의 면적에 초승달모양으로 고여 있는
염수호수(鹽水湖水)를 펄랑물 또는 펄랑호라 부름. 이곳은 원래
바다였으나 지난 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심한 해일 피해를 입자
제방을 축조하여 바다와 차단된 후 인공호수가 생기게 된 것임.
암반 밑으로 해수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닥에 펄이
많아 펄랑호라 부름. 백로류와 오리류 등 철새들이 먹이를 찾는
곳으로 깨어진 암반 틈에는 해녀콩과 암대극 등 염생식물들이
분포함

생물상
동물상 청머리오리, 고방오리, 청둥오리, 알락오리, 흑로, 물수리,
뿔논병아리, 가마우지,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
바다쇠오리, 회색머리아비, 대백로, 노랑발도요, 깝작도요,
쇠백로, 왜가리,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쇠물닭,
넓적부리, 논병아리, 백할미새, 까치, 노랑할미새,
바다직박구리, 갯강구, 방게 등
식물상 갯잔디, 칠면초, 갯질경이, 갯괴불주머니, 좀보리사초,
갯능쟁이, 갯메꽃, 갯완두, 갯쑥부쟁이, 모래지치, 나문재,
천일사초, 명아주, 가는갯능쟁이, 번행초, 갯개미자리,
갯장구채, 땅채송화, 순비기나무, 갯겨이삭, 돌가시나무,
해녀콩, 암대극, 갯사상자, 갯기름나물, 갯까치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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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412-4
(N 33°24'00.95" / E 126°14'53.80")

개요

한림항 입항 도로로 인해 차단된 해안지역으로 옹포천을
경계로 동쪽은 한림리 현무암으로 되어있고, 서쪽으로는
옹포리 현무암으로 구성됨. 한림항 화물부두 진입로로부터
옹포리 한라산 소주공장 북서쪽 해안까지 한림항에서 연결된
도로의 안쪽 조간대 지역임. 간조시 대부분이 암반과 모랫뻘로
드러나며, 만조시 에는 대부분 물에 잠기는 지역임

옹포리 해안

면적(㎡)

한림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큰재갈매기, 노랑발갈매기, 쇠백로,
중백로, 왜가리, 물수리, 흑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회색머리아비, 가마우지, 바다직박구리, 백할미새, 기수갈고둥,
은어, 뱀장어, 숭어, 검정망둑, 베도라치, 동남참게, 참갯지렁이,
석회관 갯지렁이, 큰배말, 명주고둥, 각시고둥, 팽이고둥,
개울타리고둥, 눈알고둥, 보라배곱 톱니고둥, 갈고둥,
큰총알고둥, 갯고둥, 댕가리, 두드럭고둥, 타래고둥, 가시굴,
반지락, 갯강구, 거북손, 따개비류, 참집게, 바위게, 무늬발게,
비단게, 풀색해변 말미잘, 소라, 오분자기, 전복, 낙지, 문어,
보라성게, 말똥성게 등
식물상 갈대, 천일사초, 갯질경, 땅채송화, 번행초, 갯능쟁이, 갯메꽃,
갯능쟁이, 가는갯능쟁이, 큰비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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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경면
지역

한경면 지역은 고산리 1개소, 금등리 1개소, 낙천리 3개소, 두모리
2개소, 용수리 4개소, 저지리 6개소, 청수리 1개소, 판포리 7개소, 한원리
3개소 등 28개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고산리 고산리 습지1
금등리
낙천리
두모리
용수리
저지리
청수리
판포리

금등저수지
새미얏물(새미왓물),오빼미물(올빼미물), 저갈물
두모저수지 알못, 멋못
왕자케물, 용당못, 용수리 습지1, 용수저수지
강정못, 고은물, 대빌레못(되빌레못), 명이동못, 알못, 앞새물
여뀌못(연화못)
서느새미, 소로곶못(소로곳못), 판포 상전저류지, 판포 흑로못,
판포리 습지1, 2, 판포저수지

한원리 서리논물구진물, 서리논물먹는물, 한원리 족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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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9-2
(N 33°18'04.51" / E 126°11'57.41")

개요

한경면 고산리, 1132번 도로 고산교차로에서 고산체육관
방면으로 300m 지점에 있는 4거리에서 동쪽으로 1.2km
지점, 남쪽으로 250m 지점, 농경지 사이에 있음. 서쪽에서
진입 가능하며, 서쪽 초지를 제외한 다른 쪽에는 모두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음

고산리 습지

면적(㎡) 3,899.1

한경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백로, 왜가리, 딱새, 까치 등
식물상 말즘, 마름, 네가래, 남방개, 부들, 개구리밥 등
주변식물 곰 솔 , 까 마 귀 쪽 나 무 , 바 랭 이 새 , 닭 의 장 풀 , 억 새 , 띠 ,
알방동사니, 큰방가지똥, 들개미자리, 김의털, 수영,
미국가막사리, 제주피막이, 쑥, 도깨비바늘, 인동덩굴, 찔레,
왕모시풀, 망초, 살갈퀴, 애기솔나물, 별꽃, 좀가지풀, 한련초,
예덕나무, 모시풀, 아왜나무, 계요등, 환삼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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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779
(N 33°21'28.43" / E 126°11'19.56")

금등저수지

면적(㎡) 12,844.0
개요

1132번 일주도로에서 두모삼거리 동쪽 20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두모저수지에서 연결된 하천과 연결되어 있음. 북쪽은
농로를 경계로 일주도로와 분리되어 있고, 주위에는 돌담과
콘크리트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에는 저수지로 진입
가능한 경사로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중대백로,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깝작도요, 백할미새, 노랑할미새, 까치, 제비. 멧비둘기,
까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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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579-1
(N 33°19'17.28" / E 126°13'44.54")

개요

)

한경면 낙천리 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못 주변은 왕석
등으로 둘러져 정비되어 있고, 못 중앙에는 협죽도가 심어진
섬모양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음. 낙천리 설촌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못으로, 마을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북쪽 50m 지점에 높이 25m 정도의 큰
팽나무 아래에 작은 물통이 하나 더 있으며, 작은 물통 주변은
늪지였으나 대부분 매립되어 평지화 됨

새 미 얏 물 새( 미 왓 물

면적(㎡) 1,380.5

한경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비, 참새, 멧새, 방울새, 직박구리, 꿩, 뻐꾸기, 두견이,
섬휘파람새, 밀잠자리, 소금쟁이
식물상 버드나무, 이삭사초, 개구리갓, 사마귀풀

주변식물 왕벚나무, 쑥, 굴거리, 후박나무, 송악, 예덕나무, 생달나무,
계요등, 사상자, 산동쥐똥나무, 쥐똥나무, 담쟁이덩굴,
환삼덩굴, 닭의장풀, 토끼풀, 꾸지뽕나무, 양장구채, 쇠부릎,
겨이삭, 왕고들빼기, 마편초, 점나도나물, 인동덩굴, 줄사철,
개머루, 메꽃, 호랑가시나무, 개여뀌, 등대풀, 광대나물, 깨풀 등

173

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2097-1
(N 33°19'27.85" / E 126°13'29.77")

오 빼 미 물 올( 빼 미 물

면적(㎡) 1,991.9
개요

)

한경면 낙천리, 낙천리 마을 안 삼거리에서 서쪽 300m
지점 남쪽에 위치. 과거에 식수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과거에 9개의 물통으로 나누워져
있었으나 현재는 하나의 못처럼 되어 있고, 서쪽에는 농로가
포장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새, 제비, 직박구리, 방울새, 딱새, 섬휘파람새, 참개구리,
미꾸라지, 밀잠자리, 대왕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말즘, 마름, 노랑어리연, 네가래, 남방개, 눈여뀌바늘, 부들,
개구리밥, 택사 등
주변식물 곰 솔 , 까 마 귀 쪽 나 무 , 바 랭 이 새 , 닭 의 장 풀 , 억 새 , 띠 ,
알방동사니, 큰방가지똥, 들개미자리, 김의털, 수영,
미국가막사리, 제주피막이, 쑥, 도깨비바늘, 인동덩굴, 찔레,
왕모시풀, 망초, 살갈퀴, 애기솔나물, 별꽃, 좀가지풀, 한련초,
예덕나무, 모시풀, 아왜나무, 계요등, 환삼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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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745-4
(N 33°19'32.56" / E 126°13'39.86")

개요

구시통
·
)

한경면 낙천리, 낙천리 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1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멧돼지가 흙을 파서 만든 구덩이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져 멧돼지의 조각물이 있음. 주택가와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북쪽 어귀에는 정자가 만들어져
있음. 둘레는 왕석으로 되어 도로와 못 사이에 잔디밭이나
화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쪽 입구에는 안내 입간판이 있음

저 갈 물 물( 확

면적(㎡) 582.0

한경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 비 , 참 새 , 딱 새 , 박 새 , 까 치 , 멧 비 둘 기 , 섬 휘 파 람 새 ,
두견, 직박구리, 미꾸리, 소금쟁이, 대왕잠자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등
식물상 마름, 말즘, 골풀, 노랑꽃창포, 꽃창포, 수련, 붕어마름,
송이고랭이, 개구리밥, 미나리 등
주변식물 해당화, 둥굴레, 팽나무, 토끼풀, 방울새풀, 쑥, 제주피막이,
수영, 큰달맞이꽃, 비비추, 병풀, 탑꽃, 개민들레, 개망초,
땅채송화, 잔개자리, 담쟁이덩굴, 그늘보리뺑이, 가락지나물,
산앵도나무, 광나무, 사철나무, 고들빼기, 자주괭이밥, 마삭줄,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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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133-2
(N 33°21'07.77" / E 126°11'27.52")

두모저수지 알못

면적(㎡) 633.1
개요

1132번 일주도로의 두모삼거리 200m 남서쪽에 있는
일주도로-두조로 교차점에서 두조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400m
지점의 길 왼편에 위치. 주위는 두모저수지에서 연결된 습지,
농경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 있는 관개시설에
철새보호지역임을 나타내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흰 뺨 검 둥 오 리 , 쇠 백 로 , 청 둥 오 리 , 쇠 오 리 , 쇠 물 닭 ,
장다리물떼새, 중대백로, 논병아리, 제비, 박새, 참새, 붕어,
미꾸라지 등
식물상 물잔디, 이삭사초, 미나리

주변식물 토끼풀, 쑥, 방가지똥, 개쑥갓, 담쟁이, 수선화, 예덕나무, 찔레,
쥐똥나무, 팽나무, 무화과나무, 인동덩굴, 왕모시풀, 망초,
개망초, 쇠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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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363-1
(N 33°21'11.36" / E 126°11'08.57")

개요

멋못

면적(㎡) 1,139.7

한경면
지역

일주도로와 두모리-신창리 마을 안쪽 도로의 경계인 삼거리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 300m 정도 가서 남쪽 길을 따라 30m 정도
진입하면 보건소 한경지소와 두모리 노인회관 사이에 위치해
있음. 주위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못의
중앙부에는 정자와 다리가 설치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새, 까치, 박새, 딱새, 멧비둘기, 붕어
식물상 수련, 세모고랭이, 노랑꽃창포
주변식물 눈향나무, 까마귀쪽나무, 향나무, 왕고들빼기, 메꽃, 망초,
수영, 방가지똥, 미국가막살이, 꼭두서니, 사위질빵,
모시풀, 계요등, 광나무,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팽나무,
와싱톤야자, 송악, 괭이밥, 잔디, 강아지풀, 땅빈대, 잠자리피,
쇠무릎, 서양민들레, 도깨비바늘, 마삭줄, 개쑥갓, 예덕나무,
쇠고비, 사철나무, 풀솜나물, 쑥, 광대나물, 띠, 강아지풀,
눈괴불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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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9
(N 33°18'35.8" / E 126°11'05.3")

왕자케물

면적(㎡) 899.0
개요

왕자케물은 용수저수지와 당산봉 사이의 농경지 안에 있는
연못으로 용수저수지에서 두 갈래의 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나와
고여 있는 못으로 범람 시에는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곳임. 이 연못은 탐라국시대에 왕자가 난을 피하여 신하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왕자케물'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짐

생물상
동물상 소금쟁이, 물매암이, 참개구리, 붕어, 흰뺨검둥오리, 중대백로,
쇠백로, 딱새, 박새, 왜가리 등
식물상 애기부들, 대가래, 마름, 네가래, 가래, 송이고랭이, 환삼덩굴,
닭의장풀, 미나리 등
주변식물 기름나물, 미국가막사리, 왕고들빼기, 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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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096
(N 33°11'06.84" / E 126°11'07.00")

개요

용당못

면적(㎡) 3,673.4

한경면
지역

1132번 용수교차로 북동쪽 500m 지점에서 동쪽 농로를 따라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큰 못과 북쪽에 작은 못이 하나 더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논병아리,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박새, 곤줄박이, 멧비둘기,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수련, 네가래, 이삭사초, 미나리

주변식물 곰솔, 억새, 예덕나무, 찔레, 멍석딸기, 환삼덩굴, 쑥, 익모초,
찔레, 살갈퀴, 강아지풀, 인동덩굴, 수영, 도깨비바늘, 사상자,
고추나물, 깨풀, 소리쟁이, 모시풀, 칡, 가락지나물, 당아욱,
고사리, 띠, 냉이, 벌깨냉이, 갓, 바랭이새, 점나도나물, 별꽃,
거지덩굴, 계요등, 광대나물, 쇠별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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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696-3
(N 33°19'30.45" / E 126°11'40.94")

용수리 습지

면적(㎡) 288.3
개요

1

1132번 일주도로 용당교차로에서 동쪽 1115번 도로를 따라
동쪽 600m 지점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멧비둘기, 제비, 참새, 까치, 박새,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소금쟁이, 각시물자라, 물매암이 등
식물상 수련, 세모고랭이, 마름, 눈여뀌바늘, 비녀골

주변식물 미국가막살이, 여뀌, 한련초, 산동쥐똥나무, 쥐똥나무,
인동덩굴, 띠, 억새, 칡, 환삼덩굴, 붉나무, 후박나무, 찔레,
비수리, 꽃향유, 개쑥부쟁이, 애기도라지, 망초, 개망초,
왕고들빼기, 강아지풀, 솔비나무, 쑥, 돼지풀, 개민들레, 수영,
도깨비바늘, 소리쟁이, 멍석딸기, 괭이밥, 느릅나무, 곰솔,
딱지꽃, 산박하, 수크령, 방동사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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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3
(N 33°18'51.4" / E 126°11'17.9")

개요

용수저수지는 일주도로변 용수리 마을입구에서 길건너 북쪽
시멘트 포장 농로를 따라 700m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음. 이
저수지는 1957년도에 서쪽방향으로 3∼4m정도의 제방을
쌓아 조성한 저수지로서, 예전부터 주변지역의 논농사를
짓는데 유용하게 써왔으며 지금도 주변 논에서 물을 대고 있음.
동·남·북 방향에 소나무 숲과 갈대, 부들군락지는 철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물수리, 흰물떼새, 흰뺨검둥오리,
재갈매기, 쇠백로, 왜가리, 쇠오리, 쇠물닭, 물닭, 청둥오리 등
30여종 물새류와 희귀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제주도내 3대
'철새도래지'로 알려지고 있음

용수저수지

면적(㎡) 94,275.9

한경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물매암이, 소금쟁이, 장구애비, 참게,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붕어, 물닭, 쇠물닭, 논병아리, 쇠백로,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알락오리, 흰죽지, 물수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등
식물상 매자기, 가래, 말즘, 마름, 큰고랭이, 갈대, 검정말, 수련,
애기부들 등
주변식물 띠, 억새, 삼나무, 곰솔, 버드나무, 여뀌, 기장대풀, 환삼덩굴,
새머루, 까마귀머루, 한련초, 쥐똥나무, 천선과나무, 송악,
편백나무, 예덕나무, 멀구슬나무, 팽나무, 찔레, 인동덩굴,
미나리아재비, 상수리나무, 헤어리베치, 살갈퀴, 수영,
소리쟁이, 산동쥐똥나무, 청미래덩굴, 사상자, 칡, 붉나무,
후박나무, 비수리, 꽃향유, 망초, 개망초, 왕고들빼기,
강아지풀, 쑥, 돼지풀, 도깨비바늘, 멍석딸기, 줄딸기, 산딸기,
딱지꽃, 수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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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90
(N 33°20'00.04" / E 126°16'34.82")

강정못

면적(㎡) 978.6
개요

한경면 저지리, 저지오름에서 동쪽 2.4km 거리에 위치.
강정동산 남쪽에 접해있는 연못으로 북쪽 입구 언덕에 정자가
있으며, 연못 주변은 농경지와 공원이 있음. 둘레는 포장되어
있고, 북쪽에 연못으로 갈수 있는 진입로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뻐꾸기, 큰부리까마귀, 멧새, 딱새, 방울새,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제비, 꿩,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소금쟁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참통발, 부들, 눈여뀌바늘, 사마귀풀, 눈여뀌바늘,
이삭사초, 가래, 가는가래, 마름, 좀어리연꽃, 방울고랭이,
매자기, 남방개, 붕어마름, 송이고랭이, 개구리밥, 개구리갓,
미나리 등
주변식물 유채, 쥐손이풀, 선이질풀, 뚝새풀, 바랭이새, 닭의장풀,
사마귀풀, 익모초, 흰명아주, 가락지나물, 마편초, 냉이,
다닥냉이, 찔레, 후박나무, 쥐똥나무, 으름, 산동쥐똥나무,
꾸지뽕나무, 예덕나무,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개불알풀,
광대나물, 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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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3039-4
(N 33°19'09.19" / E 126°16'13.24")

개요

고은물

면적(㎡) 365.0

한경면
지역

한경면 저지리, 산양입구 교차로에서 북쪽 250m 지점에
위치함. 동쪽과 북쪽은 왕석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은 농경지
돌담, 서쪽은 주택으로 둘러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참새, 동박새, 방울새, 멧비둘기, 까치, 박새, 제비,
붕어, 송사리, 대왕잠자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좀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이삭사초, 방울고랭이, 개구리갓

주변식물 왕모시풀, 수영, 까마귀쪽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메꽃,
쥐똥나무, 환삼덩굴, 잔개자리, 담쟁이덩굴, 흰명아주, 개쑥갓,
찔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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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35
(N 33°20'04.89" / E 126°16'07.16")

대 빌 레 못 되( 빌 레 못

면적(㎡) 553.6
개요

)

한경면 저지리, 마중오름의 북서쪽 기슭, 마중오름 정상에서
소나무 숲길을 따라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있음. 동쪽은
마중오름의 기슭이고, 서쪽은 농경지와 사이에 뚝방으로
구분되며, 북쪽은 농로에 닿아 있음. 서쪽 뚝방에서 못 내부로
진입 가능한 계단이 만들어져 있으나, 울타리나 계단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음

생물상
동물상 뻐꾸기, 두견이, 직박구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섬휘파람새, 동박새, 멧새, 딱새, 참개구리, 대왕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마름, 좀개구리밥, 개구리밥, 방울고랭이, 이삭사초, 개구리갓,
미나리, 남방개
주변식물 줄사철, 다래, 팽나무, 삼나무, 곰솔, 쥐똥나무, 산동쥐똥나무,
망초, 소리쟁이, 환삼덩굴, 방가지똥, 닭의장풀, 뱀딸기,
예덕나무, 왕모시풀, 찔레, 지칭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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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3033-6
(N 33°19'09.66" / E 126°16'05.60")

개요

한경면 저지리, 산양입구 교차로에서 북서쪽 250m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시멘트 포장된 도로로 경계가 나 있고, 돌로
만들어진 가드레일과 화단으로 둘러싸여있음. 도로 쪽에 정자가
있어 연못의 중앙부 근처까지 접근이 가능

명이동못

면적(㎡) 884.6

한경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새, 제비, 직박구리,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까치, 박새,
동박새, 소금쟁이,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수련, 마름, 택사, 질경이택사, 보풀, 개구리갓, 미나리,
사마귀풀, 세모고랭이, 방울고랭이, 가는가래, 붕어마름 등
주변식물 수영, 송악, 편백나무, 멀구슬나무, 까마귀쪽나무, 둥굴레,
모람, 줄사철, 와싱톤야자, 팽나무, 하늘타리, 거지덩굴,
토끼풀, 은털새, 개여뀌, 여뀌, 모시풀, 제주피막이,
다정큼나무, 봉의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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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3-4
(N 33°20'08.77" / E 126°15'50.87")

알못

면적(㎡) 670.2
개요

한경면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제주올레14-1코스를 따라 15분
정도 걸으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음. 도로를 따라 시멘트 포장에
큰 돌들을 심어 추락방지용으로 만들어졌고, 북쪽면 중앙부에
나무 정자가 있음. 서쪽 언덕은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쪽-남쪽은 농경지와 경계인 시멘트 담과 방풍림으로 나누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비, 멧비둘기, 직박구리, 휘파람새, 꿩, 박새, 곤줄박이,
노랑턱멧새, 동박새, 유혈목이,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소금쟁이, 호랑나비, 청띠제비나비 등
식물상 개구리밥, 이삭사초, 미나리, 개구리갓

주변식물 팽나무, 곰솔, 삼나무, 멀구슬나무, 동백나무, 산딸나무,
후박나무, 왕벚나무, 미나리아재비, 예덕나무, 띠, 억새, 솔새,
바랭이새, 병풀, 제주피막이, 들깨풀, 딱지꽃, 계요등, 찔레,
왕모시풀, 뱀딸기, 가락지나물, 양지꽃, 제비꽃, 졸방제비꽃,
콩제비꽃, 닭의장풀, 모시풀, 멍석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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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637-1
(N 33°19'59.88" / E 126°16'12.16")

개요

앞새물

면적(㎡) 941.2

한경면
지역

한경면 저지리, 저지오름에서 동쪽 1.7km 거리, 마중오름
남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음. 원래 있던 2개의 연못과 동쪽에
공사를 통해 저류지를 개설한 것까지 포함하여 3개의 못으로
구분되어 있음. 원래의 2개는 돌담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물의
흐름이 가능한 구조이며, 최근 만들어진 연못에 비해 높이 2m
정도의 뚝방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원앙, 제비, 두견, 꿩, 직박구리,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멧비둘기, 곤줄박이, 직박구리, 줄장지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식물상 버드나무, 마름, 말즘, 가는가래, 이삭사초

주변식물 줄사철, 까마귀쪽나무, 팽나무, 삼나무, 뱀딸기, 뱀무,
산짚신나물, 보리수나무, 콩짜개덩굴, 고사리, 칡, 으름,
왕모시풀, 산동쥐똥나무, 쥐똥나무, 찔레, 복분자딸기,
예덕나무, 멍석딸기, 마, 환삼덩굴, 갯무, 지칭개, 댕댕이덩굴,
왕고들빼기, 띠, 억새, 바랭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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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3256-3
(N 33°17'38.84" / E 126°13'59.57")

여 뀌 못 연( 화 못

면적(㎡) 1,177.4
개요

)

한경면 산양리 마을 내에 있는 연못으로 1136번 도로 서쪽에
위치. 연못 입구에는 [여뀌못, 산양리]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수리에 속함. 남쪽 가장자리에는 정자가
있고, 1136번 도로에 맞닿아 마을 주택에 둘러싸여 있으며,
연못 둘레는 왕석으로 둘러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청띠제비나비, 호랑나비,
소금쟁이,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수련, 마름, 말즘, 미나리, 쇠무릅, 억새 등

주변식물 와싱톤야자, 소철, 종려나무, 동백나무, 까마귀쪽나무,
하늘타리, 왕모시풀, 모람, 마삭줄, 강아지풀, 닭의장풀,
메꽃, 미국가막사리, 큰비짜루국화, 아왜나무, 쑥, 소리쟁이,
사위질빵, 송악, 후박나무, 사철나무, 댕댕이덩굴, 까마귀머루,
돈나무, 사상자, 망초, 멍석딸기, 해당화, 홍초, 맥문동, 피마자,
봉숭아, 한련초, 개피, 머위, 큰봉의꼬리, 쇠비름, 모시풀,
둥굴레, 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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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884
(N 33°21'21.32" / E 126°12'51.87")

개요

한경면 판포리 널개오름 남쪽 150m 지점, 저지오름의 북서쪽
4.3km 부근에 위치한 못으로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음. 동쪽
경작지를 가로질러 접근이 가능하고. 북쪽은 돌담으로 되어있음.
판포저수지에서 다시 널개오름 쪽으로 길 하나, 밭 하나 건너에
위치한 판포저수지의 웃저수지. 입구에는 ‘남양천’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음

서느새미

면적(㎡) 2,831.8

한경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박새, 동박새, 멧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제비, 흰뺨검둥오리,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부들, 미나리,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왕 고 들 빼 기 , 여 뀌 , 멀 구 슬 나 무 , 까 마 귀 쪽 나 무 , 찔 레 ,
천선과나무, 좁은잎천선과나무, 쇠무릎, 다래, 돈나무,
인동덩굴, 쇠고비, 털진득찰, 모시풀, 곰솔, 예덕나무,
사위질빵, 으아리, 갈퀴꼭두서니, 계요등, 거지덩굴, 줄딸기,
댕댕이덩굴, 복분자딸기, 산동쥐똥나무, 방가지똥, 하늘타리,
부채선인장, 지네고사리, 고사리, 두릅나무,억새, 띠, 갓,
며느리배꼽, 송악, 강아지풀, 좀가지풀

189

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069-1
(N 33°21'31.93" / E 126°12'36.36")

소 로 곶 못 소( 로 곳 못

면적(㎡) 1,169.8
개요

)

판포리 마을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널개오름입구 사거리 동쪽에
위치. 농로에 의해 다시 2개의 못으로 구분되며, 큰 못의 동쪽
벽에 과거 하천정비시범사업을 했던 안내문이 새겨져 있음.
소로곶못은 널개오름 서쪽 기슭(해발 35m), 판포리에서
조수리로 이어지는 도로 옆에 있으며, 상동과 전동 경계지경에
해당됨. 이 못은 지형이 낮은데다 널개오름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자연스레 형성된 것으로 주로 우마급수용으로 활용됨.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흘러넘쳐 인근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주어
지난 99년에 시멘트로 둑을 쌓았음. 이곳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음용수로 활용됐던 호강물이 있으며, 이 호강물과
소로곶못은 서로 연결되었었으나 시멘트길이 생기면서
차단되었음

생물상
동물상 꿩, 까치, 참새, 섬휘파람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등

식물상 큰고랭이, 마름, 세모고랭이, 부레옥잠
주변식물 은털새, 사위질빵, 쑥, 큰비짜루국화, 계요등, 한련초,
쥐꼬리망초, 서덜취, 망초, 환삼덩굴, 갓, 방가지똥, 찔레,
다닥냉이, 수영, 쥐똥나무, 까마귀쪽나무, 팽나무, 예덕나무,
이대, 유카, 깨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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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089-2
(N 33°21'27.04" / E 126°12'35.27")

개요

판포리 널개오름 북서쪽 사거리에서 남동쪽으로 50m 정도
농로의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최근에 설치된 저류지로
주위는 1.2m 정도의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내부는 돌로 경계를
쌓아 놓았으며, 동북쪽에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구가 있음

판포 상전저류지

면적(㎡) 3,760.8

한경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등

주변식물 곰솔, 예덕나무, 찔레, 개망초, 큰비짜루국화, 토끼풀, 쑥, 수영,
명아주, 왕고들빼기, 방가지똥, 쇠비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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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산16
(N 33°21'00.43" / E 126°12'33.60")

판포 흑로못

면적(㎡) 8,494.3
개요

판포리 마을 남동쪽에 있는 널개오름 북서쪽 사거리에서
판조로를 따라 400m 정도 남동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농로가 나오고 농로를 따라 500m 정도 진입한 후
갈래길에서 남쪽 600m 지점에 위치. 여러 개의 중앙부에 작은
바위섬이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돌담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여러
개의 못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흑로, 중대백로,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박새, 멧새,
동박새, 제비, 참새, 멧비둘기, 직박구리, 곤줄박이,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골풀, 세모고랭이, 부들, 이삭사초, 마름, 버드나무, 물잔디

주변식물 모시풀, 피나무, 사위질빵, 살갈퀴, 왕고들빼기, 하늘타리,
바위고사리, 수영, 예덕나무, 멀구슬나무, 자귀나무, 곰솔,
복분자딸기, 산딸기, 줄딸기, 망초, 개망초, 억새, 띠, 찔레,
멍석딸기, 거지덩굴, 팽나무, 산동쥐똥나무, 보리수나무,
꾸지뽕나무, 봉의꼬리, 괭이밥, 뱀딸기, 사상자, 도깨비바늘,
미국자리공, 방울토마토, 부채선인장, 쥐똥나무, 단풍마, 마,
까마귀쪽나무, 마삭줄, 자금우, 여우팥, 계요등, 환삼덩굴,
미국가막사리, 한련초

192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721-2
(N 33°21'52.80" / E 126°12'13.11")

개요

1132번 일주도로의 판포리 입구에서 농로를 따라 남쪽으로
200m 지점, 판포오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농지 출입구에
의해 2개의 못으로 나누어져 있음

판포리 습지

면적(㎡) 261.7

한경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바다직박구리,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등
식물상 부레옥잠, 개구리밥, 마름,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노랑꽃창포 등

주변식물 찔레, 으름, 환삼덩굴, 쥐똥나무, 쑥, 수영, 거지덩굴,
왕고들빼기, 큰비짜루국화, 광대나물, 한련초, 살갈퀴,
방가지똥, 도깨비바늘, 방동사니, 갓, 점나도나물, 개쑥갓,
도깨비고비, 왕모시풀, 도꼬마리, 까마귀쪽나무, 나팔꽃, 아욱,
부채선인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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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779
(N 33°21'43.63" / E 126°12'18.05")

판포리 습지

면적(㎡) 483.8
개요

2

일주도로에서 판포리로 진입하는 판포4길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50m 지점 북동쪽 농경지 안에 위치하고 있음. 농로와 닿은
부분은 시멘트로 경계를 만들어 놓았음. 동쪽과 남쪽의 농경지
경계는 돌담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주변식물 새머루, 토끼풀, 한련초, 여뀌, 수영, 소리쟁이, 냉이, 개쑥갓, 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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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855-1
(N 33°21'17.82" / E 126°12'46.18")

개요

판포리 널개오름 남서쪽 200m 지점 도로가에 위치. 원래
연못이 있던 곳으로 담수시설공사시 기반 작업으로 깊이 2∼3m
정도로 파여 있음. 중앙부와 서쪽 일부 2곳을 제외하면 물이
없는 상태임. 판포저수지는 1950년대 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도내 최초의 인공저수지임. 해발 38m, 전동 지경에 해당되며,
소로곶못에서 조수리 쪽으로 200m정도 올라가면 습지에 이름

판포 저수지

면적(㎡) 5,914.6

한경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쇠물닭, 까치,
꿩, 참새, 멧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붕어, 소금쟁이, 물매
식물상 창포, 큰고랭이, 세모고랭이, 개구리밥, 올챙이고랭이,
사마귀풀, 가래, 비녀골, 개구리갓
주변식물 꿩의밥, 파대가리, 이삭사초, 강아지풀, 사철나무, 돌피,
큰비짜루국화, 서덜취, 방동사니, 가락지나물, 개망초, 망초,
솔새, 개솔새, 벌깨냉이, 토끼풀, 닭의장풀, 제주피막이, 냉이,
환삼덩굴, 여뀌, 개여뀌, 흰여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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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502
(N 33°20'13.57" / E 126°11'43.33")

서 리 논 물 구 진 물 소( 먹 는 물

면적(㎡) 381.0
개요

)

1115번 도로 한원리 마을회관 4거리에서 서쪽으로 150m
지점에서 북쪽 길을 따라 150m 지점에 위치한 연못임.
예전부터 한원리 마을에서 [서리논물]이라 부르며, 사람들이
이용했던 [먹는물]과 우마용으로 이용되었던 [구진물]로 구분됨.
[구진물]은 [먹는물]에서 북동쪽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 도로변의 넓이 50cm 정도의 돌담인 울타리가 있음. 남쪽과
북쪽은 한 줄로 된 외담이 있으며 동쪽은 주차장과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멧비둘기, 직박구리, 까치, 딱새, 박새, 유혈목이, 황소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식물상 수련, 마름, 수염가래꽃
주변식물 동 백 나 무 , 소 철 , 명 아 주 , 환 삼 덩 굴 , 당 아 욱 , 개 망 초 ,
큰빗짜루국화, 층층이꽃, 깨풀, 수까치깨, 수영, 닭의장풀,
왕고들빼기, 여뀌, 억새, 사위질빵, 갈퀴덩굴, 멍석딸기,
방가지똥, 살갈퀴, 강아지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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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521
(N 33°20'11.45" / E 126°11'41.59")

개요

1115번 도로 한원리 마을회관 4거리에서 서쪽으로 150m
지점에서 북쪽 길을 따라 100m 지점에 위치한 연못임.
예전부터 한원리 마을에서 [서리논물]이라 부르며, 사람들이
이용했던 [먹는물]과 우마용으로 이용되었던 [구진물]로 구분됨.
[구진물]은 [먹는물]에서 북동쪽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울타리는 시멘트가 발라진 돌담으로 도로와 구분되며, 다른
쪽은 돌담으로 농경지, 야초지와 구분 됨. 남쪽 연못 앞에 연못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적힌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서 리 논 물 먹 는 물 한( 원 리 먹 는 물

면적(㎡) 431.4

한경면
지역

)

생물상
동물상 멧 비 둘 기 , 직 박 구 리 , 까 치 , 참 새 , 박 새 , 멧 새 , 동 박 새 ,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붕어 등

식물상 수련, 부레옥잠, 마름,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쥐똥나무, 댕댕이덩굴, 다래, 새머루, 찔레, 멀구슬나무,
그늘보리뺑이, 도깨비바늘, 맥문동, 갓, 쇠고비, 인동덩굴,
계요등, 예덕나무, 층층이꽃, 익모초, 붉나무, 곰솔, 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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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517
(N 33°20'15.44" / E 126°11'41.41")

한 원 리 족 은 물 소( 먹 는 물

면적(㎡) 51.9
개요

1115번 도로의 한경면 한원리 마을회관 4거리에서 서쪽으로
150m 지점에서 북쪽 길을 따라 200m 지점 길가에 있는 작은
연못임. 연못의 넓이는 작으나 깊이가 깊은 곳이며, 원형으로
돌담이 둘러 싸여있음

생물상

)

동물상 직박구리, 박새, 딱새, 까치,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식물상 수련
주변식물 찔레, 억새, 고마리, 가락지나물, 멍석딸기, 왕모시풀,
수까치깨, 수영, 유채, 쑥, 토끼풀, 방가지똥, 인동덩굴, 한련초,
큰비짜루국화, 왕고들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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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정읍
지역
대정읍 지역은 동일리 1개소, 무릉리 7개소, 보성리 1개소, 상모리
2개소, 신도리 7개소, 안성리 2개소, 영락리 3개소, 인성리 1개소, 일과리
2개소, 하모리 2개소 등 28개소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동일리
무릉리
보성리
상모리
신도리
안성리
영락리
인성리
일과리
하모리

동일리 습지1
곤물(손당못 남쪽 습지), 구시흘못(시흘못), 무릉리 습지1, 2, 3, 손당못, 앞논물
봉우못(봉우리못)
농남못, 상모리 습지1
맨처남물(못), 신도 저수지, 신도리 습지1, 2, 3, 웃못, 건지못
구눈(구눈못), 수월이못
수통밭, 영락리 습지1, 2
남문지못(남문앞못, 남문못)
일과리 습지1, 일과리해안
하모리 습지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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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435
(N 33°14'54.59" / E 126°14'52.59")

개요

대정읍 동일리, 가시오 름 동쪽 400m 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가시오름과 습지 사이에 1120번 도로가 관통하고
있음

동일리 습지

면적(㎡) 24,375.5

대정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꿩, 쇠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큰고랭이, 개구리밥, 마름, 소리쟁이

주변식물 망초, 곰솔, 강아지풀, 쑥, 돼지풀, 망초, 개여뀌, 환삼덩굴,
멍석딸기 등

201

대정읍
지역
곤 물 고( 운 물 통
손
· 당못 남쪽 습지
)
202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2211
(N 33°16'04.22" / E 126°12'37.05")

면적(㎡) 289.3
개요

영락공동묘지에서 동쪽 400m, 대정읍 무릉리 용궁사에서
남서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로형 하천에 인접해
있음. 과거에는 식수로 이용했던 곳이며, 주변에는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황소개구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하나잠자리, 배추흰바나비, 무당벌레 등
식물상 검정말, 마름,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골풀, 세모고랭이, 검정말,
수영 등
주변식물 쑥, 환삼덩굴, 망초, 띠, 강아지풀, 억새, 멍석딸기, 고들빼기,
소리쟁이, 미국가막사리, 여뀌, 망초, 멍석딸기, 피, 쑥,
인동덩굴, 담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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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42-13
(N 33°16'06.07" / E 126°14'19.43")

개요

)

대정읍 무릉리, 무릉오거리에서 남쪽 700m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와 관목숲의 경계에 놓여 있음. 주변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습지 둘레를 관찰할 수 있도록 목제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태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음. 이 못이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나 예부터 습지로서 “물이 마르지 않아
항상 고여 있다.”하여 ‘시흘못’이란 이름이 붙여짐

구 시 흘 못 시( 흘 못

면적(㎡) 4,149.1

대정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주족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왜가리, 중대백로,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큰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고랭이, 마름, 갈대, 버드나무, 개구리밥, 부들, 세모고랭이,
애기부들, 방가지똥, 큰고랭이, 방울고랭이 등
주변식물 홀아비꽃대, 우산나물, 동백나무, 무환자나무, 왕초피, 어저귀,
거지덩굴, 칡, 강아지풀, 망초, 쑥, 왕모시풀, 환삼덩굴, 강활,
곰솔, 팽나무, 사위질빵, 멀구슬나무, 고들빼기, 흰여뀌,
개여뀌, 고마리, 익모초, 쇠무릅, 사위질빵, 찔레, 개망초,
고사리, 쥐똥나무, 쑥부쟁이, 털머위, 멍석딸기, 자귀나무,
수영, 계요등, 닭의장풀, 참빗살나무, 고사리, 미국가막사리,
도깨비바늘, 이엉, 개망초, 쑥부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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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590-2
(N 33°16'42.81" / E 126°12'40.48")

무릉리 습지

면적(㎡) 848.4
개요

1

대정읍 무릉리, 녹남봉 동쪽 1.5km 지점 무릉리 곤물 근처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자연못으로 농경지 사이에 있음. 본래 넓은
못이었으나 성토하여 못이 메워져 현재의 습지에만 물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물닭, 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푸른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네발나비 등
식물상 마름, 부들, 등에풀, 물잔디, 토끼풀, 병풀, 깨풀 등

주변식물 애기땅빈대, 쇠비름, 망초, 쇠무릎, 환삼덩굴, 소리쟁이,
강아지풀, 쑥, 주름잎, 개쑥갓, 둥근잎유홍초, 논뚝외풀,
비름, 바랭이새, 방가지똥, 개여뀌, 한련초, 금방동사니,
명아주, 왕고들빼기, 제주피막이, 큰비짜루국화,
미국가막사리, 수박풀, 깨풀, 갓, 땅빈대, 익모초, 찔레, 석류풀,
좁은잎미꾸리낚시, 향부자, 까마중, 어저귀, 헤어리베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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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476-1
(N 33°13'40.88" / E 126°12'36.91")

개요

대정읍 무릉리, 녹남봉 동쪽방향으로 신도생태연못 동남쪽
500m에 위치. 주변의 우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음. 남북으로 긴 저류지의 형태로 정비가 되어있고,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음

무릉리 습지

면적(㎡) 17,419.0

대정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쇠 물 닭 , 쇠 백 로 , 까 치 , 참 새 , 방 울 새 , 멧 비 둘 기 , 박 새 ,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드렁허리 등

식물상 마름, 개구리밥, 가래, 가막사리, 여뀌 등
주변식물 환삼덩굴, 망초, 큰비짜루국화, 쇠무릅, 왕모시풀, 개여뀌,
한련초, 쇠비름, 돌피, 예덕나무, 모시풀,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쑥, 익모초, 소리쟁이, 수영, 사위질빵, 괭이밥,
강아지풀, 둥근잎유홍초, 도깨비고비, 개쑥갓, 비름, 방동사니,
청명아주, 계요등, 바랭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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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583-1
(N 33°16'27.05" / E 126°14'16.27")

무릉리 습지

면적(㎡) 412.4
개요

3

대정읍 무릉리, 1136번 도로 무릉보건소 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400m 지점에 위치함. 제주 자연생태문화체험골
남쪽 50m지점에 있으며, 직사각형 형태로 둘레는 왕석으로
정비되어 있음. 주변지역은 농경지, 주택, 비닐하우스 시설이
있고, 농업용 자재들이 습지 내에 버려져 있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황소개구리, 노란실잠자리, 밀잠자리, 등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마름, 붕어마름, 가래, 골풀, 강아지풀 등

주변식물 멀구슬나무, 개자리, 삼나무, 아왜나무, 담쟁이덩굴, 강아지풀,
닭의장풀, 개여뀌, 왕모시풀, 개쑥갓, 환삼덩굴, 망초, 개피,
동백나무, 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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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776-2
(N 33°16'13.94" / E 126°12'38.66")

개요

무릉중학교에서 동쪽 800m, 대정읍 무릉리 용궁사에서
남서쪽 190m거리에 위치함. 하천과 인접해 있으며,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음

손 당 못 손( 당 물

면적(㎡) 992.7

대정읍
지역

)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황소개구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칠성무당벌레, 왕잠자리,
긴호랑거미, 왕우렁이 등
식물상 부들, 세모고랭이, 마름

주변식물 쑥, 익모초, 환삼덩굴, 쇠무릎, 띠, 멀구슬나무, 소리쟁이,
미국가막사리, 개여뀌, 도꼬마리, 쇠비름, 둥근잎유홍초,
한련초, 고마리, 돼지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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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128
(N 33°16'02.38" / E 126°11'49.82")

앞논물

면적(㎡) 413.5
개요

영락공동묘지 서쪽 800m, 무릉중학교에서 남서쪽 700m지점에
있음.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시설이며, 주변지역은 경작지와
주거시설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딱새, 밀잠자리, 소금쟁이 등
주변식물 환삼덩굴, 살갈퀴, 방가지똥, 개민들레, 괭이밥, 광대나물,
점나도나물, 제주피막이, 병풀, 서양민들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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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29
(N 33°15'18.29" / E 126°16'17.01")

개요

보성리 마을회관에서 신평리 방면으로 450m 지점에 있음.
삼각형 못으로 중앙부에 원형의 섬이 있음. 남동쪽은 농경지에
접해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북서쪽
도로변에는 체육시설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생물상
쇠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된장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버드나무, 개구리밥, 이삭사초, 남방개, 개구리미나리, 마름,
좀개구리밥, 골풀, 살갈퀴, 괭이밥 등
주변식물 삼나무, 곰솔, 억새, 띠, 찔레, 예덕나무, 후박나무, 왕벚나무,
망초, 인동덩굴, 도깨비바늘, 큰비짜루국화, 환삼덩굴,
왕모시풀, 강아지풀, 쑥, 소리쟁이, 닭의장풀, 제주피막이,
수영, 갓, 큰방가지똥, 방가지똥, 땅빈대, 왕고들빼기,
사스레피, 개민들레, 서양민들레, 병풀, 바랭이새, 쇠무릎,
들깨풀, 괭이밥, 망초, 개망초, 쥐꼬리망초, 쑥부쟁

)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쇠물닭, 왜가리, 중대백로,

봉 우 못 봉( 우 리 못 봉
, 우릇물

면적(㎡) 5,529.7

대정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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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824-1
(N 33°13'10.40" / E 126°16'10.87")

농 남 못 농( 안 못

면적(㎡) 454.6
개요

)

대정읍 상모리, 1132번 상모1리 교차로 남쪽 1km 지점에서
산이수동 입구 교차로 남동쪽 800m 지점에 위치함. 원형의
못으로 목책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음. 하모리 해변에서 북동쪽
1.3km, 사계공동묘지의 서쪽 1.5km에 있고 송악관광로
교차로에 맞닿아 있으며, 주변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음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쇠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황소개구리 등
식물상 애기달맞이꽃, 왕고들빼기, 돼지풀, 한련초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까마귀쪽나무, 곰솔, 담쟁이, 망초, 쑥, 거지덩굴,
계요등, 동백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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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68-1
(N 33°12'44.83" / E 126°17'25.65")

개요

송악산휴게소 북쪽 600m 지점, 사계해안도로 서쪽 100m
지점에 위치함. 동쪽에는 송악리조트가 있으며, 서쪽은 하천과
연결되어 있음. 저류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둘레는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음

상모리 습지

면적(㎡) 5,453.2

대정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제주등줄쥐, 작은땃쥐, 참새, 직박구리, 박새, 딱새, 멧새,
섬휘파람새, 동박새, 황조롱이, 긴호랑거미 등

주변식물 협죽도, 향나무, 환삼덩굴, 하늘타리, 강아지풀, 개여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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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875-1
(N 33°17'6.56" / E 126°11'46.03")

맨 처 남 물 못(

면적(㎡) 1,721.7
개요

)

녹남봉의 북쪽 6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810㎡의
긴 타원형의 습지와 1,000㎡의 불규칙한 원형의 습지가
맞닿아 있음. 두 습지 북쪽 공터에는 작은 정자가 세워져 있고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임. '맨처남못'은 주변에 떡갈나무
숲이 무성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못은 3개 지역으로
구획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물닭, 쇠백로, 제비, 해오라기, 꿩,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도마뱀,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노란허리잠자리, 밀잠자리,
말벌 등
식물상 버드나무, 개구리밥, 미나리, 세모고랭이, 창포, 부들, 마름,
쇠무릅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곰솔, 왕모시풀, 왕고들빼기, 쑥, 환삼덩굴, 망초,
제주피막이, 사철나무, 모시풀, 거지덩굴, 계요등, 세모고랭이,
큰비짜루국화, 돼지풀, 쥐똥나무, 찔레, 멍석딸기, 여우콩,
쇠무릎, 익모초, 유채, 동백나무, 제주피막이, 미국가막사리,
도깨비고비, 소리쟁이, 수영, 냉이, 살갈퀴, 까마귀쪽나무,
참식나무, 멀구슬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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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670-3
(N 33°16'55.90" / E 126°12'09.80")

개요

대정읍 신도리, 1132번도로 신도1리 남쪽 녹남봉 남쪽
3거리에서 동북쪽 도로를 따라 1.2km 지점, 신도저수지,
신도생태연못의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음.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임. 습지의 북서쪽 300m 부근에 위치한 습지와 수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농경지와의 경계는 왕석으로 둘러싸여 있음

신도 저수지

면적(㎡) 695.8

대정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꿩, 쇠물닭, 왜가리, 중대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부들, 개구리밥, 마름, 미나리 등

주변식물 환 삼 덩 굴 , 왕 고 들 빼 기 , 왕 모 시 풀 , 미 국 가 막 사 리 ,
큰비짜루국화, 개피, 쇠무릅, 쑥, 망초, 방가지똥, 여뀌,
쇠고비, 한련초, 멍석딸기, 나팔꽃, 도깨비고비, 닭의장풀,
둥근잎유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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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545-5
(N 33°16'39.00" / E 126°10'40.46")

신도리 습지

면적(㎡) 537.2
개요

1

대정읍 신도리, 1132번 도로 인근의 신도교회에서 북쪽 100m
지점에 있는 삼거리에서 서쪽 도로를 따라 1.2km 정도의 남쪽
농로 100m 지점에 위치함. 신도포구로 흘러가는 작은 하천의
기점으로 보이며, 주변의 우수가 흘러들어오고 있음.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신도포구에서는 동쪽으로 700m 지점에
위치함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밀잠자리 등
식물상 개구리밥, 참새피

주변식물 닭의장풀, 예덕나무, 왕모시풀, 닭의장풀, 둥근잎유홍초, 망초,
쇠고비, 제주피막이, 개여뀌, 땅빈대, 환삼덩굴, 큰달맞이꽃,
왕고들빼기, 계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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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185-4
(N 33°16'42.88" / E 126°10'59.89")

개요

대정읍 신도리, 1132번 도로 인근의 신도교회에서 북쪽 100m
지점에 있는 삼거리에서 서쪽 도로를 따라 600m 정도의
남서쪽 농로를 따라 100m 지점에 위치함. 둘레가 약 15m정도,
웅덩이의 가장자리와 상부를 둘러싼 관목, 덤불에 의하여
내부의 모습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음. 습지의 동쪽 50m거리에
저수탑이 있으며,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농로와도 다소
떨어져 있음

신도리 습지

면적(㎡) 179.2

대정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누룩뱀, 쇠살모사, 줄장지뱀, 참개구리,
긴호랑거미, 말매미 등
식물상 붕어마름, 좀개구리밥, 미나리

주변식물 계요등, 팽나무, 까마귀쪽나무, 예덕나무, 참식나무, 환삼덩굴,
까마귀머루, 갈퀴나물, 찔레, 쥐똥나무, 제비꽃, 망초, 새머루,
쇠무릎, 쇠고비, 송악, 여뀌, 인동덩굴, 갈퀴꼭두서니,
멍석딸기, 방가지똥, 큰방가지똥, 사철나무, 명아주, 바랭이새,
고사리, 닭의장풀, 왕고들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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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846-2
(N 33°17'2.19" / E 126°12'3.15")

신도리 습지

면적(㎡) 610.5
개요

3

대정읍 신도리, 1132번 도로 신도3리 교차로에서 동쪽도로를
따라 1.4km 지점, 녹남봉에서 북동쪽 700m거리에 위치함.
동남쪽으로 뾰족한 쐐기모양의 습지로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임. 습지의 남동쪽 300m 부근의 신도저수지 맞은편
습지와 수로로 연결이 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중대백로, 참개구리, 밀잠자리, 대왕잠자리 등
식물상 좀개구리밥, 개구리밥, 마름, 큰매자기, 육절보리풀, 한련초,
쇠무릅, 별나팔꽃 등
주변식물 수영, 왕모시풀, 멀구슬나무, 환삼덩굴, 계요등, 쇠무릎,
익모초, 팽나무, 쑥, 바랭이새, 소리쟁이, 미국까마중,
여뀌바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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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141-1
(N 33°16'35.13" / E 126°10'17.69")

개요

웃못

면적(㎡) 131.9

대정읍
지역

대정읍 신도리, 수월봉 남쪽, 녹남봉 서쪽 신도포구에 맞닿아
있는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수공사로 배수로의
형태임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바다직박구리, 딱새,
직박구리, 동박새, 고추잠자리 등
주변식물 사철나무, 예덕나무, 환삼덩굴, 까마귀머루, 흰명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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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909-1
(N 33°17'7.56" / E 126°10'20.11")

건지못

면적(㎡) 750.7
개요

대정읍 신도리, 1132번 도로 신도3리 교차로에서 서쪽 도로를
따라 1.2km 지점에 있는 교차로에서 북서쪽으로 600m 지점에
있는 교량 서쪽에 있음. 농로와 하천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로형 하천의 습지임. 수월봉에서 동남쪽
1.3km 거리에 있으며,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고, 둘레는
왕석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팔랑나비, 부전나비, 산호랑나비,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개구리밥, 미나리, 알방동사니

주변식물 왕모시풀, 쑥, 모시풀, 겨이삭, 유채, 소리쟁이, 사위질빵, 망초,
계요등, 익모초, 왕고들빼기, 쇠무릎, 둥근잎유홍초, 쇠고비,
돼지풀, 수영, 큰비짜루국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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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248-1
(N 33°14'55.76" / E 126°17'17.22")

개요

)

1132번 일주서로의 안성교차로에서 남동쪽 450m, 단산
정북방향으로 64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북쪽에
350㎡ 규모의 자연연못과 남쪽에 3,600㎡ 저수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로로 연결되어 있음. 남쪽
저수지에는 '안성리 마을 양식장'이라는 안내판이 철망 울타리에
붙여져 있음. 저수지는 둘레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높이
3m 정도의 철망이 둘러져 있어 직접 진입은 불가능함. 이
저수지에서부터 연결된 수로는 직선거리 3km의 안덕면
사계리 해안체육공원 옆 해변까지 4.5km 길이로 이어져 있음.
주변지역은 서쪽의 주택가 이외의 대부분 경작지임. 맹꽁이의
산란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구 눈 구( 눈 못

면적(㎡) 3,708.6

대정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멧비둘기, 박새, 동박새, 까치, 직박구리, 딱새,
섬휘파람새, 북방산개구리, 맹꽁이,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물매암이
식물상 마름, 이삭사초, 개구리밥, 미나리, 붕어마름, 검정말, 가래,
올챙이고랭이, 비녀골, 개구리갓
주변식물 팽나무, 사철나무, 소리쟁이, 거지덩굴, 인동덩굴, 찔레,
예덕나무, 왕모시풀, 곰솔, 하늘타리, 쥐똥나무, 도깨비바늘,
미국가막사리, 토끼풀, 망초, 개망초, 칡, 여우팥, 갯무, 주름잎,
미나리아재비, 외풀, 왕고들빼기, 쇠비름, 바랭이새, 쑥, 떡쑥,
사스레피, 까마귀쪽나무, 환삼덩굴, 갈퀴꼭두서니, 방울새풀,
사위질빵, 겨이삭, 제주피막이, 좀개불알풀, 광대나물, 살갈퀴,
괭이밥, 개자리, 삼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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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747
(N 33°15'30.02" / E 126°16'42.40")

수 월 이 못 수( 리 물

면적(㎡) 3,708.3
개요

)

1132번 도로 일주서로 추사 사거리 북쪽 150m 지점
추사기념관에서 북쪽 1km 지점 서쪽에 위치해 있음. 큰
못과 북서쪽에 작은 못이 2개 더 있고, 작은 못 주변에 정자와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음. 추사유적지 성벽을 따라 북쪽으로
트래킹 코스로 가다보면 길옆에 있음. 구전에 의하면,
수월이라는 성질이 고약한 관기가 살고 있던 집터인데,
그녀가 죽은 후 주민들이 집터를 파 버린 후 물이 고여 못이
만들어졌다하여 ‘수월이못’이라는 이름이 붙여 진 것이라 함

생물상
동물상 황소개구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고추잠자리, 여름좀잠자리,
밀잠자리, 무당벌레, 칠성무당벌레, 배추흰나비 등
식물상 마름, 물잔디, 세모고랭이, 큰고랭이, 마름, 살갈퀴, 환삼덩굴,
네가래, 이삭사초, 수련, 붕어마름, 개구리밥, 버드나무, 부들,
남방개, 사상자 등
주변식물 삼나무, 팽나무, 쑥, 망초, 개망초, 망초, 애기달맞이, 여뀌,
제주피막이, 큰방가지똥, 환삼덩굴, 송악, 후박나무, 강아지풀,
쇠무릎, 수영, 소리쟁이, 큰비짜루국화, 큰사상자, 거지덩굴,
점나도나물, 예덕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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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936
(N 33°15'30.89" / E 126°13'03.91")

개요

수통밭

면적(㎡) 2,056.0

대정읍
지역

영락리, 1132번 도로 영락리 교차로에서 동북쪽 농로를 따라
800m 지점의 서쪽에 위치함. 원형의 못으로 대정읍 영락리
돈두미오름 북동쪽 1.3Km, 1132번 도로의 영락교차로에서
북동쪽 600m 부근에 있음. 반경 100m이내는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유혈목이, 쇠살모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딱새 등
식물상 수련, 마름, 개구리밥

주변식물 곰솔, 예덕나무, 삼나무, 환삼덩굴, 쑥, 댕댕이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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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649-2
(N 33°15'1.48" / E 126°12'19.93")

영락리 습지

면적(㎡) 134.0
개요

1

대정읍 영락리, 1132번 도로 영락리 교차로 남서쪽으로 700m
정도에 있는 삼거리에서 남쪽 150m 지점에 있음. 사방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멧새, 딱새, 줄장지뱀, 긴호랑거미 등
식물상 개구리밥,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부레옥잠, 붕어마름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찔레, 환삼덩굴, 소리쟁이, 쑥, 왕고들빼기, 망초,
개여뀌, 곰솔, 익모초, 송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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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369
(N 33°15'30.48" / E 126°13'04.61")

개요

대정읍 영락리, 1132번 도로 영락리교차로에서 동북쪽 농로를
따라 800m 지점, 영락리 마을공동묘지 남동쪽 1.6km, 1132번
도로의 영락교차로에서 북동쪽 700m 부근에 위치함. 범람 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지 공사가 되어 있고, 주변에는 산림, 잡초지,
경작지, 주택가 등이 있음

영락리 습지

면적(㎡) 25,639.2

대정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중대백로,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꿩, 멧새, 동박새, 딱새, 큰부리까마귀,
섬휘파람새 등
식물상 어리연, 수련, 바랭이마름, 여뀌, 큰고랭이, 송이고랭이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망초, 모시풀, 쑥, 왕고들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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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393-1
(N 33°14'47.96" / E 126°16'33.85")

남 문 지 못 남( 문 앞 못 남
, 문못

면적(㎡) 1,775.3
개요

못 중심부에 정자가 세워져 있으며, 1132번 일주도로변에
인접해 있음. 주변 주택가와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정읍
인성리 삼거리에 인접해 있는 연못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조선조 태종 때 대정현 설립 당시 인성리 맞은편에
있는 '모슬봉'이 화산형이라 하여 화산의 기를 누를 목적으로 이
못을 팠다고 함. 이 못이 대정현성의 남문 앞에 있으므로 이에
연유하여 '남문앞못'이라 부르고 있음

)

생물상
동물상 제비, 쇠백로, 왜가리, 중대백로,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뱀장어, 미꾸리, 잉어, 붕어 등
식물상 버드나무, 괭이밥, 살갈퀴 등

주변식물 삼나무, 곰솔, 망초, 쑥, 수영, 왕고들빼기, 메꽃, 띠, 억새, 송악,
큰비짜루국화, 미국가막사리, 도깨비바늘, 거지덩굴, 개여뀌,
소리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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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11-1
(N 33°14'21.48" / E 126°14'03.63")

개요

일주서로 1132번 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대수동 정류소 부근,
가시오름 남서쪽 1.2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습지는 ‘Y’자
깔때기 모양이며, 작은 수로 형태의 정비된 하천과 이어져 있음.
주변지역은 경작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음

일과리 습지

면적(㎡) 322.0

대정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황소개구리, 긴호랑거미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개구리밥, 방울고랭이, 마름
주변식물 곰솔, 망초, 미국가막사리, 환삼덩굴, 흰여뀌, 소리쟁이,
왕고들빼기, 쑥, 띠, 억새, 예덕나무, 쇠무릎, 익모초, 한련초,
큰비짜루국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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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91-6
(N 33°14'16.92" / E 126°13'44.45")

일과리 해안

면적(㎡)
개요

일과1리 대정서초등학교 북서쪽해안으로 국도 12호선과
접해있는 해안지역은 태갯목이라 부름. 태갯목은 도로가
건설되기전에 자연포구 역할을 하는 늪으로 태우를 메어두기에
적당하여 많이 이용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음. 큰늪 일대에는
비닐하우스 이외의 시설물이 없으며, 물이 깨끗하여 대도로 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도요 등 물떼새류가 도래하며, 오리류와
백로류가 늘 관찰됨

생물상
동물상 흑로, 가마우지,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알락오리,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장다리물떼새, 좀도요, 흑꼬리도요, 민물도요,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방게, 갯고둥, 갈색꽃해변말미잘,
풀색해변말미잘, 담황줄말미잘, 참갯지렁이, 석회관 갯지렁이,
진주배말, 테두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팽이고둥,
개울타리고둥, 눈알고둥, 갈고둥, 큰총알고둥, 소라, 댕가리,
맵사리, 두드럭고둥, 대수리, 타래고둥, 군소, 흰갯민숭달팽이,
가시굴, 반지락, 갯강구, 거북손, 따개비류, 참집게, 바위게,
납작게, 무늬발게, 비단게 등
식물상 갈대, 부들, 갯질경, 갯잔디, 모새달, 갯까치수영, 땅채송화,
천일사초, 갯능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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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80-3
(N 33°12'42.03" / E 126°15'41.60")

개요

알뜨르비행장 북서쪽 방향이며 하모해수욕장의 정북 방향에
100m, 최남단해안도로에 인접해 있음. 습지의 경계 지역 내에
절반정도가 물에 잠겨 있으며, 주변지역은 해변, 경작지 및
주택가가 분포하고 있음

하모리 습지

면적(㎡) 7,238.7

대정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제비, 왜가리,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등

식물상 갈대, 큰고랭이, 부들,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여뀌, 명아주 등
주변식물 곰솔, 예덕나무, 쑥, 사철나무, 멀구슬나무, 댕댕이덩굴,
광나무, 팽나무, 계요등, 환삼덩굴, 고들빼기, 망초, 찔레,
인동덩굴, 거지덩굴, 까마귀쪽나무 등

227

대정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92
(N 33°12'00.37"" / E 126°15'56.14")

하모리 습지

면적(㎡) 2,222.7
개요

2

알뜨르비행장 남서쪽, 대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북서쪽
250m거리에 위치.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안에서
300m정도 떨어져 있음. 인공저수지로 농업용수로 이용됨

생물상
동물상 깝작도요,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까치, 섬휘파람새, 참새,
방울새, 딱새, 멧비둘기, 멧새, 박새, 직박구리, 바다직박구리,
동박새 등
식물상 수련,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순비기나무, 소철, 쑥, 왕고들빼기, 도깨비고비, 계요등,
둥굴레, 망초, 마, 동백나무, 거지덩굴, 며느리배꼽, 회양목,
문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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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덕면
지역
안덕면 지역은 감산리 1개소, 광평리 1개소, 덕수리 2개소, 동광리
2개소, 사계리 3개소, 상창리 1개소, 화순리 2개소 등 12개소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감산리 감산리 습지1
광평리
덕수리
동광리
사계리
상창리
화순리

광평리 습지1
곳바구니물통, 덕수리 습지1
동광리 습지1, 2
사계리 습지 1, 2, 화상못(하상못)
성구못(성구연)
화순리 습지1, 화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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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703
(N 33°14’50.00” / E 126°21’21.10”)

개요

안덕면 감산리, 안덕계곡 남쪽 1.3km지점에 위치함.
분지형의 농경지에 아령모양의 기다란 형태를 가진
습지로 취수관과 연결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음

감산리 습지

면적(㎡) 3,04.1

안덕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까 치 , 참 새 , 방 울 새 , 멧 비 둘 기 , 박 새 , 섬 휘 파 람 새 ,
호랑지빠귀, 바다직박구리,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큰밀잠자리, 고추잠자리, 긴호랑거미 등
식물상 마름,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왕모시풀, 모시풀, 환삼덩굴, 왕고들빼기, 망초, 으름덩굴,
예덕나무, 삼나무, 사철나무, 칡, 소리쟁이, 쑥, 개피,
미국가막사리, 찔레, 후박나무, 인동, 까마귀쪽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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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52
(N 33°19’55.73” / E 126°22’05.49”)

광평리 습지

면적(㎡) 2,334.7
개요

1

1135번 도로 광명교차로 1115번 산록남로 동쪽 1km
지점에서 족은대비악 방면으로 150m 정도 이동한 후
동쪽으로 70m 거리에 있는 삼나무 숲 내에 위치함.
족은 대 비 악 의 북 서 쪽 기 슭 에 해 당 되 고 , 습 지 남 쪽 은
족은대비악에 접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곤 줄 박 이 , 원 앙 , 흰 뺨 검 둥 오 리 , 쇠 오 리 ,
큰부리까마귀,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부처꽃, 가래

주변식물 삼나무, 후박나무, 억새, 띠, 편백나무, 예덕나무, 고사리,
찔레, 인동덩굴, 환삼덩굴, 계요등, 익모초, 들깨풀, 여뀌,
쥐똥나무, 개여뀌, 강아지풀, 가락지나물, 도깨비바늘,
멍석딸기, 산딸기, 수크령, 기장대풀, 기름새, 병풀,
개망초, 서덜취, 왕모시풀, 청미래덩굴, 사상자, 제비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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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088-1
(N 33°15’45.51” / E 126°18’42.98”)

개요

제주조각공원 북서쪽 1.3km 지점의 과수원에 둘러싸여
있으며, 원형 습지임. 북쪽과 서쪽은 농로에 맞닿아 있고,
남쪽에 작은 연못이 하나 더 있음. 주변지역은 농경지,
비닐하우스 시설, 임야가 분포함

곳바구니 물통

면적(㎡) 275.4

안덕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소금쟁이 등
주변식물 칡, 쑥, 익모초, 호밀풀, 이대, 왕모시풀, 환삼덩굴,
사위질빵, 망초, 개망초, 계요등, 닭의장풀, 쑥, 삼나무,
하늘타리, 보리밥나무, 땅빈대, 파대가리, 미국가막사리,
잠자리피, 마삭줄, 조아재비, 개여뀌, 인동덩굴,
강아지풀, 수영, 모람, 거지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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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578
(N 33°15’27.81” / E 126°28’53.61”)

덕수리 습지

면적(㎡) 284.2
개요

1

산방산 북쪽 제주조각공원 북서쪽 900m 지점에 위치한
습지로 과수원과 임야에 맞닿아 있고 두 개의 원형 습지가
가까이 놓여 있는 형태임. 주변지역은 과수원, 산림 및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소금쟁이 등
식물상 개구리밥, 마름, 연꽃, 수련, 파대가리

주변식물 왕모시풀, 멀구슬나무, 삼나무, 하늘타리, 후박나무,
참식나무, 한련초, 흰여뀌, 계요등, 탱자나무, 곰솔,
팽나무, 칡, 개망초, 망초, 찔레, 사스레피, 쥐똥나무,
사위질빵, 닭의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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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64-2
(N 33°20’17.98” / E 126°20’17.98”)

개요

평화로 광명교차로에서 서쪽으로 1.8km 1115번
도로변에 인접한 목장 내에 위치함. 울타리는 덤불과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고, 주변지역은 목장, 경작지,
골프장, 오름이 분포함

동광리 습지

면적(㎡) 543.9

안덕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멧비둘기, 동박새, 참새, 까치, 방울새, 박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딱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남방개, 파대가리

주변식물 찔레, 왕모시풀, 개여뀌, 외풀, 나비국수나물, 닭의장풀,
꽃향유, 줄딸기, 가락지나물, 가시엉겅퀴, 계요등,
고사리, 제주피막이, 병풀, 애기수영, 수영, 소리쟁이,
멍석딸기, 가락지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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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지역
동광리 습지
2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98-2
(N 33°20’20.94” / E 126°20’15.08”)

면적(㎡) 1,200.9
개요

평화로 광명교차로에서 서쪽으로 1.7km 지점 1115도로변에
인접한 목장 중간에 위치함

생물상
동물상 큰부리까마귀, 멧비둘기, 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멧새, 딱새, 줄장지뱀, 소금쟁이 등
식물상 부들, 남방개, 마름, 개구리밥, 개구리갓 등

주변식물 청미래덩굴, 쥐똥나무, 찔레, 삼나무, 나비국수나무,
고사리, 멍석딸기, 점나도나물, 쇠별꽃, 들개미자리,
애기수영, 수영, 소리쟁이, 도깨비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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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44 (N
33°14’14.29” / E 126°17’12.53”)

개요

안덕면 안성리, 단산의 남쪽이며, 금산 정상과 대정향교
사이에 위치함.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못 주위에
늪지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이
습지와 연결된 수로는 안성리에서 사계리 해안체육공원
기수역으로 이어지는 수로와 금산 남동쪽에서 합류함

사계리 습지

면적(㎡) 879.1

안덕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제주등줄쥐, 쇠백로, 꿩, 흰뺨검둥오리, 쇠기러기, 왜가리,
멧비둘기, 멧새,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동박새, 딱새, 북방산개구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미나리, 마름, 좀개구리밥, 개구리밥, 물털참새피

주변식물 환삼덩굴, 고들빼기, 소리쟁이, 미국가막사리, 망초,
흰여뀌, 큰비짜루국화, 어저귀, 닭의장풀, 까마중, 수영,
다닥냉이, 땅빈대, 쑥, 쇠비름, 강아지풀, 여뀌, 갓, 갯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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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608 (N
33°14’47.36” / E 126°19’20.43”)

사계리 습지

면적(㎡) 90.5
개요

2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동쪽방향의 덕수삼거리 남동쪽
500m거리에 있으며, 직사각형태의 인공 저수지임. 남쪽에
우수로는 물이 넘치면 흘러내려가는 용도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저수용으로 보임. 인근에 추사 유배길 사색의
길이 조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주등줄쥐, 직박구리, 멧비둘기, 방울새, 꿩,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동박새,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큰밀잠자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개구리밥, 사상자 등

주변식물 곰 솔 , 장 딸 기 , 고 들 빼 기 , 자 귀 나 무 , 칡 , 멍 석 딸 기 ,
참새귀리, 억새, 보리수나무, 왕모시풀, 띠, 산동쥐똥나무,
가시엉겅퀴, 모시풀, 찔레, 줄딸기, 예덕나무, 인동덩굴,
좁은잎천선과나무, 환삼덩굴, 갈퀴덩굴, 사위질빵, 팽나무,
소리쟁이, 익모초, 으름, 쥐손이풀, 계요등, 구슬나무,
눈괴불주머니, 거지덩굴, 참식나무, 개망초, 단풍마,
꾸지뽕나무, 유채, 복분자딸기, 애기달맞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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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449
(N 33°13’46.03” / E 126°17’35.93”)

개요

사계초등학교의 남서쪽 760m거리에 위치한 부채꼴모양의
못으로 주택과 농경지에 맞닿아 있으며. 전체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임

화 상 못 하( 상 못

면적(㎡) 778.5

안덕면
지역

)

생물상
동물상 제비,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동박새, 딱새,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왕우렁,
물달팽이 등
식물상 물잔디, 물털참새피

주변식물 사철나무, 동백나무, 까마귀쪽나무, 모시풀, 어저귀,
사상자, 방가지똥, 아욱, 애기솔나물, 개여뀌, 봄여뀌,
명아주, 애기땅빈대, 마디풀, 광대나물, 개불알풀, 망초,
개자리, 메밀, 깨풀, 뽀리뱅이, 계요등, 피마자, 개쑥갓,
쇠비름, 비름, 갯무, 점나도나물, 까마중, 둥근잎유홍초,
이대, 담쟁이덩굴, 하늘타리, 송악, 보리장나무, 수까치깨,
까마귀머루, 개머루, 메꽃, 환삼덩굴, 쑥, 유채, 고들빼기,
강아지풀, 소리쟁이 등

239

안덕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648-10 (N
33°16’20.9” / E 126°21’57.3”)

성 구 못 성( 구 연

면적(㎡) 501.6
개요

)

평화로에서 안덕면 상창리 마을 안으로 500m쯤 들어간
도로변 좌측에 위치해 있는 연못으로, 구전에 의하면 이
못의 이름은 약 150년 전에 이 마을에 들른 한 지관이
이곳에 있는 연못을 보고 그 형태가 마치 거북이 모양과
같다고 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과 이 마을 전체가
암반으로 덮여 있는데 마치 거북이 등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짐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딱새, 북방산개구리,무당개구리, 제주도룡뇽, 소금쟁이,
물달팽이, 유혈목이, 쇠살모사, 붕어, 드렁허리 등
식물상 수련, 네가래, 실말, 부처꽃, 물달개비, 미나리, 바늘골,
올챙이고랭이, 돼지풀, 송이고랭이, 사마귀풀, 가래, 창포,
개구리밥, 좀어리연꽃 등
주변식물 기장대풀, 고마리, 자귀풀, 가막사리, 동백나무, 삼나무,
곰솔, 개여뀌, 계요등, 송악, 환삼덩굴, 소리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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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45-4 (N
33°15’46.73” / E 126°19’51.15”)

개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숲길
입구에서 남서쪽150m 지점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화순
논 오 름 남서방향에 위치함. 원형의 시 멘 트 구 조 물 로
둘러싸인 작은 인공구조물로 우마용으로 이용되어 왔음

화순리 습지

면적(㎡) 196.3

안덕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큰부리까마귀, 방울새,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동박새, 섬휘파람새, 멧새, 딱새, 꿩 등
식물상 파대가리

주변식물 찔레, 왕모시풀, 개여뀌, 외풀, 가락지나물, 가시엉겅퀴,
계요등, 고사리, 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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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33-2 (N
33°14’25.37” / E 126°20’03.93”)

화순 해안

면적(㎡)
개요

화순항 방파제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약 700m 거리의
해수욕장이 끝나는 지점까지로 기반은 주로 병악 현무암
질조면안산암이며 그 위에 사구층이 덮혀 있는 곳임.
화순해안 사 구 는 해 안 을 따 라 하 모 리 산 이 수 동 까 지
이어져 있고, 사구층 두께는 5m 정도, 주로 해수욕장
주위의 응회질의 산방산, 용머리 등에서 분리된 해수에
암반에서 풍화 또는 붕괴로 인하여 생기는 암석 조각인
암설을 공급받음. 해안에 주변에 위치한 용출수인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약 8곳으로부터 형성되어 흐르는
소하천의 유수작용으로부터도 다량의 암설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 주변은 갈대밭으로 이루어져 있음. 사구위에는
사간다리동산이라는 해식애가 있어 경관미를 더해 주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좀도요, 민물도요, 넓적부리도요, 흰목물떼새, 흰물떼새,
꼬마물떼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아비, 회색머리아비,
물수리,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백할미새, 숭어, 은어, 검정망둑, 갈문망둑,
버들치, 뱀장어 등
식물상 좀보리사초, 순비기나무, 수송나물, 갯잔디, 갯씀바귀,
갈대, 천일사초, 돌가시나무, 갯메꽃, 갯잔디 등

242

9)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은 강정동 5개소, 도순동 1개소, 상예동 2개소, 상효동
2개소, 색달동 1개소, 서호동 1개소, 서홍동 3개소, 신효동 1개소, 월평동
3개소, 하예동 1개소, 하원동 3개소, 호근동 2개소 등 25개소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강정동 강정동 습지1, 2, 강정 해안, 안강정물, 큰강정물
도순동 도순동 습지1
상예동 대왕수(큰이물), 상예동 습지1
상효동
색달동
서호동
서홍동
신효동
월평동
하예동
하원동
호근동

상효동 습지1, 2
1100고지 습지
서호동 습지1
삼매봉공원 습지, 천지연 하류 해안, 하논 분화구 습지
신효동 습지1
동해물(이첨장물), 월평동 습지1, 2
하예동 습지1
하원동 습지1, 2, 3
호근동 물통1, 호근동 습지1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강정동 4774 (N 33°13’48.27” / E
126°28’27.46”)

개요

강정초등학교 남서쪽 600m, 강정포구에서 북서쪽 300m
부근에 위치함. 조경된 습지로 취수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동쪽 10m 부근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음

강정동 습지

면적(㎡) 182.9

서귀포시
동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쇠백로, 중대백로, 곤줄박이, 딱새,
멧새, 방울새, 직박구리, 쇠백로, 딱새, 멧비둘기, 소금쟁이,
아시아실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개구리밥, 미나리, 골풀, 말즘

주변식물 와싱톤야자, 담팔수, 찔레, 왕모시풀, 까마귀쪽나무,
송악, 사위질빵, 천선과나무, 예덕나무, 미국가막사리,
금강아지풀, 강아지풀, 쑥, 인동덩굴, 닭의장풀,
둥근잎유홍초, 칡, 거지덩굴, 댕댕이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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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강정동 4892 (N 33°13’55.03” / E
126°28’10.38”)

강정동 습지

면적(㎡) 278.0
개요

2

강정포구에서 북서쪽 700m 부근의 논골 생태환경체험장
일대로 주변지역은 미나리 재배지, 비닐하우스시설 및
경작지 등이 분포함

생물상
동물상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곤줄박이,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새, 멧비둘기, 까치 등
식물상 염주

주변식물 사철나무, 왕고들빼기, 와싱톤야자, 왕모시풀, 쇠무릎,
쑥, 까마귀쪽나무, 사위질빵, 곰솔, 삼나무, 억새, 띠,
천선과나무, 비수리, 망초, 고마리, 소리쟁이, 환삼덩굴,
쑥부쟁이, 강아지풀, 여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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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강정동 5021-3 (N 33°13’37.62” / E
126°28’12.17”)

개요

강정동 정의논 해안의 조간대 지역인 정의논깍 지역임.
강정포구에서 서쪽 암반지역 서쪽으로 약 500m까지이며, 폭
200m 내외의 비교적 규모가 큰 파식대의 지형을 띠는 곳임.
암반인 파식대위에는 규모가 큰 모래인 거력이 깔려 있으며 그
아래는 응회암층인 정방동조면안산암으로 구성됨. 여기에는
물웅덩이가 여러 곳에 만들어져 규모가 큰 염습지 식물 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음. 하천의 물이 넓게
형성된 조간대로 흐르며, 그 사이에 대규모 갈대군락이 형성되어
있음. 각종 조류, 어류, 패류, 갑각류들이 다양하게 서식함

강정해안

면적(㎡)

서귀포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알 락 오리 , 청 둥 오 리 , 흰 뺨 검 둥 오 리 , 쇠오리, 재갈매기,

식물상

괭이갈매기, 원앙, 중대백로, 바다직박구리, 왜가리, 흑로,
가마우지, 은어, 뱀장어, 버들치, 동남참게, 숭어, 검정망둑,
베도라치, 갈색꽃해변말미잘, 풀색해변말미잘, 담황줄말미잘,
참갯지렁이, 석회관 갯지렁이, 진주배말, 테두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팽이고둥, 개울타리고둥, 눈알고둥, 보라배곱
톱니고둥, 갈고둥, 큰총알고둥, 소라, 갯고둥, 댕가리, 맵사리,
두드럭고둥, 대수리, 타래고둥, 군소, 흰갯민숭달팽이, 가시굴,
반지락, 갯강구, 거북손, 따개비류, 게붙이, 참집게, 바위게, 납작게,
무늬발게, 비단게, 뿔물맞이게 등
갈대, 말즘, 개구리밥, 좀보리사초, 갯잔디, 씀바귀, 갯질경,
갯씀바귀, 순비기나무, 갯까치수영, 으아리, 띠, 갯메꽃, 갯사상자,
벌노랑이, 돌가시나무, 참억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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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강정동 5077-3 (N 33°13’54.29” / E
126°27’56.52”)

안강정물

면적(㎡) 19.7
개요

강정포구에서 서북쪽 1km 부근에 위치하며, 주변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작은 물길을 통해 물이 흘러들어옴.
주변지역은 해안, 경작지 및 비닐하우스 시설이 분포함

생물상
동물상 밀잠자리,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직박구리, 방울새,
깝작도요, 쇠백로, 딱새, 멧새, 바다직박구리, 멧비둘기 등
식물상 개구리밥

주변식물 사철나무, 쇠비름, 당아욱, 바랭이새, 미국가막사리,
애기땅빈대, 방가지똥, 석류풀, 강아지풀, 곰솔,
까마귀쪽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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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강정동 5345 (N 33°14’00.00” / E
126°28’29.90”)

개요

강정포구 북쪽 600m 부근 마을길 교차로 귀퉁이에
위치하며, 바닥은 시멘트구조로 정비되어 있고, 담으로
둘러싸여 있음

큰강정물

면적(㎡) 83.0

서귀포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 새 , 제 비 , 섬 휘 파 람 새 , 박 새 , 까 치 , 멧 새 , 방 울 새 ,
직박구리, 곤줄박이, 딱새, 멧비둘기 등

식물상 미나리
주변식물 호밀풀, 사위질빵, 천선과나무, 후박나무, 삼나무, 쇠무릎,
사철나무, 모시풀, 편백, 강아지풀, 송악, 까마귀쪽나무,
아왜나무, 부용, 왕고들빼기, 모람, 왕모시풀, 쇠고비, 탑꽃,
새머루, 개머루, 수영, 소리쟁이, 계요등, 여뀌, 예덕나무,
돌나물, 닭의장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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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도순동 산73-1 (N 33°17’31.24” / E
126°28’31.73”)

도순동 습지

면적(㎡) 37.9
개요

1

1115번 도로 제3산록교 서쪽 200m 지점 북쪽 목장입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인공저수지 형태의 습지로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작은땃쥐,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룡뇽,
까치, 멧비둘기, 방울새, 큰부리까마귀, 직박구리, 박새,
멧새, 제비, 딱새, 섬휘파람새,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가래,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거지덩굴, 쑥, 억새, 산박하, 멍석딸기, 꽃향유, 기생여뀌,
산짚신나물, 강아지풀, 수크령, 찔레, 마, 사위질빵,
도꼬마리, 왕모시풀, 쥐꼬리망초, 가락지나물, 곰솔, 으아리,
쥐똥나무, 쥐깨풀, 차풀, 개망초, 갈퀴꼭두서니, 가시엉겅퀴,
새머루, 칡, 꾸지뽕나무, 청미래덩굴, 고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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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상예동 1136 (N 33°14’43.62” / E
126°23’36.32”)

개요

)

예래초등학교 동남쪽 200m 부근에 위치하며,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임. 예로부터 대왕수는 물이 곱고 불지
않으며, 잔잔하게 끊이지 않고 흘러내려 좋은 물이라는
의미에서 대왕물(큰이물)이라 불렸음. 주변에는 대왕수천이
흐르고 수초가 우거져 물길을 직접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대 왕 수 큰( 이 물

면적(㎡) 15.6

서귀포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꿩, 큰부리까마귀,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새, 쑥새, 멧비둘기, 깝작도요,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바다직박구리, 참개구리,
민물어류 등
식물상 좀 개 구 리 밥 , 물 별 이 끼 , 노 랑 꽃 창 포 , 부 들 , 미 나 리 ,
털물참새피
주변식물 모 시 풀 , 미 국 가 막 사 리 , 그 늘 보 리 뺑 이 , 고 들 빼 기 ,
환삼덩굴, 강아지풀, 곰솔, 왕모시풀, 양하, 보리장나무,
쥐꼬리망초, 거기덩굴, 좁은잎천선과나무, 망초,
벌깨냉이, 개피, 도깨비고비, 송악, 계요등, 까마중,
마삭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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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상예동 900 (N 33°14’58.64” / E
126°23’54.65”)

상예동 습지

면적(㎡) 214.1
개요

1

예래동 주민 센터 남쪽 500m에 위치하며, 조경을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연못임. 대왕수 동쪽에 있으며
대왕수천의 상류지역으로 주변지역은 주거지역, 경작지,
초지가 분포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소형어류, 고추잠자리, 소금쟁이, 참개구리,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큰부리까마귀 등
식물상 세 모 고 랭 이 , 좀 개 구 리 밥 , 개 구 리 밥 , 마 름 , 미 나 리 ,
노랑꽃창포, 털물참새피, 털개구리미나리
주변식물 팽 나 무 , 곰 솔 , 철 쭉 , 소 철 , 정 금 나 무 , 모 시 풀 ,
미국가막사리, 큰비짜루국화, 개망초, 망초, 강아지풀,
띠, 익모초, 한련초, 바랭이새, 쑥, 닭의장풀, 철쭉,
환삼덩굴, 제주피막이, 고들빼기, 괭이밥, 해당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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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상효동 1018 (N 33°16’51.07” / E
126°35’52.48”)

개요

상효천과 인접하고 있으며, 토평사거리에서 북동쪽 1.8km,
칡오름에서 남서쪽 570m 지점에 위치함. 주변지역은
과수원, 농업용 하우스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음

상효동 습지

면적(㎡) 186.4

서귀포시
동지역

1

생물상
동물상 까치, 큰부리까마귀, 꿩, 멧새,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멧비둘기 등
주변식물 삼나무, 감나무, 귤나무, 담쟁이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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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상효동 산85-2 부근 (N 33°19’24.40”
/ E 126°35’22.69”)

상효동 습지

면적(㎡) 1,260.1
개요

2

돈내코 유원지와 영천악 북쪽에 위치하며, 서귀포 방면
서성로 입구 교차로를 지나서 1131번 도로와 1115번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진입해야 함. 제주 선덕사를
지나쳐 천진선원으로 진행하는 북쪽 방향으로 500m 진입
후 작은 삼거리 교차로에 맞닿아 있는 높고 긴 둔덕 너머에
있음. 두 곳이 동-서 방향으로 놓여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 살 모 사 , 유 혈 목 이 , 북 방 산 개 구 리 , 제 주 도 룡 뇽 ,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왜가리, 쇠백로, 바다직박구리,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등
식물상 톱니나자스말, 이삭사초, 검정곡정초

주변식물 곰솔, 예덕나무, 사스레피, 여뀌, 선밀나물, 청미래덩굴,
삼나무, 꽃마리, 석류풀, 모시풀, 고비, 관중, 상산,
송악, 왕모시풀, 아왜나무, 비목, 산딸나무, 참식나무,
굴거리, 마삭줄, 새머루, 억새, 제주피막이, 찔레, 산박하,
바랭이새, 제주조릿대, 으름덩굴, 콩짜개덩굴, 백량금,
담쟁이덩굴, 호자덩굴, 밤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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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색달동 산1-1 (N 33°21’27” / E
126°27’48”)

개요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시 색달동에 걸쳐있는 고산습지임.
1139번 도로인 1100도로의 1100고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수성이 높은 한라산의 지질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습지로서 담수량이 많지 않으나 담수기간이
길어 야생동물의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물 공급처가 되고
있음.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등록 습지이며, 탐방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생태학습장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음

１１００고지 습지

면적(㎡) 3,705.0

서귀포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 주 도 롱 뇽 , 무 당 개 구 리 , 북 방 산 개 구 리 , 줄 장 지 뱀 ,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조롱이, 매, 두견,
노랑때까치, 황조롱이, 큰부리까마귀,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박새, 곤줄박이, 까치, 멧새, 딱새, 방울새,
제비, 작은땃쥐, 한라산뒤쥐, 관박쥐, 오소리, 제주족제비,
노루, 제주등줄쥐 등
식물상 좀개수염, 올챙이고랭이, 누운기장대풀, 한라부추, 물부추,
이삭사초, 자주땅귀개, 물고랭이, 쇠털골, 꽃창포 등
주변식물 꽝 꽝 나 무 , 산 철 쭉 , 서 어 나 무 , 졸 참 나 무 , 단 풍 나 무 ,
고로쇠나무, 올벚나무, 산벚나무, 찔레, 섬오갈피,
나비국수나무, 청미래덩굴, 제주조릿대, 주목, 인동덩굴,
산딸나무, 호자덩굴, 사스레피, 층층나무, 개모시풀,
무릇, 분단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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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서호동 87 (N 33°14’27.10” / E
126°31’31.01”)

서호동 습지

면적(㎡) 355.5
개요

1

속골천 하류 기수역에 인접해 있고, 일주동로 1132번
도로의 수모루 교차로 남쪽, 망경작지 남동쪽 170m지점에
위치함. 진입로에 수모루소공원이라는 표지판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깝작도요,
쇠백로, 딱새, 멧새, 바다직박구리, 멧비둘기 등
식물상 부레옥잠

주변식물 소 철 , 와 싱 톤 야 자 , 눈 향 나 무 , 참 식 나 무 , 용 설 란 ,
실거리나무, 모시풀, 예덕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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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서홍동 581-17 (N 33°14’41.69” / E
126°33’16.61”)

개요

삼매봉 도서관 동쪽 230m 지점과 서귀포 시립 기당미술관
동쪽 25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매봉 공원내 조성된
습지임. 주변지역에는 과수원, 주택가, 초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삼매봉공원 습지

면적(㎡) 1,852.8

서귀포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멧새, 바다직박구리,
꿩,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큰부리까마귀, 멧비둘기,
흰배지빠귀, 동박새 등
식물상 부레옥잠, 버드나무

주변식물 쑥, 억새, 먼나무, 붉가시나무, 회양목, 와싱톤야자, 곰솔,
삼나무, 담팔수, 예덕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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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성중로 6-1 (N 33°14’35.04” / E
126°33’36.98”)

천지연 하류 해안

면적(㎡)
개요

천지연 하류 해안은 솜반내 천지연폭포 하류의 천지교주변
해안지역이며 북서쪽 서귀포항에 해당하는 곳임. 천지교
상류에도 갈대밭이 일부 남아 있지만 천지교(칠선녀다리)밑에
보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음.
천지교에서 새섬 앞 방파제까지 길이 약 500m, 평균폭은
약 200m 지역으로 지질적으로는 패류화석으로 유명한
서귀포층이 해안가에 펼쳐져 있고, 그 외부와 새섬은 천지연
조면안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적으로 솜반내의
하류이기 때문에 바다로 갈수록 수변공간이 더 넓어지는
삼각형의 형태를 지님. 이러한 지형은 전국의 강 하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부분이 퇴적지형을 나타냄.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이 있는 천연기념물 195호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층의 지질구성을 볼 때도 니질, 사질, 점토질의
퇴적구조가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생물상
동물상 재 갈 매 기 , 괭 이 갈 매 기 , 쇠 백 로 , 중 대 백 로 , 알 락 오 리 ,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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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해오라기, 회색머리아비, 논병아리,
원앙, 참새, 박새, 까치, 무태장어, 동남참게, 뱀장어,
버들치, 갈문망둑, 파랑밀어, 잉어, 무지개송어, 은어, 숭어,
붉은귀거북 등
갈대, 환삼덩굴, 왜모시풀, 천일사초, 하늘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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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서홍동 999-1 (N 33°15’10.94” / E
126°32’47.03”)

개요

1132도로 남쪽에 인접하여 서귀포여자중학교 남서쪽
300m 지점 부근에 위치하며, 하논 분지 내에 북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습지로 분지내의 수로들과 격자 형태로
연결됨

하논 분화구 습지

면적(㎡) 408.5

서귀포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작은땃쥐,
제주등줄쥐, 시궁쥐, 솨살모사, 유혈목이,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밀잠자리, 큰밀잠자리 등
식물상 골풀, 노랑꽃창포, 말즘, 물참새피, 개구리밥, 곡정초 등

주변식물 가막사리, 한련초, 바랭이새, 기름새, 씀바귀, 깨풀,
수까치깨, 미국가막사리, 여뀌, 왕모시풀, 사마귀풀,
강아지풀, 방동사니, 환삼덩굴, 기생여뀌, 토끼풀, 쑥,
주름잎, 비름, 칡, 바랭이새, 개불알풀, 애기수영, 마삭줄,
송악, 삼나무, 줄사철, 쑥부쟁이, 원추리, 억새, 띠,
까마귀쪽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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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신효동 산7 (N 33°16’14.20” / E
126°36’29.99”)

신효동 습지

면적(㎡) 237.5
개요

1

효돈초등학교 북서쪽 1km, 감귤박물관 입구 부근에
위치함. 인공폭포로 조성하여 생긴 연못으로 주변지역에는
산림, 과수원, 경작지가 주를 이루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등
주변식물 동백나무, 곰솔, 굴거리나무, 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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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월평동 35 (N 33°14’31.03” / E
126°28’06.33”)

개요

)

약천사 동쪽 1.8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로 두 개의
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0㎡과 150㎡의 물길이 길게
늘어서 있는 형태임. 주변지역은 초지, 경작지, 비닐하우스,
과수원이 분포함. 지난날 첨장 벼슬을 하였던 이(李)씨
성을 가진 이가 귀향을 와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나는 물을
이용해 논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첨장물’이라고도 불림

동 해 물 이( 첨 장 물

면적(㎡) 69.1

서귀포시
동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쇠백로,
딱새, 멧새, 멧비둘기, 바다직박구리,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큰밀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버드나무, 좀개구리밥, 개구리밥, 물별이끼

주변식물 닭의장풀, 환삼덩굴, 고들빼기, 왕모시풀, 쑥, 강아지풀,
망초, 개망초, 소리쟁이, 잠자리피, 미국가막사리, 칡,
삼나무, 하늘타리, 고마리, 흰명아주, 달맞이꽃, 익모초,
개미취, 며느리밑씻개, 쇠무릎, 박하, 거지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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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월평동 693 (N 33°14’18.64” / E
126°27’48.21”)

월평동 습지

면적(㎡) 41.4
개요

1

약천사 동남쪽 1.5Km 지점, 강정교차로에서 서쪽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화훼단지임. 차로와
농로로 교차로에 맞붙어 있고, 취수관을 통해 농업용수로
이용됨

생물상
동물상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멧새, 방울새, 직박구리,
쇠백로, 딱새, 멧비둘기, 큰밀잠자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미나리

주변식물 예덕나무, 후박나무, 소리쟁이, 곰솔, 까마귀쪽나무,
모시풀, 큰비짜루국화, 왕고빼기, 망초, 왕모시풀,
천선과나무, 환삼덩굴, 칡, 쑥, 강아지풀, 갈퀴꼭두서니,
송악, 인동덩굴, 새머루, 흰명아주, 사위질빵, 으아리,
사철나무, 계요등, 강아지풀, 깨풀, 감국, 보리장나무,
돈나무, 닭의장풀, 아왜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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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월평동 731-7 (N 33°14’37.76” / E
126°27’25.53”)

개요

약천사 동쪽 700m 부근, 서귀포시 월평동, 월평
하원로와 이어진 도로 삼거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 최근
매립되었으나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음. 주변지역은
주택가, 과수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음

월평동 습지

면적(㎡) 70.0

서귀포시
동지역

2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큰부리까마귀, 황조롱이,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등
주변식물 삼나무, 쑥, 잔디, 보리장나무, 바랭이새,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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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하예동 296-3 (N 33°14’36.97” / E
126°23’20.30”)

하예동 습지

면적(㎡) 72.3
개요

1

예래초등학교 남서쪽 370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왕수천이 인접하여 흐르고 있음. 대왕수천 생태공원과
맞닿아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쇠백로, 중대백로,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큰밀잠자리 등
식물상 미나리, 율무, 물별이끼, 털물참새피

주변식물 담팔수, 삼나무, 곰솔, 미국가막사리, 고마리, 모시풀,
망초, 고들빼기, 새콩, 소리쟁이, 감나무, 쑥, 왕모시풀,
기름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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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하원동 1733 (N 33°14’41.56” / E
126°27’11.24”)

개요

세 곳의 경작지 경계 지역에 있는 작은 습지로, 약천사
동쪽 350m에 위치함. 주변지역은 경작지, 비닐하우스,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있음

하원동 습지

면적(㎡) 44.4

서귀포시
동지역

1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큰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식물상 마름
주변식물 왕모시풀, 환삼덩굴, 찔레, 계요등, 삼나무, 다래,
사위질빵, 까마귀머루, 미국가막사리, 도깨비바늘,
왕고들빼기, 강아지풀, 망초, 개망초, 닭의장풀,
쑥, 향나무, 후박나무, 아왜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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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하원동 산13-2 (N 33°17’24.87” / E
126°28’10.82”)

하원동 습지

면적(㎡) 146.1
개요

2

1139도로와 1115도로의 교차로 동쪽 방면, 제2산록교
동남쪽 60m 부근 목장 입구에 위치함. 사각형 형태로
경계부는 비스듬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도순천이 있고, 목장, 산림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룡뇽, 유혈목이,
쇠살모사, 줄장지뱀, 멧비둘기, 방울새, 큰부리까마귀,
직박구리, 박새, 참새, 멧새, 딱새, 섬휘파람새,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고사리, 왕모시풀, 수크령, 바랭이새, 인동덩굴, 찔레,
억새, 띠, 애기수영, 가락지나물, 쑥, 뱀딸기, 제주피막이,
멍석딸기, 산딸기, 오이풀, 찔레, 쥐꼬리망초, 으아리,
사위질빵, 새머루, 하늘타리, 괭이밥,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기생여뀌, 병풀, 무릇, 가시엉겅퀴,
쥐똥나무, 거지덩굴, 댕댕이덩굴, 망초, 닭의장풀,
복분자딸기, 곰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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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하원동 산73-1 (N 33°17’30.23” / E
126°27’47.58”)

개요

거린사슴 남쪽 1139번 도로와 1115 도로의 교차로(탐라대교차로)
동북쪽에 있는 습지로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하원동 습지

면적(㎡) 171.4

서귀포시
동지역

3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고추잠자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룡뇽, 소금쟁이, 호랑지빠귀, 섬휘파람새, 멧비둘기,
방울새, 큰부리까마귀, 직박구리, 박새, 곤줄박이, 제비,
딱새, 무당갈거미 등
주변식물 곰솔, 억새, 띠, 삼나무, 여뀌, 수크령, 왕모시풀, 탑꽃,
쥐꼬리망초, 쑥, 차풀, 찔레, 바랭이새, 강아지풀,
가락지나물, 제비꽃, 멍석딸기, 고사리, 고비, 보리밥나무,
보리수나무, 들깨풀, 팽나무, 꽝꽝나무, 쥐똥나무, 으아리,
새머루, 사위질빵, 인동덩굴, 산짚신나물, 줄딸기, 망초,
하늘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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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호근동 834-1 (N 33°15’49.97” / E
126°32’10.58”)

호근동 물통

면적(㎡) 25.0
개요

1

고근산 동쪽, 1136번 도로의 돗소 버스정류장 북쪽 250m
지점에 위치함. 주변지역은 대부분 과수원이며, 농로의
교차지점에 물통 형태로 만들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깝작도요, 까치,
쇠백로, 딱새, 무당개구리, 제주도룡뇽, 참개구리 등
주변식물 하늘타리, 송악, 삼나무, 곰솔, 담쟁이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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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호근동 501 (N 33°14’45.18” / E
126°32’04.05”)

개요

1132번 도로 일주동로의 수모루 교차로에서 동쪽 900m,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북동쪽 330m지점에 위치함

생물상

호근동 습지

면적(㎡) 102.6

서귀포시
동지역

1

동물상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깝작도요,
쇠백로, 왜가리, 딱새, 멧새,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칠성무당벌레 등
식물상 골풀, 부레옥잠, 개구리밥, 미꾸리낚시, 송이고랭이,
남방개
주변식물 삼나무, 예덕나무, 참식나무, 계요등, 미국가막사리,
서덜취, 괭이밥, 댕댕이덩굴, 왕고들빼기, 실망초,
여뀌, 바랭이새, 기생여뀌, 미국자리공, 인동덩굴, 망초,
쇠무릎, 보리수나무, 쑥, 병풀, 들깨풀, 가락지나물,
방동사니, 여우구슬, 큰비짜루국화, 사철나무, 까마중,
광나무, 졸방제비꽃, 장딸기, 멀구슬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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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읍
지역

남원읍 지역은 남원리 1개소, 수망리 2개소, 신례리 2개소, 신흥리
1개소, 태흥리 1개소, 한남리 6개소 등 13개소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남원리 남원연못
수망리 물영아리 오름습지,수망공동목장못
신례리 신례리 습지1, 2
신흥리 신흥리 습지1
태흥리 태흥2리 소금밭 해안
한남리 동수악, 한남리 습지1, 2, 3, 4, 5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619
(N 33°17'10.17" / E 126°42'04.65")

개요

남원 119센터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00m 부근에 위치함.
1132번 도로 일주동로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주변은 대부분
과수원이고, 농가용 비닐하우스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음

남원연못

면적(㎡) 584.0

남원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꿩, 섬휘파람새, 곤줄박이, 멧새, 멧비둘기, 큰부리까마귀 등
식물상 어리연, 노랑어리연, 부들, 세모고랭이, 노랑꽃창포 등

주변식물 삼나무, 팽나무, 예덕나무, 왕모시풀, 억새, 띠, 산딸기, 쑥,
뽀리뱅이, 담쟁이덩굴, 까마귀쪽나무, 참식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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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8
(N 33°22'56" / E 126°41'42")

물영아리 오름 습지

면적(㎡) 5,576.7
개요

'물영아리'는 1118번 남조로 변 남원읍 충혼묘지 길건너 동북쪽에
위치한 오름으로 '물영아리'는 ' 水靈岳(수영악)'이라고도
부르며 오름 정상에 '산정화구호'가 있어 늘 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다는데서 연유한 이름이라 함. '산정화구호'는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는 습지로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후에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음(2000.12.5)

생물상
동물상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개구리매, 황조롱이, 큰부리까마귀,
곤줄박이, 박새, 멧비둘기, 동박새, 유혈목이, 누룩뱀,
쇠살모사, 맹꽁이,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제주도룡뇽, 도마뱀,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청띠제비나비,
산호랑나비, 제비나비, 신선나비,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각시물자라, 물방개, 물매암이, 물땡땡이, 장구애비, 물장군 등
식물상 마름, 세모고랭이, 네모골, 바늘골, 보풀

주변식물 고마리, 넓은잎미꾸라지낚시, 누운기장대풀, 보리장나무,
주름조개풀, 으름난초, 삼나무, 곰솔, 제주조릿대,
졸참나무, 송악, 마삭줄, 호자덩굴, 나도고사리삼,
고사리삼, 산일엽초, 고란초, 올벚나무, 때죽나무,
굴거리나무, 산앵도나무, 아그배나무, 사스레피, 으름덩굴,
사철란, 섬사철란, 으름난초, 옥잠난초, 여뀌, 개구리갓,
산수국, 등수국, 바위수국 등

274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60
(N 33°20'45.91" / E 126°41'07.05")

개요

의귀리 마을 공동묘지 북서쪽, 민오름 남동쪽 850m 지점
목장내에 위치해 있음. 1119번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며,
우마용 축산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수망공동목장못

면적(㎡) 1,964.1

남원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큰부리까마귀, 깝작도요, 멧도요,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노루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택사, 파대가리

주변식물 도꼬마리, 질경이, 수크령, 가락지나물, 망초, 산박하,
한련초, 가막사리, 찔레, 쥐깨풀, 비목, 팽나무, 거지딸기,
왕모시풀, 꾸지뽕나무, 예덕나무, 삼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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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617-2
(N 33°17'47.14" / E 126°37'21.89")

신례리 습지

면적(㎡) 98.2
개요

1

신례천과 인접하고 신례1리 버스정류장 북동쪽 100m
지점에 위치함. 차양막을 이용한 저수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경작지와 과수원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꿩, 멧비둘기, 동박새 등
주변식물 예덕나무, 고사리, 하늘타리, 강아지풀, 억새, 삼나무, 감국,
마, 단풍마, 계요등, 동백나무, 송악, 담쟁이덩굴, 참식나무,
동백나무, 새덕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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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6
(N 33°18'59.20" / E 126°37'52.76")

개요

1119도로와 인접한 습지로 신례교차로에서 북서쪽
직선거리 150m 지점에 위치함.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 쌓여있어 접근하기 어려우며, 사각 형태로 둘레는
경계석으로 정비되어 있음. 저수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신례리 습지

면적(㎡) 260.9

남원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소금쟁이, 참개구리,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동박새, 노루 등

주변식물 곰솔, 예덕나무, 비목, 사스레피, 왕모시풀, 가막사리,
사위질빵, 괭이밥, 억새, 마삭줄, 비수리, 양지꽃,
보리수나무, 삼나무, 찔레, 청미래덩굴, 인동덩굴, 송악,
백량금, 고사리삼, 멍석딸기, 쥐꼬리망초, 노루발,
하늘타리, 미나리아재비, 방아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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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387
(N 33°20'35.22" / E 126°43'42.87")

신흥리 습지

면적(㎡) 629.0
개요

1

두 군데로 나누어진 저수지로 여절악 남서쪽 9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차양막을 이용하고 있어 잡초가 잘 자라지
않으며 수질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소금쟁이, 대왕잠자리,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동박새, 송장헤엄치개,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주변식물 억새, 산박하, 곰솔, 사스레피, 마삭줄, 애기달맞이꽃,
들개미자리, 망초, 실망초, 괭이밥, 잔디, 개민들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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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358
(N 33°17'21.65" / E 126°45'05.95")

태흥2리 포구는 조선시대부터 관선포(官船浦)라 불리어
왔는데 지금의 포구 동쪽 폴개에서 생산된 소금을 싣기 위해
관의 배들의 들락거려서 붙여진 이름. 폴개란 이름은 포구가
있고 소금밭에 갯벌이 질퍽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지며,
소하천의 하류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폴개는 외해쪽에는
파식대 지형, 중간에는 편평한 바위위에 하천퇴적물이
적절하게 퇴적되어 갯잔듸 등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음. 또한
육지쪽으로는 보다 두터운 퇴적물이 싸여있는 것이 특징임

2

리 소금밭 해안

개요

태흥

면적(㎡)

남원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민물도요,
백할미새, 쇠백로, 물총새, 바다직박구리, 말미잘,
참갯지렁이, 석회관 갯지렁이, 진주배말, 테두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개울타리고둥, 눈알고둥, 갈고둥,
큰총알고둥, 갯고둥, 댕가리, 두드럭고둥, 반지락, 군부,
털군부, 갯강구, 거북손, 작은조무래기따개비, 바위게, 숭어,
검정망둑, 낙지
식물상 갯잔디, 칠면초, 나문재, 수송나물, 해홍나물, 갯개미취,
갯질경, 지채, 순비기나무, 천문동, 갯메꽃, 갯강아지풀,
갯기름나물, 갯쇠보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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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10
(N 33°21'37" / E 126°37'37")

동수악 습지

면적(㎡) 3,792.6
개요

1131번 도로인 516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동수악은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오름으로 ‘수악(水岳)’, ‘수봉(水峰)’,
‘수정악(水頂岳)’ 등으로 고서에 기록이 남아있음. 화구에 물이
있어 ‘수악’이라 한 것인데 현재는 퇴적이 진행되면서 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임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작 은 땃 쥐 , 큰 부 리 까 마 귀 , 큰 오 색 딱 다 구 리 ,
섬휘파람새,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제주도룡뇽, 북방산개구리, 누룩뱀, 유혈목이, 쇠살모사,
무당개구리, 제주도룡뇽, 제주집게벌레, 한라길쭉먼지벌레,
제주애기물방개, 제주풍댕이붙이 등
식물상 골풀, 기장대풀, 넓은잎미꾸리낚시, 좀네모골, 올챙이고랭이,
세모고랭이, 물고추나물, 진땅고추풀, 하늘지기, 좀물뚝새 등
주변식물 서어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꽝꽝나무, 비목, 주름조개풀,
제주피막이, 홍노도라지, 조록나무, 새덕이, 산수국, 등수국,
고비, 개족도리, 진퍼리고사리, 사위질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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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11-6
(N 33°19'26.22" / E 126°39'32.28")

개요

한남교차로에서 서쪽으로 670m거리 1119번 도로
남서쪽에 있는 한남리 화림목장내에 있음. 서쪽은 조성림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있고, 남쪽-동쪽은 초지와 접해 있음

한남리 습지

면적(㎡) 439.4

남원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유혈목이, 멧비둘기, 동박새,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제주도룡뇽,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마름, 개구리밥, 세모고랭이, 올방개, 택사, 송이고랭이,
가는가래, 바늘골, 흰꽃물고추나물, 이삭사초, 비녀골, 골풀 등
주변식물 삼 나 무 , 곰 솔 , 띠 , 억 새 , 찔 레 , 멍 석 딸 기 , 산 딸 기 ,
청미래덩굴, 고사리, 사위질빵, 으아리, 무릇, 타래난초,
야고, 쑥, 고사리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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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58
(N 33°19'56.24" / E 126°41'53.07")

한남리 습지

면적(㎡) 98.1
개요

2

국가태풍센터의 동쪽 1.7km 부근 1119번 도로의 남쪽에
위치함. 주변에 숲이 울창하여 육안으로 찾기 어려우며,
시멘트로 경계가 둘러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동박새, 제주도룡뇽,
북방산개구리 등
식물상 가래, 골풀

주변식물 까마귀쪽나무, 예덕나무, 삼나무, 찔레, 무릇, 파리풀, 송악,
찔레, 백량금, 좁은잎천선과나무, 천선과나무, 팔손이,
새덕이, 죽절초, 왕모시풀, 사위질빵, 선밀나물, 팽나무,
단풍마, 마, 칡, 인동덩굴, 동백나무, 산수국, 비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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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7
(N 33°19'35.21" / E 126°40'07.72")

개요

1119도로와 인접하고 한남교차로 동쪽 300m 제주오렌지
제조공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음. 목장내에 있으며,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한남리 습지

면적(㎡) 232.4

남원읍
지역

3

생물상
동물상 노루, 까치, 참새, 제비, 꿩,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동박새, 깝작도요, 왜가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비녀골풀 등

주변식물 찔레, 꽃향유, 마름, 멍석딸기, 수크령, 제주피막이, 병풀,
가락지나물, 왕모시풀, 청미래덩굴, 인동덩굴, 쑥, 비목,
으아리, 마, 꾸지뽕나무, 산초나무, 산딸기, 동백나무,
팽나무, 보리수나무, 천선과나무, 하늘타리, 생달나무,
으름, 찔레, 주름조개풀, 줄딸기, 복분자딸기, 누리장나무,
기생여뀌, 단풍마, 개여뀌, 두릅나무, 산딸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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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11-6 부근
(N 33°19'29.74" / E 126°39'38.30")

한남리 습지

면적(㎡) 128.4
개요

4

한남교차로에서 서쪽으로 480m거리의 1119번 도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장내에 있어 우마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꿩, 까치,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동박새,
참개구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마름, 가래, 가는가래, 바늘골, 미나리, 이삭사초, 부처꽃,
눈여뀌바늘
주변식물 삼나무, 층층나무, 띠, 억새, 끈끈이대나물, 산딸기, 마가목,
새머루, 예덕나무, 솔새, 양장구채, 개미자리, 찔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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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100
(N 33°20'26.19" / E 126°41'12.12")

개요

의귀공동묘지 서쪽 570m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사각의
형태로 정비가 되어 있으며, 경계부에는 초본과 관목의
식생이 밀생하고 있어 외부에서 찾는 것이 어려움.
주변지역은 임야, 초지, 방목지가 주를 이루고 있음

한남리 습지

면적(㎡) 121.7

남원읍
지역

5

생물상
동물상 까치, 큰부리까마귀, 참새, 제비, 섬휘파람새, 박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꿩, 멧비둘기, 동박새, 멧새, 큰부리까마귀 등

식물상 가래
주변식물 왕모시풀, 예덕나무, 찔레, 탑꽃, 닭의장풀, 마, 팽나무,
삼나무, 단풍마, 꾸지뽕나무, 사스레피, 비목, 가막살나무,
송악, 조개풀, 맥문아재비, 기생여뀌, 고사리삼, 쥐손이풀,
덜꿩나무, 사위질빵, 댕댕이덩굴, 인동덩굴, 보리수나무,
청미래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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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선면
지역
표선면 지역은 성읍리 8개소, 세화리 1개소, 표선리 4개소, 하천리 3개소
등 16개소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성읍리 넙은못(넓은못), 다도리못, 따라비못, 성읍리 습지1, 2, 3, 성읍 월랑지
좌보미알못

세화리 세화리 습지1
표선리 버들못, 표선리 습지1, 2, 표선해안
하천리 산물통못, 산물통웃못, 하천리 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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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205-10
(N 33°22’45.8” / E 126°47’19.1”)

개요

)

성읍∼가시리 구간 중산간 도로를 따라 성읍리사무소를
조금 지나면 우측으로 시멘트 포장 농로 따라 좌측으로
올라간 후, 다시 좌측으로 진입하면 습지가 나타남.
면적으로 보아 예전에는 꽤 큰 연못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못 이름 역시 넓은 지대에 있는 못이라는 데서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함. 예전에는 면적이 3000평
규모에 이르는 드넓은 못에 저류된 물은 이 곳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소나 말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함

넙 은 못 넓( 은 못

면적(㎡) 1,554.3

표선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멧새, 참새, 방울새, 박새,
방울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등
식물상 좀어리연꽃, 송이고랭이, 물달개비, 택사, 바늘골

주변식물 여뀌, 기장대풀, 고마리, 가막사리, 흰꽃여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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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45
(N 33°23’29.4” / E 126°47’06.8”)

다도리못

면적(㎡) 664.0
개요

성읍∼가시리 방향 중산간 도로를 따라 성읍리사무소를
지나 도로변 우측에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간 넓은 초지대 작은 알오름 자락에 위치함. 연못은
10∼20m폭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알오름 자락까지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보임

생물상
동물상 방울벌레, 송장헤엄치게, 소금쟁이, 물매암이, 물방개,
거머리, 물장군, 참개구리, 왜가리, 멧새, 참새, 박새,
방울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등
식물상 물달개비, 좀어리연꽃, 택사, 실말, 가래, 바늘골, 등에풀,
송이고랭이, 골풀,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방산개귀 등
주변식물 기장대풀, 가막사리, 큰뱀무, 고마리, 병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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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94
(N 33°23’18.19” / E 126°45’49.43”)

개요

성읍 사거리에서 1136번 도로 가시리 방면으로 2km 정도
가서 북서쪽 3.6km 지점에 위치함. 농로에서 습지까지는
200m 정도의 거리로 말 방목지내에서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비못

면적(㎡) 787.2

표선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황조롱이,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방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등에풀

주변식물 멀구슬나무, 왕모시풀, 청미래덩굴, 찔레, 망초, 개망초,
꾸지뽕나무, 가락지나물, 탑꽃, 산박하, 병풀, 서덜취,
제주피막이, 산딸기, 산짚신나물, 이삭여뀌, 기생여뀌,
뽀리뱅이, 쥐꼬리망초, 제비꽃, 질경이, 쑥, 인동덩굴,
풀솜나물, 멍석딸기, 수크령, 강아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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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221
(N 33°22’19.87” / E 126°48’04.77”)

성읍리 습지

면적(㎡) 67.2
개요

1

번영로 정의골 교차로에서 남서쪽 농로를 따라 700m
지점의 남쪽 초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주변지역은 임야,
경작지, 비닐하우스 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과는
돌담으로 구분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멧새, 참새, 방울새, 박새, 방울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멧비둘기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삼나무, 억새, 띠, 참식나무, 팽나무, 강아지풀,
환삼덩굴, 인동, 사위질빵, 기생여뀌, 후박나무,
예덕나무, 토끼풀, 제주피막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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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49
(N 33°25’41.46” / E 126°47’56.26”)

개요

97번 번영로와 111번 도로 성읍리 교차로에서
동북쪽으로1.9km 정도 이동한 후 북쪽으로 3.8km 정도
이동한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2.3km정도 가면 습지에
이름. 길가와 접해 있으나 돌담이 있고, 주위가 철조망으로
처져 있어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음

성읍리 습지

면적(㎡) 210.1

표선면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꿩 , 멧 비 둘 기 , 멧 새 , 참 새 , 방 울 새 , 박 새 , 곤 줄 박 이 ,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등
식물상 골풀, 세모고랭이, 부처꽃

주변식물 찔레, 띠, 가락지나물, 억새, 왕모시풀, 탑꽃, 쥐꼬리망초,
병풀, 제주피막이, 수크령, 쑥, 강아지풀, 큰비짜루국화,
도깨비바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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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50
(N 33°25’43.85” / E 126°48’05.10”)

성읍리 습지

면적(㎡) 320.1
개요

3

97번 번영로와 111번 도로의 성읍리 교차로에서
동북쪽으로 1.9km 정도 이동한 후 북서쪽으로 5.9km
지점에 위치함. 별도로 개설된 도로가 없고, 초지대를 30m
가량 가로질러 가면 접근할 수 있음

생물상
동물상 꿩 , 멧 비 둘 기 , 멧 새 , 참 새 , 방 울 새 , 박 새 , 곤 줄 박 이 ,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등
식물상 골풀,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찔레, 띠, 가락지나물, 억새, 왕모시풀, 탑꽃, 쥐꼬리망초,
병풀, 제주피막이, 수크령, 쑥, 강아지풀, 개여뀌, 산박하,
청미래덩굴, 큰비짜루국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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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산17
(N 33°24’27.42” / E 126°48’18.63”)

개요

97번 도로와 1119번 도로 성읍리 교차로에서 1119번
도로를 따라 1.3km 정도 이동한 후 북쪽으로 8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함

성읍 월랑지

면적(㎡) 623.7

표선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황로, 노루, 직박구리, 박새, 방울새, 까치, 섬휘파람새,
꿩, 멧새, 참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등
주변식물 삼나무, 편백나무, 멀구슬나무, 찔레, 왕모시풀, 쥐꼬리망초,
괭이밥, 산딸기, 도꼬마리, 꽝꽝나무, 꾸지뽕나무, 고사리,
바위고사리, 십자고사리, 고비, 가락지나물, 뽀리뱅이, 칡,
제주피막이, 풀솜나물, 후박나무, 참식나무, 가시엉겅퀴,
병풀, 인동덩굴, 산짚신나물, 쑥, 제비꽃, 보리장나무, 송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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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1
(N 33°25’40.79” / E 126°48’54.28”)

좌보미알못

면적(㎡) 297.3
개요

97번 번영로와 111번 도로 성읍리 교차로에서
동북쪽으로 1.9km정도 이동한 후 북서쪽으로 4.6km
정도가면 표선면 공동묘지가 나오는 데 맞은편 남쪽 초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꿩, 흰뺨검둥오리, 제비, 노랑턱멧새, 멧새, 참새,
박새, 방울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까마귀, 참개구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물땡땡이
식물상 세모고랭이, 어리연, 비녀골

주변식물 낭아초, 거지덩굴, 왕고들뺴기, 딱지꽃, 뱀무, 찔레,
억새, 띠, 쑥, 돼지풀, 칡, 후박나무, 예덕나무, 계요등,
환삼덩굴, 망초, 여뀌, 고사리, 쥐꼬리망초, 며느리배꼽,
곰솔, 왕모시풀, 질경이, 병풀, 제주피막이, 실새삼, 마,
삼나무, 산짚신나물, 나비국수나무, 청미래덩굴, 참나물,
취나물, 탑꽃, 등골나물, 강아지풀, 인동덩굴, 여우팥,
댕댕이덩굴, 서덜취, 멍석딸기, 비수리, 가시엉겅퀴,
사위질빵, 닭의장풀, 사마귀풀, 매듭풀, 차풀, 야고,
미국가막사리, 쑥부쟁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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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28
(N 33°19’56.19” / E 126°47’06.20”)

개요

표선면 세화리 공동묘지의 남동쪽 700m부근, 가새오름의
동쪽 초지에 위치함. 저수지의 형태로 경계부는 정비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오름, 경작지, 목장형태임

세화리 습지

면적(㎡) 112.6

표선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삼나무, 곰솔, 찔레, 인동덩굴, 예덕나무, 쑥, 수크령,
멍석딸기, 계요등, 송악, 마삭줄, 들깨풀, 제주피막이,
괭이밥, 무릇, 가시엉겅퀴, 산딸기, 제주양지꽃,
큰비짜루국화, 왕모시풀, 참식나무, 여뀌, 꽃향유 등

297

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683-1
(N 33°19’40.71” / E 126°49’40.71”)

버들못

면적(㎡) 1,195.8
개요

표선 119센터 북동쪽 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현재는
매립되어 119센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배수로로
연결된 저수시설이 동북쪽에 설치되었고, 주변지역은 도로,
과수원, 경작지, 건물 등이 들어서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등
주변식물 도꼬마리, 동백나무, 삼나무, 곰솔, 팽나무, 왕벚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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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42-7
(N 33°20’23.91” / E 126°50’09.22”)

개요

달산봉과 제석오름의 남쪽이며, 제주화석박물관 남서쪽
8 0 0 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의 저류지역에
해 당 되어 평상시에는 대부분 말라 있 음 . 주 변 지 역 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시설이 분포하고 있음

표선리 습지

면적(㎡) 2,039.0

표선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등
주변식물 큰비짜루국화, 미국가막사리, 벌노랑이, 예덕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후박나무, 개민들레, 큰달맞이꽃,
인동덩굴, 찔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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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710
(N 33°20’32.52” / E 126°48’55.81”)

표선리 습지

면적(㎡) 1,811.7
개요

2

표선생활체육관 남쪽 1.4km, 표선고등학교 북서쪽
1.7km 부근에 위치함. 주변지역은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리조트 단지로 예상되는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들이 맞닿아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갈대, 버드나무

주변식물 곰솔, 억새, 찔레, 인동덩굴, 띠, 참식나무, 예덕나무,
찔레, 동백나무, 사스레피, 삼나무, 우묵사스레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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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4-13
(N 33°19’33.52” / E 126°50’32.10”)

개요

표선포구가 있는 지역을 당캐(堂浦)라고도 부름. 그 이유로
설문대 할망당이 있어 붙였다는 설과 당나라로 진상하는
조공선이 바다에 떠 있어서 붙여졌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 표선해수욕장은 당캐 북서쪽의 만을 따라 만들어진
약 2 0 만 ㎡ 의 해 안 사 빈 을 기 반 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빈을 구성하는 물질은 그 기원에 따라 다양한데, 대체로
하천유역의 기반암이나 연안의 기반암 또는 풍화충에서
유래된 물질은 광물성 모래임. 하지만 근해의 해저가 물질의
공급원인 경우에는 석회질 탄산염 광물이나 패사(貝砂)임

표선 해안

면적(㎡)

표선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민물도요,
중부리도요, 큰뒷부리도요, 세가락도요, 청다리도요,
마도요, 흰물떼세, 왕눈물떼새, 흰목물떼새, 댕기물떼새,
장다리물떼새,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가마우지,
물수리, 두드럭배말, 진주배말, 테두리고둥, 밤고둥,
구멍밤고둥, 개울타리고둥, 갈고둥, 좁쌀무늬총알고둥,
큰총알고둥, 갯고둥, 댕가리, 군부, 털군부, 갯강구, 거북손,
작은조무래기따개비, 바위게, 숭어 등

식물상 좀 보 리 사 초 , 갯 씀 바 귀 , 갯 쇠 보 리 , 모 래 지 치 , 갯 메 꽃 ,
주변식물 순비기나무군락, 갯금불초, 갯방풍, 갯잔디, 갯질경, 갯무,
번행초, 인동, 갯사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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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34
(N 33°21’30.42” / E 126°48’41.00”)

산물통못

면적(㎡) 496.4
개요

97번 도로 번영로의 신풍입구교차로 서쪽 약 900m
지점에 위치함. 주변지역은 관목·초지대 및 경작지형태로
도로 및 농로와 떨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움. 이 물통을
보면 물색깔이 바닷물처럼 파란색을 띄어 살아있는 물이라
하여 ‘산통물’이라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큰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아 인근 농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고 전해짐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직 박 구 리 , 노 랑 턱 멧 새 , 때 까 치 , 방 울 새 , 꿩 ,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긴호랑거미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마름, 택사, 부처꽃, 비녀골, 미나리, 사마귀풀 등

주변식물 수크령, 닭의장풀, 큰달맞이꽃, 고마리, 산짚신나물,
왕모시풀, 산박하, 제주피막이, 찔레, 멍석딸기, 계요등,
인동덩굴, 쑥, 꾸지뽕나무, 쇠무릎, 쥐똥나무, 사스레피,
미국가막사리, 돌피, 개쑥부쟁이, 돼지풀, 고추나물,
개여뀌, 까치수영, 양지꽃, 우묵사스레피, 쥐손이풀,
비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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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35
(N 33°21’32.45” / E 126°48’42.54”)

개요

번영로 신풍입구교차로에서 서쪽 농로 800m 지점의
남쪽 초지에 위치함. 암반 위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못은 2개이며 동쪽의 못이 더 깊음. 못의 둘레는
특별한 울타리가 없이 주변지형에 의해 구분되며, 경작지와
관목·초지대가 분포해 있는 형태임

산물통웃못

면적(㎡) 363.7

표선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루,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참개구리,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사마귀풀, 미나리, 순채, 부처꽃, 쇠털골,
남방개, 등에풀
주변식물 꽃향유, 찔레, 띠, 억새, 수크령, 인동덩굴, 예덕나무,
쥐똥나무, 곰솔, 멀구슬나무, 참식나무, 보리수나무,
사스레피, 산짚신나물, 제주피막이, 병풀, 기름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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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529-5
(N 33°21’30.50” / E 126°47’49.53”)

하천리 습지

면적(㎡) 99.2
개요

1

번영로 표선생활체육관입구 사거리에서 서쪽도로를 따라
2.6km 정도의 사거리 북쪽으로 700m 지점 동쪽에 있는
초지내에 있음. 못의 둘레 중 남쪽은 왕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북쪽은 개방되어 우마의 출입이 가능함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직 박 구 리 , 노 랑 턱 멧 새 , 때 까 치 , 방 울 새 , 꿩 ,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쇠털골, 곡정초, 가래, 택사

주변식물 미국가막사리, 띠, 억새, 멀구슬나무, 사스레피, 찔레,
산박하, 병풀, 개쑥부쟁이, 왕모시풀, 개요등, 여우팥, 쑥,
댕댕이덩굴, 망초, 조개풀, 개여뀌, 비수리, 골등골나물,
새머루, 서덜취, 산짚신나물, 제주피막이, 제비꽃,
닭의장풀, 쥐똥나무, 솔비나무, 꾸지뽕나무, 방울새풀,
마타리, 고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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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산읍
지역
성산읍 지역은 고성리 7개소, 난산리 6개소, 삼달리 10개소, 수산리
7개소, 신산리 2개소, 신양리 1개소, 신천리 1개소, 신풍리 3개소, 오조리
3개소, 온평리 6개소 등 46개소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고성리 가시남밭못, 간도니못, 섯동네갈대밭, 알동네습지, 족은물미못
큰동네 습지, 큰물미못

난산리 난산리 습지1, 2, 사려물, 월랑지, 월랑지 알못, 직꾸물
삼달리 갈마못(갈뫼못), 말먹는물, 미와미못(매미못), 삼달리 습지1, 2, 3, 4, 5, 6,
삼달체육공원연못

수산리
신산리
신양리
신천리
신풍리
오조리
온평리

대나물, 돌리미못, 이전물, 폭남못, 한못, 한못서못, 후곡악못
신산 저류지1, 신산리 습지1
신양해안
고타리못
사전이못, 신풍리 습지1, 2
논동네물(논물), 봉원사 습지, 오조리 철새도래지
다래물(다려물), 연수물, 온평초 연못, 한지물,
혼인 저수지, 혼인지못(흰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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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429
(N 33°26’37.26” / E 126°55’04.04”)

개요

신양리 마을회관에서 동쪽 도로를 따라 250m 정도의
사거리 북쪽으로 500m 지점에서 밭을 가로질러 100m
정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농경지 중간에 위치한
연못으로 농경지와 50cm 이하 돌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음

가시남밭못

면적(㎡) 804.5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꿩, 참새, 박새, 멧비둘기, 직박구리, 쇠백로, 중대백로,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말벌, 왕우렁이 등
식물상 갈대, 이삭사초, 붕어마름, 마름, 가래, 등에풀

주변식물 쇠 비 름 , 개 여 뀌 , 꽃 마 리 , 사 철 나 무 , 까 마 귀 쪽 나 무 ,
왕모시풀, 모시풀, 흰여뀌, 쑥, 서덜취, 고들빼기,
큰비짜루국화, 닭의장풀, 억새, 계요등, 찔레, 망초,
까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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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445
(N 33°26’26.47” / E 126°55’04.51”)

간도니못

면적(㎡) 2,004.0
개요

신양리 마을회관 북쪽 200m 지점에서 농로의 동쪽으로
100m 지점에 위치함. 습지의 입구인 서쪽을 매립하여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있으며, 농경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50cm 이상의 돌담이 싸여 있는 형태임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흰뺨검둥오리, 섬휘파람새,
참새, 직박뤼, 바다직박구리, 제비, 참개구리, 유혈목이,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왕우렁이 등
식물상 갈대, 가래, 마름, 미나리,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개구리갓

주변식물 예 덕 나 무 , 무 릎 , 개 민 들 레 , 뽀 리 뱅 이 , 방 가 지 똥 ,
큰방가지똥, 외풀, 개망초, 개쑥갓, 쇠비름, 땅빈대,
애기땅빈대, 까마귀쪽나무, 개머루, 괭이밥, 당아욱,
병풀, 제주피막이, 토끼풀, 개쑥부쟁이, 찔레, 인동, 억새,
띠, 큰달맞이꽃, 애기달맞이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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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496-2
(N 33°26’14.16” / E 126°54’57.78”)

개요

신양리 마을회관 서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남북방향으로 긴 타원형 모양을 띠고 있으며, 마을과
소수산봉 사이에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습지임.
북동쪽으로는 시멘트공장, 동쪽으로는 작은 언덕에
주택가와 접해 있으며, 서쪽과 북쪽은 농경지와 돌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띰

섯동네갈대밭

면적(㎡) 12,067.8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 새 , 까 치 , 제 비 , 멧 새 , 딱 새 , 멧 비 둘 기 , 참 개 구 리 ,
소금쟁이, 밀잠자리, 왕자자리, 밀잠자리, 왕우렁이 등
식물상 갈대, 이삭사초, 미나리, 부처꽃

주변식물 며 느 리 밑 씻 개 , 망 초 , 쑥 , 해 녀 콩 , 개 민 들 레 , 수 영 ,
방가지똥, 고들빼기, 억새, 띠, 잔디, 애기달맞이꽃,
왕달맞이꽃, 실망초, 개망초, 토끼풀, 강아지풀, 강활,
소리쟁이, 개자리, 벌노랑이, 괭이밥, 환삼덩굴, 범부채,
땅빈대, 미국자리공, 눈괴불주머니, 개여뀌, 천인국,
명아주, 차풀, 돼지풀, 까마귀쪽나무, 사철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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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79
(N 33°25’56.29” / E 126°55’50.95”)

알동네 습지

면적(㎡) 53.4
개요

1119번 도로를 따라 고성리 마을에서 성산리 방향으로
가는 길 우측 신양리 마을로 진입하는 교차로에 위치함.
논으로 이용되던 곳과 담수양어장으로 이용되던 곳 중
일부는 매립되었고, 해안사구 안 쪽 의 습 지 가 도 로 로
나누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 새 , 제 비 , 쇠 백 로 , 중 대 백 로 , 황 로 , 직 박 구 리 ,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왜가리, 까치,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왕우렁,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밀잠자리,
왕잠자리, 소금쟁이, 물방개, 붕어, 미꾸라지, 제비나비,
청띠제비나비 등
식물상 갈대, 미나리, 노랑꽃창포, 이삭사초, 택사, 털물참새피

주변식물 까마귀쪽나무, 거지덩굴, 왕모시풀, 모시풀, 원추리,
후박나무, 찔레, 띠, 억새, 한련초, 고마리, 협죽도,
쥐똥나무, 망초, 개민들레, 고들빼기, 쑥, 쇠고비, 곰솔,
흰명아주, 큰비짜루국화, 마디풀, 홍초, 수영, 인동,
갈퀴덩굴, 계요등, 새머루, 환삼덩굴, 흰여뀌, 쇠무릎,
예덕나무, 새머루, 사위질빵, 분꽃, 닭의장풀, 감국,
가새뽕나무, 우묵사스래피, 부용, 쇠뜨기, 보리수나무,
땅빈대, 잠자리피, 아왜나무, 해녀콩, 미국가막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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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978-4
(N 33°26’31.73” / E 126°54’48.15”)

개요

1132번 도로 변에 위치한 성산읍사무소 50m 남쪽
4거리에서 동쪽 농로를 따라 200m 정도 진입 후 30m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연못에 돌담과 시멘트로 포장된
울타리를 둘러싼 구조로 농경지 사이에 있으며, 과거에는
울타리가 높지 않아 동남쪽 방면에서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으나 지금은 울타리 높이가 3m 이상이라 못으로
직접 연결된 진입로는 없는 상태임

족은물미못

면적(㎡) 1,173.7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섬휘파람새, 까치, 제비, 황로,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왕잠자리, 왕우렁이 등
식물상 갈대, 부들,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삼나무, 참식나무, 아왜나무, 곰솔, 찔레, 섬모시풀,
왕모시풀, 사위질빵, 애기달맞이꽃, 서덜취, 망초,
개민들레, 개망초, 사상자, 방가지똥, 계요등, 새머루,
억새, 띠, 편백나무, 칡, 바위고사리, 도깨비고비,
까마귀쪽나무, 고사리, 섬잔고사리, 환삼덩굴, 송악,
담쟁이덩굴, 인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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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03-1
(N 33°27’03.93” / E 126°54’58.06”)

큰동네 습지

면적(㎡) 322.1
개요

1132번 도로와 고성동서로 교차로 서쪽에 위치한 넓은
지역의 습지임. 주민들이 논농사, 미나리 농사 등을 짓던
곳으로 현재 일부는 매립되어 경작지나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음. 주변지역은 경작지, 초지, 주택가 등이 분포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황로, 흰뺨검둥오리, 참새, 제비, 참새, 멧비둘기,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쇠백로, 유혈목이, 쇠살모사,
참개구리, 청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붕어, 미꾸리,
미꾸라지, 아시아실잠자리, 노란실잠자리, 밀잠자리,
소금쟁이, 네발나비, 왕우렁이 등
식물상 갈대, 개구리밥, 부들, 물억새, 방울고랭이, 세모고랭이,
미나리, 눈여뀌바늘, 개구리갓,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환삼덩굴, 수영, 소리쟁이, 예덕나무, 억새, 띠, 강아지풀,
흰나팔꽃, 닭의장풀, 계요등, 담쟁이덩굴, 쑥, 까마귀머루,
팽나무,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왕모시풀, 모시풀,
새머루, 고마리, 며느리배꼽, 개여뀌, 선이질풀, 차풀,
살갈퀴, 활나물, 비수리, 개미취, 고들빼기, 망초, 개망초,
미국가막사리, 큰비짜루국화, 사철나무, 쑥, 사위질빵,
쇠비름, 괭이밥

312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548-1
(N 33°25’55.53” / E 126°53’41.43”)

개요

대수산봉 남서쪽 1km 부근에 위치한 시멘트로 포장된
관리시설임. 과거에는 못이 있던 자리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성산읍 하수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경작지 및 초지가 있음

큰물미못

면적(㎡) 747.8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제비, 방울새, 멧비둘기,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알락할미새, 꿩,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등
주변식물 띠, 억새, 비수리, 곰솔, 칡, 쑥, 새머루, 찔레, 계요등,
예덕나무, 왕모시풀, 딱지꽃, 돼지풀, 층층이꽃,
우묵사스래피, 까마귀쪽나무, 고사리, 인동, 왕달맞이꽃,
탑꽃, 차풀, 산초나무, 닭의장풀, 송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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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233
(N 33°25’32.20” / E 126°51’04.90”)

난산리 습지

면적(㎡) 271.7
개요

1

유건에오름 북동쪽 700m 지점, 성읍-수산 간 1119번
도로에서 350m 정도 남동쪽으로 진입 후, 서남쪽으로
150m 지점에 위치함. 방목용 초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2개의 연못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임

생물상
동물상 참 개 구 리 , 줄 장 지 뱀 , 밀 잠 자 리 , 아 시 아 실 잠 자 리 ,
소금쟁이, 왕우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등
식물상 어리연꽃, 세모고랭이, 가래, 물수세미, 곡정초, 택사,
넓은잎개수염, 질경이택사, 방울고랭이, 부처꽃, 등에풀 등
주변식물 노랑원추리, 댕댕이덩굴, 찔레, 예덕나무, 띠, 억새, 차풀,
살갈퀴, 기장대풀, 우묵사스래피, 좀고추나물, 개미탑,
매듭풀, 제주피막이, 조개잎, 개여뀌, 망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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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841-1
(N 33°25’13.86” / E 126°50’02.67”)

개요

1119번 도로 수산2리 입구 교차로에서 성읍 방면으로
3.6km 지점에서 북서쪽 농로를 따라 950m 지점에
위치한 못으로 “신화목장 내에 있음. 두개의 못으로 되어
있으며, 우마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깊게 만들어 놓은
상태임

난산리 습지

면적(㎡) 854.8

성산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논병아리,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참개구리, 유혈목이, 좀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주변식물 왕 바 랭 이 , 알 방 동 사 니 , 바 랭 이 , 닭 의 장 풀 , 계 요 등 ,
천선과나무, 좁은잎천선과나무, 송악, 생달나무,
제주피막이, 병풀, 띠, 억새, 강아지풀, 야고, 왕모시풀,
보리장나무, 쇠무릎, 복분자딸기, 거지딸기, 까마귀머루,
여우구슬, 삼나무, 예덕나무, 망초, 개머루, 누리장나무,
돈나무, 하늘타리, 쑥, 칡, 팔손이, 개피, 도깨비바늘,
미국가막사리, 돌피, 서덜취, 쑥부쟁이, 개미취,
쥐꼬리망초, 한련초, 바위고사리, 고사리, 마, 파리풀,
돼지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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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635
(N 33°25’22.00” / E 126°50’70.5”)

사려물

면적(㎡) 879.1
개요

유건에오름 북쪽 500m 지점, 성읍-수산리 간 1119번
도로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 경사면에 형성된
자연 연못으로 울타리를 경계로 위쪽은 상대적으로 물이
적고, 아래쪽은 수량이 풍부함. 주위는 돌담으로 울타리가
둘러져 있으며, 동쪽으로 징검다리가 있어 중앙부 근처까지
접근 가능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참개구리, 소금쟁이,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고추잠자리, 끝검은메뚜기,
섬서구메뚜기, 왕우렁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어리연꽃, 붕어마름, 눈여뀌바늘, 사마귀풀,
개구리갓
주변식물 닭의장풀, 억새, 환삼덩굴, 새머루, 인동, 까마귀머루,
예덕나무, 여뀌, 쥐똥나무, 띠, 노랑꽃창포, 후박나무,
우묵사스래피, 돼지풀, 찔레, 댕댕이덩굴, 계요등,
사위질빵, 고사리, 꾸지뽕나무, 보리수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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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48
(N 33°24’39.72” / E 126°49’36.30”)

개요

월랑지

면적(㎡) 1,561.7

성산읍
지역

표선면 성읍리 4거리에서 1119번 도로를 따라 3km 지점
북쪽 농로를 따라 200m 지점에 위치. 난산리 모구리오름
북쪽 300m 지점으로 연못은 돌을 쌓아 올린 울타리가
있으며, 동쪽에 울타리가 없는 연못 입구가 있어 소나 말,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함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왜가리, 참새, 제비, 꿩,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황로, 노루,
줄장지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각시물자라,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왕우렁
식물상 부들, 세모고랭이, 택사, 버드나무, 가래, 개구리갓,
개구리미나리 등
주변식물 고마리, 예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까마귀쪽나무,
쥐똥나무, 왕모시풀, 억새, 띠, 우묵사스래피, 고추나물,
한련초, 기장대풀, 찔레, 인동, 계요등, 닭의장풀,
물고추나물, 멍석딸기, 개망초, 망초, 생달나무,
노랑원추리, 금강아지풀, 강아지풀, 고사리, 개머루,
가막살나무, 개미취, 새머루, 매듭풀, 돼지풀, 제주양지꽃,
병풀, 가락지나물, 청미래덩굴, 산짚신나물, 산딸기,
복분자딸기, 굴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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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48
(N 33°24’65.40” / E 126°49’56.60”)

월랑지 알못

면적(㎡) 294.1
개요

표선면 성읍리 사거리에서 1119번 도로를 따라 3km 지점
북쪽 농로 100m 지점에 위치함. 서쪽과 동쪽은 울타리가
있으나, 남쪽은 울타리가 없고, 북쪽은 바위와 덤불,
초지가 1.5m 정도의 높이로 솟아있음. 주변에 간헐적인
습지형태가 많이 산재됨

생물상
동물상 왜 가 리 , 직 박 구 리 , 노 랑 턱 멧 새 , 때 까 치 , 방 울 새 ,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순채, 세모고랭이, 참비녀골풀, 택사, 개구리갓, 쇠골풀

주변식물 고마리, 며느리배꼽, 한련초, 찔레, 산짚신나물, 예덕나무,
개망초, 댕댕이덩굴, 쥐똥나무, 억새, 띠, 조개잎, 닭의장풀,
인동, 계요등, 멍석딸기, 망초, 강아지풀, 고사리,
제주피막이, 가락지나물, 병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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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220
(N 33°25’25.40” / E 126°51’44.00”)

개요

직꾸물

면적(㎡) 1,077.2

성산읍
지역

유건에오름 동북쪽 1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1119번
도로를 따라 성읍에서 수산리 마을 방면으로 가서
유건에오름을 지나 농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1km 지점,
초지와 농경지 사이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빌레못형
연못임. 서쪽에 “직꾸물”이라는 표지가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 백 로 , 직 박 구 리 , 노 랑 턱 멧 새 , 때 까 치 , 방 울 새 ,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노루,
제주족제비, 줄장지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장구애비,
각시물자라, 물방개, 송장헤엄치게, 물매암이 등
식물상 마름, 세모고랭이, 붕어마름, 남방개, 질경이택사, 미나리,
이삭사초 등
주변식물 딱지꽃, 망초, 개망초, 토끼풀, 개민들레, 김의털아재비,
찔 레 , 예덕나무, 계요등, 쥐똥나무, 우 묵 사 스 래 피 ,
미국가막사리, 도깨비바늘, 뱀무, 제비꽃, 오이풀, 억새,
띠, 제주피막이, 쑥, 조개풀, 벌노랑이, 잔개자리, 차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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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6-2
(N 33°23’14.38” / E 126°48’39.06”)

갈 마 못 갈( 뫼 못

면적(㎡) 1,266.9
개요

)

성산읍 삼달리, 성읍민속마을 동쪽 1km 거리 1136도로와
닿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습지의 남쪽에는 남산봉이
자리 잡고 있음. 이 못은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마소의 급수용으로 이용한 데에서 연유하여 ‘갈마못’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꿩, 제비, 참새, 두견이,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황로,
줄장지뱀, 도마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순채, 수련, 마름, 개구리밥, 남방개, 부처꽃

주변식물 인 동 , 왕 모 시 풀 , 띠 , 아 그 배 나 무 , 찔 레 , 쥐 똥 나 무 ,
예덕나무, 멍석딸기, 억새, 삼나무, 사스래피, 향나무,
곰솔, 개망초, 개여뀌, 꾸지뽕나무, 병풀, 제주피막이,
제비꽃, 졸방제비꽃, 콩제비꽃, 우묵사스래피, 개민들레,
강아지풀, 환삼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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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912
(N 33°23’35.58” / E 126°49’32.45”)

개요

1136번 삼달리 교차로 1.6km 지점에서 삼달체육공원 쪽
농로를 따라 북서쪽 1.1km 지점에 위치함. 습지의 주변은
마 방목지이며, 서쪽 경계는 배수로와 돌담으로 인근
초지와 분리되어 있고, 다른 쪽은 방목지에 노출되어 있음

말먹는물

면적(㎡) 79.3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식물상 눈여뀌바늘, 좁은잎미꾸리낚시, 이삭사초, 세모고랭이 등

주변식물 사스래피, 기생여뀌, 고마리, 예덕나무, 고사리, 고비,
산초나무, 억새, 띠, 쥐똥나무, 멀구슬나무, 오이풀,
고추나물, 여뀌, 찔레, 계요등, 왕모시풀, 다래,
후박나무, 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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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154
(N 33°22’35.88” / E 126°50’37.07”)

미 와 미 못 매( 미 못

면적(㎡) 1,290.5
개요

)

일출랜드에서 삼달2리 사거리 좌측에 있는 연못으로 큰
연못 2개로 형성되어 있음. 그중 서쪽 연못은 방풍림과
자연림에 의해 가려져 있는 형태임. 난산리와 신산리
급수로 사용하던 연못인데 해마다 익사 사고가 많아
부락민들이 매립한 후 좌우 하측에 3등분된 못이 생겼는데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박새, 까치, 방울새, 직박구리, 참새, 멧새, 제비, 섬휘파람새,
방울새, 동박새, 까치,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왕우렁이 등
식물상 부들, 수련, 마름, 이삭사초, 세모고랭이, 노랑꽃창포, 창포,
택사, 개구리갓, 개구리미나리, 개미자리, 물꼬챙이골,
청비녀골풀, 미나리, 가는가래, 말즘, 남방개 등
주변식물 갯 무 , 제 주 피 막 이 , 등 심 붓 꽃 , 바 위 채 송 화 , 토 끼 풀 ,
겨이삭, 왕모시풀, 찔레, 인동, 쑥, 보리뺑이, 사위질빵,
멍석딸기, 후박나무, 삼나무, 멀구슬나무, 예덕나무,
녹나무, 참식나무, 까마귀쪽나무, 팽나무, 동백나무,
수영, 제주피막이, 병풀, 콩제비꽃, 새머루, 졸방제비꽃,
괭이밥, 개망초, 처녀바디, 팔손이, 곰솔, 유채,
미나리아재비, 잔개자리, 냉이, 뚝새풀, 좀개불알풀,
꽃마리, 고마리, 닭의장풀, 제주양지꽃, 살갈퀴,
까마귀머루, 구릿대, 칡, 방가지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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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38-1
(N 33°02.03.46’” / E 126°51’02.10”)

개요

성산읍 삼달리, 1132번 도로 신풍교차로 북동쪽 400m
지점에서 서쪽 농로를 따라 1.7km 지점에 위치함.
자연연못으로 주위 농로와 경작지와 접해 있으나 수심은
깊은 못임

삼달리 습지

면적(㎡) 323.1

성산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중대백로,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왕잠자리, 청띠제비나비,
네발나비, 소금쟁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마름, 쇠털골

주변식물 환삼덩굴, 인동, 차풀, 비수리, 왕모시풀, 까마귀쪽나무,
예덕나무, 참식나무, 개미취, 여우콩, 쥐손이풀, 팽나무,
왕달맞이꽃, 쥐꼬리망초, 띠, 후박나무, 산짚신나물,
억새, 개여뀌, 벌노랑이, 개자리, 고들빼기, 줄사철,
까마귀머루, 쑥, 며느리밑씻개, 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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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59
(N 33°21’58.24” / E 126°51’06.30”)

삼달리 습지

면적(㎡) 265.6
개요

2

성산읍 삼달리, 1132번 도로 신풍교차로에서 서쪽 신풍리
방면으로 100m 지점 서쪽 농로 1.3km 지점에 위치.
서쪽은 농로와 인접해 있고 다른 쪽은 농지, 건물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형태임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밀잠자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마름, 가래

주변식물 닭의장풀, 참식나무, 쑥, 고사리, 곰솔, 멍석딸기, 억새,
띠, 까마귀쪽나무, 삼나무, 마, 청미래덩굴, 팽나무,
쥐똥나무, 자금우, 생달나무, 단풍마, 줄사철, 마가목,
천선과나무, 우묵사스래피, 예덕나무, 왕고들빼기,
쑥부쟁이, 사위질빵, 새머루, 보리수나무, 환삼덩굴,
쇠무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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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62
(N 33°22’01.88” / E 126°50’58.15”)

개요

성산읍 삼달리, 1132번 도로 신풍교차로에서 서쪽 신풍리
방면 100m 지점 서쪽 농로를 따라 1.4km 지점에 위치함.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으나 가뭄시기에는 물이 말라 초지화
되는 천이 초기 단계의 습지형태를 보이고 있음. 둘레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에 있는 초지대를 제외하면
농로가 나 있음

삼달리 습지

면적(㎡) 695.8

성산읍
지역

3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직박구리, 멧비둘기,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참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밀잠자리,
큰밀잠자리
식물상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질경이택사, 비녀골, 어리연꽃,
매자기, 고마리, 버드나무
주변식물 개 여 뀌 , 인 동 , 며 느 리 밑 씻 개 , 참 식 나 무 , 후 박 나 무 ,
보리수나무, 띠, 좁은잎천선과나무, 사스래피,
까마귀쪽나무, 천선과나무, 보리장나무, 우묵사스래피,
마, 굴거리, 가락지나물, 바위고사리, 쥐똥나무,
왕모시풀, 병풀, 제주피막이, 까마귀머루, 송악, 억새,
댕댕이덩굴, 칡, 찔레, 팔손이, 계요등, 띠, 강아지풀,
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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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774-1
(N 33°23’15.45” / E 126°49’53.57”)

삼달리 습지

면적(㎡) 913.7
개요

4

일출랜드 서쪽 성읍리 방향에서 삼달리 체육공원 방향
동쪽 농로를 따라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은
비포장 농로와 접하며 초지로 둘러싸여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노랑턱멧새, 까치, 제비, 박새,
왜가리, 줄장지뱀, 참개구리, 소금쟁이, 아시아실잠자리,
대왕잠자리, 방패실잠자리 등
식물상 수련, 마름, 이삭사초

주변식물 눈여뀌바늘, 개나리, 후박나무, 참식나무, 곰솔, 왕모시풀,
억새, 띠, 잔디, 예덕나무, 담팔수나무, 다래, 찔레, 팔손이,
송악, 팽나무, 청미래덩굴, 사스래피, 삼나무, 멍석딸기,
비자나무, 소리쟁이, 수영, 보리수나무, 계요등, 고들빼기,
방울새풀, 개불알풀, 닭의장풀, 솔나물, 인동, 사위질빵,
자귀나무, 살갈퀴, 잠자리피, 바위채송화, 말똥비름, 쑥,
잔개자리, 얼치기완두, 고사리, 제비꽃, 댕댕이덩굴,
장딸기, 씀바귀, 병풀, 제주피막이, 뽀리뱅이, 멍석딸기,
좁은잎미꾸리낚시, 가락지나물, 산꿩의밥, 괭이밥, 큰망초,
날개골풀, 주름잎, 뱀딸기, 좀고추풀, 졸방제비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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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762-2
(N 33°23’26.70” / E 126°49’52.53”)

개요

1 1 3 6번 삼달리 교차로에서 삼달체육 공 원 방 향 으 로
1.2km 지점 북쪽 농로를 따라 700m 지점 C & P 리조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낮은 돌담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수심이 깊지 않아 농로를 제외한 습지 주위는 늪지 형태로
되어 있음

삼달리 습지

면적(㎡) 390.0

성산읍
지역

5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북방산개구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꿩의밥, 곡정초, 비녀골, 이삭사초, 비드나무

주변식물 솔, 삼나무, 와싱톤야자, 여뀌, 쑥, 천선과나무, 좁은잎천선과나무,
예덕나무, 후박나무, 팔손이, 송악, 인동, 환삼덩굴, 계요등,
도깨비바늘, 쑥, 수까치깨, 산딸기, 수영, 찔레, 동백나무,
개구리발톱, 고추나물, 미나리아재비, 큰달맞이꽃, 개여뀌, 차풀,
띠, 활나물, 왕모시풀, 멍석딸기, 서덜취 등

327

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699-1
(N 33°24’00.77” / E 126°50’14.92”)

삼달리 습지

면적(㎡) 782.6
개요

6

모구리오름 남동쪽 1.2km, 신산공동묘지 북서쪽 1.7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연못으로 수질이 매우 좋아
습지식물이 풍부한 편임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왜가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물방개, 소금쟁이 등
식물상 가는가래, 어리연꽃, 물수세미, 가래, 마름,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등에풀
주변식물 고마리, 삼나무, 사스래피, 억새, 우묵사스래피, 후박나무,
천선과나무, 팔손이, 누리장나무, 곰솔, 찔레, 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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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882-1
(N 33°23’17.99” / E 126°49’34.32”)

개요

1136번 삼달리 교차로에서 서북쪽으로 1.8km 지점
삼달리 체육공원 입구에 위치한 인공연못으로 중앙에
정자가 있음

삼달체육공원못

면적(㎡) 302.2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멧비둘기, 꿩, 까치, 참새, 멧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노랑턱멧새, 방울새, 참개구리 등
식물상 부들, 수련, 노랑꽃창포, 개구리밥

주변식물 사철나무, 회양목, 우묵사스래피, 억새, 띠, 개민들레,
예덕나무, 멀구슬나무, 눈향나무, 동백나무,
사스래피, 찔레, 왕고들빼기, 꽝꽝나무, 곰솔, 대나무,
구실잣밤나무, 서덜취, 수까치깨, 담팔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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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900-9
(N 33°25’32.3” / E 126°52’46.1”)

대나물

면적(㎡) 391.3
개요

1119번 지방도(서성로) 수산 방면 수산리 사거리에서
다시 우측 16번국도(중산간도로)의 표선 방면으로 도로변
좌측에 위치해 있음. 이 못의 이름은 이 지역 일대가 드넓은
들판인데 아주 작은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함.
동북방향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인 고성 제1지구 농업용
관정이 설치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식물상 물꼬챙이골, 송이고랭이, 곡정초, 물달개비, 좀어리연꽃,
참녀비골풀, 눈여뀌바늘, 개구리자리, 바늘골 등
주변식물 억새, 띠, 예덕나무, 삼나무, 곰솔, 자귀풀, 찔레, 인동, 칡,
마디꽃, 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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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33
(N 33°26’18.20” / E 126°49’36.83”)

개요

금백조로 궁대악 입구 수산2리 사거리에서 동북쪽 농로를
따라 650m 지점, 돌리미오름 북쪽 100m 지점에 위치함.
동쪽 모퉁이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에만 물이 고이며,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 쌓여있음

돌리미못

면적(㎡) 899.3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노 루 , 제 주 족 제 비 , 직 박 구 리 , 노 랑 턱 멧 새 , 때 까 치 ,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소금쟁이, 땅강아지,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식물상 어리연, 마름, 세모고랭이, 파대가리, 택사, 이삭사초

주변식물 병풀, 제주피막이, 비수리, 향부자, 노랑원추리, 제비꽃,
여우팥, 띠, 억새, 곰솔, 댕댕이덩굴, 쥐꼬리망초, 강아지풀,
청미래덩굴, 쥐똥나무, 우묵사스래피, 예덕나무, 계요등,
달맞이꽃, 찔레, 왕모시풀, 산짚신나물, 뱀무, 돼지풀,
환삼덩굴, 사위질빵, 왕고들빼기, 망초, 개망초, 딱지꽃, 칡,
파리풀, 애기나리, 멍석딸기, 개여뀌, 닭의장풀, 초피나무,
쇠무릎, 무릇, 고사리, 매듭풀, 쑥, 산박하, 꾸지뽕나무,
등골나물, 새머루, 까마귀머루, 미나리아재비, 쥐손이풀,
선이질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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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835-1
(N 33°26’31.49” / E 126°51’36.49”)

이전물

면적(㎡) 2,080.7
개요

1136번 도로 수산2리 마을입구에서 남쪽으로
수산리마을체육공원을 조금 지나 마을 입구에 위치함.
동쪽은 도로이고 경계는 시멘트 포장위에 왕석이 있으며,
남쪽에는 인근 농경지로 진입하는 비포장농로가 있고,
서쪽과 북쪽은 농경지와 돌담으로 나누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시궁쥐, 제주등줄쥐, 작은땃쥐,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멧비둘기, 까치, 꿩, 참새, 직박구리,
박새, 동박새, 방울새, 곤줄박이, 유혈목이, 누룩뱀, 도마뱀,
줄장지뱀,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장구애비, 각시물자라, 물방개, 왕우렁이 등
식물상 갈대, 부들, 이삭사초, 어리연, 마름, 택사, 질경이택사,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미나리, 개구리갓, 개구리미나리 등
주변식물 고마리, 개여뀌, 왕모시풀, 모시풀, 새머루, 까마귀머르,
환삼덩굴, 뱀무, 닭의장풀, 쥐꼬리망초, 쑥, 억새, 띠,
사위질빵, 망초, 마, 계요등, 자금우, 생당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아왜나무, 예덕나무, 까마귀쪽나무, 삼나무,
곰솔, 꾸지뽕나무, 보리장나무, 차풀, 왕고들빼기, 찔레,
닭의장풀, 개민들레, 멍석딸기, 익모초, 칡, 팽나무,
큰달맞이꽃, 괭이밥, 큰비짜루국화, 망초, 개망초,
도깨비바늘, 미국가막사리, 미국자리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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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399-1
(N 33°26’25.80” / E 126°49’47.04”)

개요

폭남못

면적(㎡) 823.9

성산읍
지역

수산2리 궁대악 사거리에서 동북쪽 농로를 따라 1.3km
지점에 위치함. 궁대악 동북쪽 800m 지점으로 주위에
풍력발전기가 위치해 있고, 주변은 방목지로 이용 되고 있음.
못의 남동쪽에 유래에 대한 안내 입간판이 있음. 돌담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자연연못임. 현재는 북쪽의 낮은 돌담을 이용하여
가축이 드나들면서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 비 , 동 박 새 , 중 대 백 로 , 흰 뺨 검 둥 오 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참개구리,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대왕잠자리,
소금쟁이 등
수련, 마름, 세모고랭이, 남방개, 버드나무 등

식물상
주변식물 큰 비 짜 루 국 화 , 닭 의 장 풀 , 뱀 무 , 으 아 리 , 사 위 질 빵 ,

쥐똥나무, 왕모시풀, 찔레, 망초, 돼지풀, 여우콩, 여우팥,
쇠무릎, 쥐꼬리망초, 탑꽃, 매듭풀, 비수리, 쑥, 띠, 억새,
등골나물, 예덕나무, 팽나무, 서덜취, 멍석딸기, 모시풀,
꾸지뽕나무, 환삼덩굴, 토끼풀, 가락지나물, 딱지꽃,
하늘타리, 큰달맞이꽃, 애기달맞이꽃, 쥐손이풀, 개망초,
제비꽃, 졸방제비꽃, 콩제비꽃, 단풍제비꽃, 누리장나무,
생달나무, 송악, 개여뀌, 쑥, 고사리, 바위고사리, 봉의꼬리,
곰솔,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 선밀나물, 산앵도나무,
마, 후박나무, 담쟁이덩굴, 새머루, 한련초, 돌외, 실망초,
강아지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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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0
(N 33°25’43.78” / E 126°50’35.12”)

한못

면적(㎡) 3,722.4
개요

1119번 도로 수산2리 입구 삼거리에서 성읍리 방면으로
2km 지점 북쪽 농로의 900m 지점에 위치함. 주변에
수산굴이 있고, 연못 북쪽에 공터가 있으며, 공터가 있는
농로 삼거리 근처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 동쪽과
북쪽은 농로와 경계가 불분명하나 지형적으로 분리되며,
남쪽 초지와 서쪽 농경지는 돌담으로 구분됨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등줄쥐, 꿩, 직박구리, 까치, 제비, 참새, 노랑턱멧새,
동박새,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흰뺨검둥오리, 유혈목이,
줄장지뱀,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물장군,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물방개, 각시물자라, 장구애비,
청띠제비나비,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좀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세 모 고 랭 이 , 송 이 고 랭 이 , 전 주 물 꼬 리 풀 , 좀 어 리 연 ,
남방개, 어리연, 마름, 미나리, 곡정초, 질경이택사, 택사,
수염가래꽃, 사마귀풀, 외꽃, 개구리갓 등
주변식물 노랑원추리, 땅나리, 쥐똥나무, 후박나무, 망초, 개망초,
억새, 띠, 왕모시풀, 돼지풀, 무릇, 제주피막이, 병풀,
강아지풀, 가락지나물, 개여뀌, 여뀌, 기생여뀌, 매듭풀,
찔레, 삼나무, 예덕나무, 여우콩, 멍석딸기, 실망초,
개민들레, 좀고추나물, 큰비짜루국화, 쇠무릎, 뽀리뱅이,
서덜취, 비수리, 차풀, 환삼덩굴, 칡, 산짚신나물, 마,
고비, 고사리, 낭아초, 잠자리피, 한련초, 수크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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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84

(N 33°25’45.72” / E 126°50’23.09”)

개요

1119번 도로 수산2리 입구 삼거리에서 성읍리 방면으로
2km 지점 북쪽 농로를 따라 900m 지점인 서목에서 다시
서쪽 농로로 350m 지점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지형에 의해
농로와는 낮은 돌담으로 구분되어 있음

한못서못

면적(㎡) 463.3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황로, 왜가리, 쇠백로,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유혈목이, 쇠살모사, 아시아실잠자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식물상 세모고랭이, 송이고랭이, 남방개, 마름, 미나리, 질경이택사,
택사, 사마귀풀, 부처꽃
주변식물 노 랑 원 추 리 , 땅 나 리 , 꾸 지 뽕 나 무 , 억 새 , 띠 , 돼 지 풀 ,
제주피막이, 병풀, 강아지풀, 가락지나물, 찔레, 삼나무,
예덕나무, 멍석딸기, 큰비짜루국화, 쇠무릎, 환삼덩굴, 칡,
산짚신나물, 우묵사스래피, 사스래피, 고사리, 딱지꽃,
쥐손이풀, 한련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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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00
(N 33°25’42.93” / E 126°49’35.52”)

후곡악못

면적(㎡) 554.0
개요

곡악(뒤굽은이) 남서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야초지로 둘러싸여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중대백로,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줄장지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남방개, 수염가래꽃, 개구리갓

주변식물 노랑원추리, 땅나리, 새우난초, 억새, 띠, 왕모시풀, 찔레,
환삼덩굴, 인동, 청미래덩굴, 쥐똥나무, 보리수나물,
곰솔, 개민들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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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334
(N 33°23’06.35” / E 126°53’07.32”)

개요

성산읍 신산리 신산포구 동북쪽 600m 지점 환해장성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콘크리트 인공구조로 만들어진
저류지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개의 저류지로
나누어져 있고, 울타리와 칸막이 담장의 높이는 2m 정도임

신산저류지

면적(㎡) 2,229.9

성산읍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산제비나비, 청띠제비나비, 각시물자라, 물매암이 등
식물상 부레옥잠, 마름, 가래, 세모고랭이, 이삭사초

주변식물 개여뀌, 삼나무, 망초, 환삼덩굴, 사위질빵, 개망초,
까마귀쪽나무, 우묵사스래피, 참식나무, 하 늘 타 리 ,
애기땅빈대, 고들빼기, 애기달맞이꽃, 큰달맞이꽃,
쇠비름, 마디풀, 괭이밥, 사철나무, 미국가막사리,
거지덩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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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47-4
(N 33°22’59.34” / E 126°52’18.45”)

신산리 습지

면적(㎡) 411.2
개요

1

성산읍 신산리 1132번 도로 신산교차로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동쪽은 주차장과 서쪽은
비닐하우스와 경계이며, 남쪽과 북쪽은 하천이 연결된
하천 중간 저류시설로 둘레는 왕석으로 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알락도요, 깝작도요,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박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황로, 참새,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큰밀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염주, 창포, 세모고랭이, 마름

주변식물 참식나무, 개망초,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쑥, 왕모시풀,
계요등, 수까치깨, 봉의꼬리, 큰봉의꼬리,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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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883
(N 33°25’51.01” / E 126°54’55.97”)

개요

신양리 해안은 성산포 육계사주의 만입부에 형성되어
있는 사빈으로 섭지코지로 인해 만을 이루고 있는
안쪽에 형성된 사구지대임. 섭지코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여 해수욕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만의 내부
평균폭은 700m, 신양포구까지의 길이는 800m정도임.
신양리층인 연안성퇴적물이 성산, 오조리 마을에서부터
이어진 지역으로 대규모 파식대 위에 화산쇄설물, 현무암력,
패각편이 존재하는데 해수욕장을 이루는 모래의 구성
중 패사는 적은 편임. 또한, 패각은 주로 굴, 소쿠리조개,
밤색무늬조개, 돌맛조개 등이 화석화되어 박혀있음

신양해안

면적(㎡)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알락오리, 넓적부리, 흰물떼새,
꼬마물때새, 민물도요, 청다리도요, 논병아리, 개꿩,
쇠백로, 왜가리, 흑로, 가마우지, 바다직박구리, 숭어,
어랭놀래기류, 풀색해변말미잘, 군부, 연두군부, 벌레군부,
둥근배무래기, 보말고둥, 밤고둥, 개울타리고둥, 비단고둥,
댕가리, 눈알고둥, 갈고둥, 큰입술고등, 좀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등
식물상 수송나물, 좀보리사초,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씀바귀,
갯메꽃, 갯무, 갯쇠보리, 갯방풍, 모래지치, 갯금불초,
돌가시나무, 갯강활, 암대극, 갯까치수영, 갯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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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129-1
(N 33°21’5.28” / E 126°51’27.15”)

고타리못

면적(㎡) 1,208.0
개요

132번 도로 신천리 교차로에서 신풍리 방향으로 동북쪽
750m 지점 동쪽 해안가 에 위치하고 있음. 농로와의
경계는 왕석으로 되어 있으며, 남쪽과 동쪽 농경지와의
경계는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음

생물상
동물상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직박구리, 까치, 참새, 멧비둘기,
방울새, 박새, 섬휘파람새, 미꾸라지, 대왕잠자리,
각시물자라, 물방개, 소금쟁이, 고추잠자리, 왕우렁이,
다슬기 등
식물상 수련, 세모고랭이, 남방개, 송이고랭이 등

주변식물 큰빗자루국화, 파대가리, 흰꽃나도샤프란, 모시풀,
미국가막사리, 개여뀌, 좀깨풀, 강아지풀, 잠자리피,
방동사니, 수크령, 억새, 띠, 곰솔, 우묵사스레피,
까마귀쪽나무, 삼나무, 예덕나무, 도꼬마리, 왕모시풀,
눈여뀌바늘, 담쟁이, 송악, 참식나무, 찔레, 사철나무,
닭의장풀, 인동, 왕고들빼기, 금강아지풀, 탑꽃,
쥐꼬리망초, 쇠무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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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283
(N 33°22’10.86” / E 126°49’44.23”)

개요

1136번 도로 삼달리 교차로에서 남서쪽 삼달-신풍로를
따라 1.8km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난 남산봉로로 850m
지점 남서쪽 50m 지점에 위치. 두개의 못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 쪽 주 차 장 과 도 로 로 나 누 어 져 서 도 로 쪽 에 는
왕석으로 둘러싸여 있음. 경작지 쪽은 모두 돌담으로
경계되어 있고, 2개의 못 중간에 명칭의 유래를 알리는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사전이못

면적(㎡) 141.7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유혈목이, 쇠살모사,
북방산개구리, 제주도롱뇽,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물양귀비, 어리연, 수련, 가는가래, 버드나무,
택사, 이삭사초, 좁은잎미꾸리낚시, 부처꽃 등
주변식물 억새, 띠, 삼나무, 후박나무, 편백, 참식나무, 보리수나무,
하늘타리, 찔레, 왕모시풀, 쑥, 예덕나무, 곰솔, 살갈퀴,
한련초, 기생여뀌, 사상자, 모시풀, 멀구슬나무,
쇠고비, 까마귀쪽나무, 아왜나무, 송악, 담쟁이덩굴,
제주피막이, 수영, 벌깨냉이, 냉이, 바랭이, 애기솔나물,
갈퀴꼭두서니, 환삼덩굴, 고추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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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318-1
(N 33°21’49.89” / E 126°50’57.26”)

신풍리 습지

면적(㎡) 625.4
개요

1

성산읍 신풍리, 1132번 도로 신풍교차로에서 서쪽으로
1.6km 지점에서 북쪽 농로 500m 지점에 위치함. 습지의
남쪽은 축사와 닿아 있고, 축사 옆으로 습지로 갈 수 있는
입구가 있음. 습지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뭄시 동남쪽
부위에만 연못이 형성되고, 동쪽은 농경지와 닿아 있어
1.5m의 돌담이 쌓아져 있음. 북서쪽 습지는 가뭄시기에
물이 없으나 식생은 습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임.
동남쪽의 수심이 깊은 곳은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 깊게
작업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노루, 제주족제비, 직박구리, 쇠백로,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참새, 까치, 멧비둘기, 박새, 방울새, 노랑턱멧새, 멧새,
참개구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아시아실잠자리,
왕잠자리, 밀잠자리, 청띠제비나비 등
식물상 네가래, 가래, 이삭사초, 세모고랭이, 마름, 질경이택사,
어리연꽃, 비녀골, 개구리갓, 쇠털골, 부처꽃, 버드나무 등
주변식물 실망초, 가락지나물, 새머루, 망초, 차풀, 개여뀌, 기생여뀌,
개망초, 띠, 삼나무, 예덕나무, 억새, 왕모시풀, 개미탑,
수까치깨, 병풀, 제주피막이, 며느리밑씻개, 수크령,
강아지풀, 도꼬마리, 멍석딸기, 곰솔, 보리수나무, 제비꽃,
차풀, 점나도나물, 한련초, 미국가막사리, 도깨비바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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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32
(N 33°21’20.97” / E 126°51’48.58”)

개요

1132번 도로 신천교차로에서 북동쪽으로 1.4km 지점에서
해안 쪽 농로 100m 거리에 위치함. 마을 공동목장의 서쪽
끝 부분에 위치하며, 인가와 못 사이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음. 동쪽과 남쪽에는 우마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돌담이
간헐적으로만 쌓여있는 형태이며, 우마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임

신풍리 습지

면적(㎡) 848.8

성산읍
지역

2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연, 어리연, 질경이택사, 송이고랭이, 마름, 쇠털골, 등에풀,
물고추나물, 눈바늘여뀌
주변식물 동백나무, 수크령, 피막이, 닭의장풀, 돌가시나물, 곰솔,
예덕나무, 우묵사스레피, 금강아지풀, 큰빗자루국화,
방동사니, 좀깨풀, 왕고들빼기, 개여뀌, 주름조개잎,
파대가리, 미나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여뀌,
억새, 띠, 개요등, 무릇, 쑥, 왕모시풀, 해국, 사마귀풀,
수영, 소리쟁이, 수국, 철쭉, 문주란, 멍석딸기, 환삼덩굴,
자주괭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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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33-1
(N 33°27’39.33” / E 126°54’51.62”)

논 동 네 물 논( 물

면적(㎡) 1,650.4
개요

)

성산읍 오조리, 1132번 도로 오조교차로 200m 북쪽에서
왼쪽 길을 따라 500m 지점에서 오조리 마을회관
앞에 위 치 하 며 주 변 은 도 로 이 거 나 체 육 시 설 , 인 가 로
형성되어 있음. 과거 동네를 논동네라 불렸다 하여
논동내물(논물)이라 함

생물상
동물상 왜 가 리 , 흰 뺨 검 둥 오 리 , 쇠 백 로 , 황 로 , 직 박 구 리 ,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제주족제비 등
식물상 수련, 갈대

주변식물 소 리 쟁 이 , 광 대 나 물 , 닭 의 장 풀 , 토 끼 풀 , 까 마 중 ,
뽀리뱅이, 괭이밥, 쑥, 강아지풀, 미국가막사리, 계요등,
왕모시풀, 도깨비고비, 망초, 서양민들레, 수영, 쇠무릎,
방가지똥, 수크령, 이고들빼기, 사위질빵, 살갈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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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24-1
(N 33°27’28.60” / E 126°54’54.66”)

개요

성산읍 오조리, 1132번 도로 오조교차로에서 옛 일주도로로
진입하여 700m 지점에서 오조리 마을 쪽으로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마을 내에 사찰인 봉원사 북쪽에
위치한 습지로 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에는
주택가가 들어서 있으며, 마을 내부 도로를 경계로 3군데로
나누어져 있음. 서쪽과 중앙의 못은 수량이 풍부한 편이나
동쪽은 늪지 형태임

봉원사 습지

면적(㎡) 3,207.8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시궁쥐, 작은땃쥐, 참새, 제비, 황로, 왜가리,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동박새, 참개구리, 청개구리,
쇠살모사, 유혈목이, 붕어, 미꾸라지, 왕우렁,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등
식물상 갈대, 개구리밥, 이삭사초, 노랑꽃창포, 부들, 미나리,
남방개 등
주변식물 팽 나 무 , 왕 모 시 풀 , 까 마 귀 쪽 나 무 , 곰 솔 , 삼 나 무 ,
환삼덩굴, 모시풀, 나팔꽃, 한련초, 둥근잎유홍초,
사철나무, 쑥, 예덕나무, 참식나무, 찔레, 칡, 쥐똥나무,
우묵사스래피, 쇠무릎, 강아지풀, 방가지똥, 기장대풀,
하늘타리, 수영, 소리쟁이, 원추리, 유채, 닭의장풀, 차풀,
댕댕이덩굴, 익모초, 억새, 새콩, 뱀딸기, 뱀무, 거지덩굴,
개망초, 고들빼기, 큰달맞이꽃, 사위질빵, 후박나무,
참식나무, 보리수나무, 보리장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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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57-5

(N 33°27’30.59” / E 126°55’16.53”)

성산 오조리 철새도래지

면적(㎡)
개요

지면이 주로 조개와 소라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양리퇴적층에는
아직도 조개화석을 흔하게 볼 수 있어 자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임.
이 모래사주에 의해 생겨난 만의 서쪽이 성산포 오조리 철새도래지
인데 평균수심은 120cm정도, 면적은 1.54㎢임

생물상
동물상 흑기리기, 흑부리오리, 알락오리,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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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가창오리,
쇠오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검은머리흰죽지, 흰뺨오리,
흰비오리, 바다비오리, 비오리, 물총새, 쇠물닭, 물닭,
흑꼬리도요, 학도요, 청다리도요, 깝작도요, 좀도요,
민물도요, 장다리물떼새, 꼬마물떼새, 흰물떼새, 댕기물떼새,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물수리, 논병아리, 귀뿔논병아리,
검은목논병아리, 가마우지, 쇠백로, 노랑부리백로, 흑로,
왜가리, 중백로, 황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아비,
큰회색머리아비, 백할미새, 풀색해변말미잘, 가시굴, 갯고둥,
눈알고둥, 울타리고둥, 밤고등, 반지락, 갯지렁이, 무늬발게 등
갈대, 좀씀바귀, 순비기나무, 쑥, 갯메꽃, 갯까치수영, 갯질경,
해홍나물, 쥐똥나무, 흰대극, 갯무, 좀보리사초, 계요등,
사철나무, 소라쟁이, 갯무, 쑥, 갈퀴꼭두서니, 사철쑥, 갯완두,
나문재, 모래지치, 갯잔디, 돌가시나무, 갯방풍, 갯씀바귀 등

Ⅱ.
제주습지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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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99-11
(N 33°25’8.83” / E 126°54’24.67”)

개요

)

성산읍 온평리, 1132번 도로를 따라 온평리 마을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진입한 후 환해장성로로 접어든 300m
지점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도로와 연접해 있으며, 최근
서쪽에 공장이 들어서서 왕석으로 도로와 구분되어 있음

다 래 물 다( 려 물

면적(㎡) 730.5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새, 까치, 제비,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큰부리까마귀, 동박새, 참개구리,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물방개, 물매암이,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
식물상 마름, 어리연꽃, 노랑어리연꽃, 세모고랭이, 미나리, 말즘,
질경이택사
주변식물 찔레, 억새, 왕모시풀, 우묵사스래피, 띠, 까마귀쪽나무,
생달나무, 녹나무, 참식나무, 아왜나무, 망초, 개망초,
왕고들빼기, 쑥, 닭의장풀, 서덜취, 환삼덩굴, 강아지풀,
멍석딸기, 좀가지풀, 미국가막사리, 큰비짜루국화,
한련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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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12-1
(N 33°24’52.84” / E 126°53’05.63”)

연수물

면적(㎡) 1,384.5
개요

성산읍 온평리, 1132번 도로 온평리 상동교차로에서 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함. 과거 못이었던 곳이나 현재는
도로공사 후 저류지로 만들어져 있으나, 물이 없어
초지화단계이고 주위는 콘크리트 경계에 왕석이 둘러
싸여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딱새 등
주변식물 왕모시풀, 왕고들빼기, 환삼덩굴, 삼나무, 예덕나무,
망초, 개망초, 억새, 띠, 쥐꼬리망초, 수까치깨, 쇠비름,
깨풀, 멍석딸기, 고삼, 쑥, 인동, 후박나무, 까마귀쪽나무,
칡, 닭의장풀, 계요등, 복분자, 산딸기, 병풀, 고사리,
좀향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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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577
(N 33°24’30.87” / E 126°53’50.71”)

개요

성산읍 온평리, 1132번 도로 서쪽에 위치한 온평초등학교
북쪽에 조성된 인공 연못임

온평초 연못

면적(㎡) 212.2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참개구리, 금붕어, 붕어,
고추잠자리, 밀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소금쟁이,
물땡땡이 등
식물상 수련, 노랑어리연꽃, 매자기, 버드나무, 노랑꽃창포,
부처꽃, 물수세미, 검정말, 질경이택사, 세모고랭이 등
주변식물 양장구채, 망초, 개망초, 비수리, 제주피막이, 마디풀,
정금나무, 개미탑, 애기수영, 개자리, 벌노랑이, 곰솔,
개미탑, 땅빈대, 개민들레, 졸방제비꽃, 콩제비꽃,
토끼풀, 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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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08-1
(N 33°24’51.76” / E 126°53’56.70”)

한지물

면적(㎡) 5,659.6
개요

성산읍 온평리, 1132번 도로 온평리 상동교차로에서 서쪽
1.4km 지점에 위치함. 주변 인근 황토마을 조성과정에서
완전히 매립되어 원형이 사라진 상태임

생물상
동물상 꿩, 제비, 까치, 참새, 멧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직박구리,
방울새, 멧비둘기 등
주변식물 고 마 리 , 삼 나 무 , 환 삼 덩 굴 , 팽 나 무 , 곰 솔 , 찔 레 ,
청미래덩굴, 왕모시풀, 띠, 억새, 흰명아주, 쇠무릎, 비름,
인동, 왕고들빼기, 개민들레, 예덕나무, 망초, 개망초,
멍석딸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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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704-1
(N 33°24’54.47” / E 126°53’44.27”)

개요

성산읍 온평리, 1132번 도로 온평리 상동교차로에서
서쪽 500m 지점에 위치함. 온평리 혼인지 동쪽에 위치한
저수지로 높이 1.5m 돌담으로 된 울타리로 조성되어 있음

혼인 저수지

면적(㎡) 680.1

성산읍
지역

생물상
동물상 참새, 까치,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직박구리, 박새,
동박새, 딱새,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제주도롱뇽,
고추잠자리, 소금쟁이, 물방개, 고추잠자리, 큰밀잠자리,
밀잠자리, 왕우렁이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올갱이, 부들, 마름, 수련, 미나리, 부처꽃 등

주변식물 노랑원추리, 조록나무, 큰달맞이꽃, 애기달맞이꽃, 인동,
강활, 곰솔, 아왜나무, 참식나무, 새덕이, 봉의꼬리,
청미래덩굴, 우묵사스래피, 생달나무, 찔레, 팽나무,
새머루, 해녀콩, 고들빼기, 댕댕이덩굴, 띠, 쥐똥나무,
왕모시풀, 모시풀, 예덕나무,강아지풀, 보리수나무,
보리장나무, 띠, 억새, 갈퀴덩굴, 계요등, 까마귀머루,
하늘타리, 개여뀌, 비수리, 고사리, 송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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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습지위치(좌표)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로 39-22
(N 33°24’53.20” / E 126°53’38.67”)

혼 인 지 못 흰( 죽

면적(㎡) 2,143.0
개요

)

종달∼표선간 일주도로변 온평리 지경에서 혼인지
이정표가 있는 남쪽으로 나있는 아스팔트 포장길을 따라
진입이 가능함. 이 ‘연못’은 탐라의 시조 고·양·부 삼신이
‘벽란국’ 3공주를 배필로 삼아 혼례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 곳으로 드넓은 벌판의 암반지대에 봉천수에 의해
2개의 연못이 나란히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은 ‘혼인지’라고
하기 보다는 ‘흰죽’ 또는 ‘흰죽물’이라고 즐겨 부름.
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까지 이 연못의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함은 물론 농업용수 및 우마 급수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2개의 연못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게, 물매암이, 물방개,
참개구리, 쇠살모사, 왕우렁이 등
식물상 수련, 좀어리연꽃, 질경이택사, 가래, 버드나무, 수궁초,
기 장 대 풀 , 자 귀 풀 , 미 꾸 리 낚 시 , 택사, 골풀, 조개풀,
바늘골, 물꼬챙이골, 수련, 가래, 부처꽃, 곡정초, 개수염,
송이고랭이 등
주변식물 억새, 띠,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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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도면
지역
우도면 지역은 연평리에 있는 19개소의 습지에 대해서 제시함

연평리 남방개못, 비양동 물동, 소먹는물, 양벵방통, 우도 습지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도저수지, 진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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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82-5
(N 33°29'57.58" / E 126°56'49.42")

개요

천진항 북쪽이며, 우도 산호해변에서 남동쪽 500m 부근에 두
개의 습지가 길 좌․ 우로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경작지와
주택 등이 분포하고 있음

남방개못

면적(㎡) 294.1

우도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섬휘파람새, 까치, 제비,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 꿩, 동박새 등
식물상 갈대, 부들, 톱니나자스말, 세모고랭이, 가래, 개구리밥 등

주변식물 큰비짜루국화, 수영, 큰방가지똥, 유채, 환삼덩굴, 쇠무릎,
토끼풀, 쑥, 소리쟁이, 왕모시풀, 사철나무, 닭의장풀, 명아주,
마디풀, 병풀, 광대나물,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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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78-12
(N 33°30'31.33" / E 126°57'53.79")

비양동 물통

면적(㎡) 422.4
개요

검멀레 해변의 북쪽이며, 우도제일교회에서 동쪽으로 400m
부근에 위치. 물통 주변지역은 농경지와 주택 등이 분포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참새, 까치,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깝작도요, 백할미새, 왜가리, 중대백로,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섬휘파람새, 까치,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수련, 갈대, 민나자스말

주변식물 인동덩굴, 사철나무, 광대나물, 새머루, 왕모시풀, 분꽃,
계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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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82
(N 33°29'43.18" / E 126°57'48.72")

개요

우도봉 분화구 내 우도저수지 남쪽, 초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목지에서 우마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소먹는물

면적(㎡) 49.0

우도면
지역

생물상
동물상 꿩, 직박구리, 떼까마귀, 까치, 섬휘파람새,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주변식물 잔 디 , 큰 비 짜 루 국 화 , 질 경 이 , 강 아 지 풀 , 돌 가 시 나 무 ,
가시엉겅퀴, 띠, 병풀, 잠자리피, 참새피, 향부자, 멍석딸기, 쑥,
왕모시풀, 갯쑥부쟁이, 우묵사스레피, 왕갯쑥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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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540-3
(N 33°30'04.42" / E 126°30'04.36")

양벵방통

면적(㎡) 1,695.1
개요

천진항에서 우도면사무소 방향으로 700m 지점 좌측에
위치하고 있음. 식수로 사용했던 곳은 방치된 상태이며, 자갈로
메워져 있음. 1964년에 준공하였던 표식만 남아있고, 옆에 큰
물통이 2개 있는데, 한쪽에는 수련이 서식하고 있고, 다른 쪽은
주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생물상
동물상 떼까마귀, 방울새, 왜가리,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알락할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수련, 남방개

주변식물 칡, 찔레, 인동덩굴, 사철나무, 억새, 띠, 우묵사스레피,
갓, 새머루, 돈나무, 미나리아재비, 살갈퀴, 쑥, 강아지풀,
바랭이새, 유채, 망초, 수영, 방가지똥, 민들레, 미꾸리낚시,
명아주, 환삼덩굴, 돌가시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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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216
(N 33°30'56.70" / E 126°57'02.84")

개요

수덕사 동쪽, 하고수동 해변 북서쪽에 위치함.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취수대가
설치되어 있음

우도습지

면적(㎡) 699.1

우도면
지역

1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떼까마귀 등
식물상 수련, 개구리밥

주변식물 사철나무, 당아욱, 살갈퀴, 광대나물, 개불알풀, 방가지똥,
갓, 병풀, 띠, 억새, 인동덩굴, 쑥, 개여뀌, 조뱅이, 수영,
향부자, 유채, 갯무, 왕모시풀, 모시풀, 돌가시나무,
갈퀴꼭두서니, 계요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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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209
(N 33°30'53.42" / E 126°57'14.87")

우도습지

면적(㎡) 340.3
개요

2

수덕사 남동쪽, 하고수동 해변에서 서쪽 30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갈대

주변식물 억새, 띠, 쑥, 살갈퀴, 갓, 큰방가지똥, 돌가시나무, 광대나물,
사철쑥, 개불알풀, 갯무, 별꽃, 개미자리, 냉이, 환삼덩굴,
딱지꽃, 망초,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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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8-3
(N 33°31'20.76" / E 126°57'11.03")

개요

우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망루앞 삼거리의 우도리조트 북동쪽에
맞닿아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습지임. 사각의 형태로 정비가
되어 있고, 주변에는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우도습지

면적(㎡) 276.9

우도면
지역

3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떼까마귀 등

식물상
주변식물 억새, 띠, 쑥, 돌가시나무, 왕모시풀, 병풀, 강아지풀, 소리쟁이,
소철, 큰비짜루국화, 방가지똥, 멍석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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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786-2
(N 33°31'22.48" / E 126°57'14.19")

우도습지

면적(㎡) 88.6
개요

4

우도의 북쪽에 있는 우도리조트 동북쪽 13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초지와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바다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떼까마귀 등
식물상 부들, 남방개, 세모고랭이

주변식물 망초, 졸방제비꽃, 수영, 왕모시풀, 띠, 억새, 흰젖제비꽃,
호제비꽃, 강아지풀, 제주피막이, 순비기나무, 왕갯쑥부쟁이,
토끼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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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1-1
(N 33°30'43.20" / E 126°56'45.94")

개요

우도면사무소에서 북서쪽 900m 부근 우도면 환경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출방지를 위한 방수막 위에 물이 고인
형태임. 남쪽에는 관리시설과 환경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음

우도습지

면적(㎡) 444.6

우도면
지역

5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갈대, 톱니나자스말, 개구리밥

주변식물 왕모시풀, 억새, 띠, 쑥, 소리쟁이, 갓, 유채, 살갈퀴, 강아지풀,
감국, 방가지똥, 털질경이, 큰비짜루국화, 왕갯쑥부쟁이,
까마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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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559-2
(N 33°30'22.10" / E 126°57'38.46")

우도습지

면적(㎡) 269.5
개요

6

우도초·중학교의 동쪽 500m 부근, 우도제일교회의 남쪽에
위치한 펜션의 정원 내에 조성된 못임. 울타리는 왕석으로
둘러져 있으며, 주위는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수련

주변식물 곰솔, 소철, 잔디, 종려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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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097
(N 33°31'10.91" / E 126°57'25.31")

개요

하고수동 해변의 북쪽, 독진곶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파평윤씨공원 동쪽에 있음. 주변지역은 묘지가 산재해있고
대부분 경작지 등이 분포함

우도습지

면적(㎡) 38.8

우도면
지역

7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떼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주변식물 억새, 띠, 왕모시풀, 망초, 큰비짜루국화, 댕댕이덩굴,
돌가시나무, 살갈퀴, 방울비짜루, 새머루, 인동덩굴,
가시엉겅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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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089-3
(N 33°31'12.29" / E 126°57'23.03")

우도습지

면적(㎡) 37.2
개요

8

하고수동 해변의 북쪽, 독진곶의 서북쪽에 위치. 파평윤씨공원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지역은 묘지가 산재해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생물상
동물상 왜가리, 직박구리, 바다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멧비둘기, 참새, 박새, 섬휘파람새, 까치, 떼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남방개, 세모고랭이, 알방동사니

주변식물 수 크 령 , 띠 , 억 새 , 강 아 지 풀 , 사 철 나 무 , 쥐 꼬 리 망 초 ,
돌가시나무, 인동덩굴, 제주피막이, 털머위, 도깨비고비,
큰비짜루국화, 왕갯쑥부쟁이, 가시엉겅퀴, 모시풀,
댕댕이덩굴, 품솜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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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13
(N 33°29'54.17" / E 126°58'07.13")

개요

우도 동남쪽의 검멀레 해변에서 동북쪽으로 220m 부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에는 대부분 초지와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우도습지

면적(㎡) 234.4

우도면
지역

9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가마귀,
떼까마귀, 제비, 동박새 등
주변식물 띠, 억새, 왕모시풀, 큰비짜루국화, 사철나무, 갯강활,
보리장나무, 소리쟁이, 수영, 천궁, 강아지풀, 돌가시나무,
유채, 병풀, 쥐손이풀, 닭의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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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02-1
(N 33°30'28.34" / E 126°57'44.58")

우도습지

면적(㎡) 275.9
개요

10

우도 제일교회 동남쪽 190m 부근의 길에 맞닿아 위치함.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가 분포해 있음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꿩,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
제비 등
식물상 수련

주변식물 사철나무, 계요등, 보리장나무, 인동덩굴, 왕모시풀, 쑥,
왕갯쑥부쟁이, 강아지풀, 금강아지풀, 쇠무릎, 돌가시나무,
멍석딸기, 새머루, 예덕나무, 보리수나무 등

368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832-2
(N 33°29'46.55" / E 126°56'55.04")

개요

우도 천진항 동북쪽에 위치한 우도파출소에서 북서쪽으로
400m 지점에 위치함. 길가 공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2개의 못이
있음

우도습지

면적(㎡) 129.9

우도면
지역

11

생물상
동물상 까치, 황조롱이, 왜가리,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바다직박구리,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세모고랭이, 남방개, 개구리밥, 톱니나자스말

주변식물 까마귀쪽나무, 사철나무, 다정큼나무, 인동덩굴, 띠, 수크령,
돌가시나무, 쑥, 강아지풀, 예덕나무, 누리장나무, 소리쟁이,
병풀, 갓, 쇠비름, 방가지똥, 광대나물, 큰방가지똥, 털진득찰,
살갈퀴, 왕모시풀, 익모초, 개망초, 환삼덩굴, 참새피,
큰비짜루국화, 달래, 흰꽃나도사프란, 제주피막이, 토끼풀,
냉이, 마디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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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44
(N 33°30'35.63" / E 126°57'00.01")

우도습지

면적(㎡) 686.2
개요

12

우도 서광리사무소에서 북쪽 하우목동 마을 안으로 200m
지점 동쪽 농로를 따라 150m 지점의 북쪽에 위치함. 길에서
수면까지 2m 깊이 정도 2개의 못으로 되어 있고, 못 주위는
시멘트와 돌담으로 농경지와 구분됨. 2개의 못 사이에는
시멘트벽으로 나누어져 있고 남쪽 못 입구는 농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입구쪽에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까치, 참새, 박새, 직박구리, 멧새, 섬휘파람새,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 꿩, 바다직박구리, 방울새 등
식물상 부들, 세모고랭이, 개구리밥

주변식물 사철나무, 왕모시풀, 계요등, 돌가시나무, 쑥, 꼭두서니, 달래,
멍석딸기, 인동덩굴 등

370

Ⅱ.
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491-4
(N 33°30'07.21" / E 126°57'38.52")

개요

조일리 윗동네 마을안쪽 삼거리에서 우도초등학교 방면으로
160m지점에 위치함. 저류시설로 공사된 것으로 건조기에는
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때가 많음

우도습지

면적(㎡) 2,246.4

우도면
지역

13

생물상
동물상 직박구리, 꿩,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 방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까치, 제비 등
주변식물 큰비짜루국화, 수영, 소리쟁이, 명아주, 여뀌, 환삼덩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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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지역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82
(N 33°29'44.07" / E 126°57'46.95")

우도저수지

면적(㎡) 12,639.7
개요

우도봉 정상부 분화구의 북쪽에 위치함. 바닥은 방수막으로 되어
있으며, 둘레는 높이 2m 이상의 뚝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뚝방
위에 철망이 처져 있어 내부 출입이 차단되어 있음

생물상
동물상 꿩, 직박구리, 떼까마귀, 까치, 노랑턱멧새, 때까치, 방울새,
알락할미새, 멧비둘기, 멧새, 참새, 박새, 딱새, 곤줄박이,
섬휘파람새, 까치, 제비, 동박새 등

식물상
주변식물 쥐꼬리망초, 질경이, 수영, 가락지나물, 괭이밥, 병풀,
가시엉겅퀴, 호제비꽃, 개여뀌, 멍석딸기, 돌가시나무, 쑥,
왕갯쑥부쟁이, 개민들레, 망초, 억새, 띠, 도깨비고비, 으아리,
곰솔, 꼭두서니, 쇠무릎, 쥐손이풀, 파리풀, 인동덩굴, 새머루,
갯기름나물, 칡, 제주피막이, 다정큼나무, 양지꽃, 당아욱,
큰방가지똥, 개망초, 천선과나무, 돈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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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습지
현황 및
특성

습지위치(좌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513
(N 33°30'10.13" / E 126°57'33.66")

개요

진사통

면적(㎡) 1,223.3

우도면
지역

진사터은 제주목 좌면의 개척적인 유이민이 들어와 다다음해에
진사 김석린이 훈학하던 곳으로 물통은 당시 축조한 것으로 흔히
진사통이라고 불려 짐. 김진사는 조천리의 선비 난곡 김양수의
선친으로 1828년 진자시험에 합격한 최고 지성인으로 특히,
관리들의 횡포와 과다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소섬의 교육을
전담하였다 함. 김진사가 우도에 입도하여 기경과 동시에
노비들을 시켜 파놓아 사용했던 곳임. 김진사는 이 물통을
파서 자신의 집 주위에 거주 허가를 받은 노비들과 「뒷바당」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자신은 집안의 우물을 별도로
파서 사용함. 또한, 주민들은 회갑년인 1902년 4월에 그를
기리어 [진사 김석린 유애비]를 세웠고, 이에 1904년 정의골
성읍마을의 오완철이 초빙되어 훈학을 계속하고 있으니
소섬이란 명칭은 속되니 마을 이름을 연평이라고 지었음. 본래
소섬은 황량한 무인도였으나 1697년(숙종23년) 목사 유한명이
말을 방목하여 공마하는데 기여함

생물상
동물상 까치, 멧비둘기, 꿩, 직박구리, 멧새, 박새, 딱새, 섬휘파람새,
방울새 등
식물상 수련, 민나자스말, 남방개

주변식물 왕모시풀, 큰비짜루국화, 도깨비바늘, 여뀌, 환삼덩굴, 갓,
쑥, 쇠무릎, 인동덩굴, 사철나무, 돈나무, 하늘타리, 살갈퀴,
쑥, 댕댕이덩굴, 멍석딸기, 도깨비고비, 바랭이새, 방가지똥,
갓, 개자리, 벌노랑이, 광대나물, 모시풀, 쇠비름, 바랭이새,
조뱅이, 큰방가지똥, 강아지풀, 돌가시나무, 창질경이,
개민들레, 망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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