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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습지 1732호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이란?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었으며 전세계
100여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로 가입국이 되었다.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
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람사르습지의 정의 :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
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늪지대,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간조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말한다.
※ 국내 람사르등록습지 현황 : 22개소, 191.627㎢

지역명

면적(㎢)

지정일자

강원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

1.06

1997.03.28

경남 창녕군 대합면·이방면·유어면·대지면 일원

8.54

1998.03.02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장도(섬)일원

0.090

2005.03.30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

0.309

2006.10.18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

0.04

2007.12.20

두웅습지
(Du-ung Wetland)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065

2007.12.20

제주 물장오리오름
(Muljangori-oreum
wetland)

제주 제주시 봉개동

0.628

2008.10.13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Odaesan National
Park Wetlands)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소황병산늪,질뫼늪),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조개동늪)

0.017

2008.10.13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Ganghwa
Maehwamarum
Habitat)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0.003

2008.10.13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제주시 광령리

0.126

2009.10.12

제주 동백동산 습지
(Dongbaekdongsan)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2011.03.14

고창 운곡습지
(Ungok Wetland)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797

2011.04.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273

2012.06.20

제주 제주시 광령리

1.175

2015.05.13

대암산용늪
(The High Moor,
Yongneup of Mt.
Daeam)
우포늪
(Upo Wetland)
신안장도 산지습지
(Jangdo Island High
Moor)
제주 물영아리오름
(Mulyeongari-oreum)
무제치늪
(Moojechineup)

제주 1100고지
(1100 Altitude
Wetland)

한강밤섬
(Han River-Bamseom
Islets)
제주 숨은물뱅듸
(Sumeunmulbaengd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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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습지
지역명
(Hanbando Wetland
Ramsar)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면적(㎢)
1.915

지정일자
2015.05.13

순천 동천하구
(Dongcheon Estuary)

전남 순천시 도사동,해룡면,별량면 일원

5.399

2016.01.20

순천만·보성갯벌
(Suncheon Bay)

전남 순천시 별량면·해룡면·도사동 일대,전남 보성군 벌교읍 해안
가 일대

35.5

2006.01.20

무안갯벌
(Muan Tidal Flat)

전남 무안군 해제면·현경면 일대

35.89

2008.01.14

충남 서천군 서면,유부도 일대

15.3

2009.12.02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고창군 부안면·심원면 일대

45.5

2010.02.01

증도갯벌
(Jeungdo Tidal Flat)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31.3

2011.07.29

송도갯벌
(Songdo Tidal Flat)

인천 연수구 송도

6.11

2014.07.10

서천갯벌
(Seocheon Tidal Flat)
고창·부안갯벌
(Gochang & Buan Tidal
Flats)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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