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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한 처리습지  도시 상류하천 생태환경복원

- 공주시 제민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을 심으로 -

변  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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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logical Restoration of Treatment Wetland and Urban Upper 

Stream for Reusing Sewage Treatment Water

- In the case of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System at 

Upper Part of Jaemin Stream in Gongju-si, Korea - 

Byeon, Chan-Woo

Professor, Dept. of Integrat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ecosystem of Jaemin stream, flowing into the center of Gongju-si, had been damaged by low 

water quality and lack of water quantity of the steam. However, after applying the SSB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system to the flood plain and the upstream of Jaemin stream, the efficiency 

of ecological water purification and ecological restoration are as follows. Through the constant 

maintenance and monitoring from year 2009 to year 2013 after restorative design and construction the 

average influent concentration of BOD5 was 4.2　mg/L, and the average effluent concentration was 

1.8 mg/L, reaching ecological water purification rate of 57%. As for the T-N, the average influent 

concentration was 9.983　mg/L, and the average effluent concentration was 6.303　mg/L, showing the 

rate of 37%. For the T-P, the average influent concentration was 0.198　mg/L, and the average effluent 

concentration was 0.098　mg/L, being the rate of 51%. The vegetation of Jaemin stream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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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2 years after the restoration was composed of 51 species in 28 families which show high ratio 

of planted native species. As for the animals in the site, 5 species in 3 families of reptiles and 

amphibians, 34 species of 23 families of birds, and 3 species in 2 families of mammals were 

monitored, indicating that the bio-diversity of the site has improved, as well.

Key Words：Reusing Sewage Treatment Water, Stream Maintenance Water, Treatment Wetland,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Ecological Water Purification.

I.서  론

물 부족 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수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이 국내외 으로 확 되고 있

다. 국내의 경우에 하수도법 등에 의거 하수처

리수 재이용  재활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수

도 시설을 포함하여 지방 양여 을 지원함으로

써 2차 처리수 재이용을 한 처리시설이 확

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2011). 

이 경우 무엇보다 요한 것은 하천 수질  생

태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EPA, 2012). 수

량부족과 수질오염으로 생태환경기능이 악화된 

도시하천 복원을 해 최근 하수처리수를 유지

용수로 활용하는 사례가 차 늘고 있다(Lee et 

al, 2007;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999). 하

지만 하수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직  활용

할 경우, 유기물질이나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방류하천 수질이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친환경 인 수질개선 방안이 

실하다(An, 2005).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친환경 인 처리를 

해 생태  수질정화 인공습지, 소  처리습지

(treatment wetland)의 도입은 가장 바람직한 방

안이긴 하나, 이 경우 그 생태복원기능은 물론 

수질정화 처리효율이 정량 으로 검증되어야 한

다(Kadlec, 1996; Byeon, 2006). 한 습지생태계

를 교란시키지 않는 범 에서의 경 향상  환

경교육 기능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와 기능

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yeon, 2010a) 

자유수면형의 인공습지 타입의 처리습지의 수처

리 효율과 생태계복원기능의 도출을 해서는 생

태환경 공학 인 융합  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몇몇 실험  사례 외에 상용화된 

경우는 무하 다. 하지만, 수년 부터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개발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시스

템(SSB: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을 

용한 자유수면형 인공습지사례에서 처리습지에 

한 수질정화와 생태계 복원기능 등이 성공 으

로 모니터링되어 왔다(Byeon, 2006; Gongju-si, 

2006;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Byeon, 

2012; Wiegleb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공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를 제민천 상류에 공 하여, 생태 수질정화비

오톱 시스템을 통해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일

련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리, 모니터링과정

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한다. 이를 통

해 하수처리수 수질개선을 생태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도시 상류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아직 보

단계인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한 생태환

경  복원설계  시공, 유지 리, 모니터링 방

안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연구재료  방법

1.설계 상지의 황  생태  수질정화기법 

선정 배경 

제민천은 충청남도 공주시내를 통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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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Map of Reusing Supply Program for Gongju-si Sewage Treatment Water.

천이나, 한때 상류에 수지를 조성하여 이용, 

리하 던 하천이었다. 제민천은 유역면 이 

작고 시가화로 인해 우수의 토양 내 침투량 감

소, 경사 등으로 인한 하천 건천화로 하천 생

태계 훼손이 심각하 다. 계획 상지인 제민천 

상류하천은 경사지역으로써 한때 하천유지 

용수 부족으로 메말라 수  생태계가 괴되었

던 곳이었다. 이러한 제민천을 리하던 공주시

는 환경부에서 추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진 

시범사업’의 하천유지용수분야 시범사업도시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에서 제민천의 유지용수 공

방안은 Figure 1과 같이 공주하수종말처리장

에서부터 제민천 최상류로 압송되도록 하 다. 

하지만, 공주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처리수질의 

경우 하천수질 환경기 의 생활환경 Ⅴ등 에 

해당되어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기 곤란하

다. 이에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압송하여 하수처

리수의 수질과 생태계 복원의 효능이 국내에서 

검증된 인공습지를 통해 하천 유지용수로 공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이 처리습지의 용시스템으로 선정되었다. 따

라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을 장 생

태계에 맞게 계획설계함으로써, 하수처리수를 

생태 으로 정화하여 안정 인 하천 유지용수

를 공 하고자 하 다(Gongju-si, 2005; 2006).

2.생태 수질정화비오톱의 특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비 오염원 감

을 해 도입될 생태  수질정화 인공습지는, 

첫째 BOD, SS, T-N, T-P 등 주요 비 오염원 

감을 통한 하천 수질정화기능이 반드시 정량

으로 검증되어야 한다(Byeon, 2006). 둘째, 

체습지나 자연습지에서의 생태복원기능의 향상

을 도모해야 한다(Byeon, 2012). 더 나아가 습

지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범 에서 경 향

상  환경학습 기능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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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olistic process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restoration(Byeon, 2010b).

복원되어야 한다(Byeon, 2010a). 본 상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한 재처리를 해 용

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은 국내에서 

수처리 효율  생태복원기능이 검증된 기술이

다. 그 구조는 침강지(forebay)와 다단계 셀 습

지․연못, 그리고 침 지(micro-pool) 등 크게 

세 가지 역으로 나뉜다. 기본 인 수처리  

생태복원방식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생태  핵심지역인 침강지로, 생태연못을 조성

하여 하수처리수의 처리직후 측하지 못하는 

고농도의 오염원이나 고형물질 형태의 오염원

을 침 시키고 유량을 류하여 유속을 감한

다. 한 수처리가 원활한 경우에는 생태계의 

핵심거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수생식물이 자

라는 습지․연못으로, 유입된 후 수생식물에 의

해 침 ․흡수․흡착․분해 기작을 거친다. 마

지막 침 지로, 산소공   재부유․ 방지 등의 

기능을 하는 기작을 한다. 결과 으로 수질Ⅱ

수 이내의 맑은 물을 공 하고, 맑은 물에 서식

하는 지표종들을 심으로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조성될 수 있다(Byeon, 2006 ; 2010a; 2010b). 

3.생태환경복원 로세스

성공사례가 부족한 국내의 경우, 생태환경복

원을 통한 처리습지  생태하천 복원을 해서

는, 계획․설계, 복원시공의 체공정에 참여하

고 유지 리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yeon, 2012). 따라

서 생태복원 목표를 고려하여 계획부터 설계와 

복원시공까지  과정에 걸쳐 모니터링에 따라 

필요한 생태․환경공학  지식과 기술을 통합

으로 진행하 다. 이는 생태계가 변화하는 양

상에 따라서 설계와 시공 등 체 공정을 결부시

키는 일종의 순응 리(adaptive management)  

근이라고 볼 수 있다(Byeon, 2010b; Byeon, 2012). 

Figure 2와 같은 통합 인 과정을 거쳐 생태공학

인 근방식으로 이루어졌다(Byeon, 2010b). 

조성 직후 2009년 3월부터 최근 2013년 8월까

지 정기 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 수질정화비

오톱의 동․식물상 등 생태복원 기능과 수처리 

효율을 조사하 다. 특히 수처리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 월 1회 이상 주요 수질 측정항목인 BOD5, 

SS, T-N, T-P 등을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 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8). 

제민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의 식물상은 조

성 직후 2개년(2009～2010)간 연 2～3회 식재종 

 침입종의 변화를 심으로 모니터링하 으며, 

강우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시기를 수하 다. 한 동물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직후 2개년의 어류․양서 충류․

포유류 등에 해 모니터링을 시행하 다. 특히 

각 분류군별 서식환경  반경, 조사방법을 고려

하여 상지를 심으로 장조사  탐문조사를 

시행하 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2). 그 

결과,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  상류 생

태하천 복원구간의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생태

계 복원효과를 조사․분석하 다. 

III.결과  고찰

1.설계  복원시공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문헌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 다. 이를 기 로 제민천 

상류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용 상지의 입지 



69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한 처리습지  도시 상류하천 생태환경복원

a. Schematic Design (Byeon, 2006) b. Early Master Plan

Figure 3. Early Schematic Design and Master Plan Process of Jaemin upstream and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Byeon, 2006).

a. Schematic Design (Byeon, 2007) b. Final Master Plan

Figure 4. Final Schematic Design and Master Plan Process of Jaemin upstream and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e (Byeon, 2007).

 생태환경 공학  요소들을 분석하 다. 특

히, 하천상류 산지의 다단형태의 지형을 최 한 

반 하고 수질처리효율을 극 화하기 한 형

태  구조로 계획․설계하 다. Figure 3은 

기 설계안으로서 지형과 장생태계에 맞춘 최

의 설계 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사유지로 구

성된 상지 하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Figure 4에서와 같이 습지연못 2차 셀과 침 지 

구조를 지형과 상지 생태계에 맞게 긴 선형으

로 변경․설계하 다. 한 긴 선형의 처리습지 

구간 의 제민천 최상류구간에도 생태 수질

정화미디어나 산발식어도여울 등 생태  수질

정화비오톱시스템으로 생태하천을 추가로 복원

하 다. 하지만, 처리습지를 심으로 수행한 

본 연구범 에서는 이를 제외하 다. 주로 고려

된 생태․환경  설계요소로서는 수처리 효율

에 향을 미치는 체류시간(detention time), 수

리학  부하율(hydraulic loading rate) 등과 하수

처리수 유입성상은 물론, 길이와 폭의 비, 지형, 

경사, 체류시간, 토양, 식생  야생동식물 등의 

상 계이다. 

 2007년 7월에서 2008년 9월까지, 제민천 상류

하천  처리습지를 심으로 생태환경복원시공

을 수행하 다(Figure 5). 이때, 공주 하수처리수 



70 변  찬  우

Figure 5. Before and After Site Views of Restorative Construction.

Table 1. Anual Water Purification Rate Monitoring Results of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System 

at Jaemin upstream (2009～2013).

Year
BOD5 (mg/L) T-N (mg/L) T-P (mg/L)

Influent Effluent Efficiency Influent Effluent Efficiency Influent Effluent Efficiency

2009 5.0 2.9 42% 11.961 8.036 33% 0.329 0.122 63%

2010 2.9 1.3 57% - - - - - -

2011 4.0 1.8 54% 9.236 3.323 64% 0.187 0.096 49%

2012 2.6 1.4 46% 7.424 5.313 28% 0.090 0.065 28%

2013 6.6 1.8 74% 11.308 8.540 24% 0.186 0.109 41%

Average 4.2 1.8 57% 9.983 6.303 37% 0.198 0.098 51%

※ Year 2010 was the experimental period of applying micro-organism to this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System. Therefore T-N, T-P data in 2010 was not analyzed.

 하천수질, 수 , 토양, 동식물상 등 생태․환

경공학 인 요소를 모니터링하면서 복원공사를 

수행하 다. 특히 설계 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산지 화강암반이 범 하게 분포하는 등, 다양

한 변수들이 발생하 다. 이러한 상지 특성을 

최 한 반 하고자 시공  여러 차례의 샵드로

잉과 설계변경과정을 거쳤다. 

2.생태계 복원  수질정화효과 유지 리․모니

터링 

1) 생태적 수질정화 효과

Table 1에는 제민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복원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주요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하 다. Figure 6

에서는 BOD5의 유입수와 유출수의 수질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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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nual BOD5　Average　Analysis Graph of 

Ecological Water Purification Rate of Sustain- 

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System at 

Jaemin upstream (2009～2013, data supply:　

Gongju-si, Chungcheongnam-do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효율을 분석하 다.

2009년 조성 후 2013년까지 약 4년 동안, 

BOD5는 평균 유입농도가 4.2 mg/L, 평균 유

출농도가 1.8 mg/L로 57%의 처리효율을 보

으며, T-N는 평균 유입농도가 9.983 mg/L, 평

균 유출농도가 6.303 mg/L으로 37%의 처리효

율, T-P는 평균 유입농도가 0.198 mg/L, 평균 

유출농도가 0.098 mg/L으로 51%의 처리효율

로 측정되었다. 특히 2009년 조성 직후부터 

2013년까지 안정 인 수처리 효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성 직후인 2009년의 BOD5는 평균 

유입농도가 5.0 mg/L, 평균 유출농도가 2.9 

mg/L로 42%의 처리효율을 보 으며, T-N는 평

균 유입농도가 11.961 mg/L, 평균 유출농도가 

8.036 mg/L으로 33%의 처리효율, T-P는 평균 

유입농도가 0.329 mg/L, 평균 유출농도가 0.122 

mg/L으로 63%의 처리효율로 측정되었다. 이는, 

하수처리습지가 아닌 타 사례에 용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에 비해 수처리 효율은 약간 낮

다. 하지만 각 수질 성상별 효율의 경향은 타사

례에 용한 것과 유사했다. 본 Table 분석 마

지막 해인 2013년에는 BOD5 평균 유입농도가 

6.6 mg/L, 평균 유출농도가 1.8 mg/L로 74%의 

높은 처리효율을 보 다. T-N는 평균 유입농도

가 11.308 mg/L, 평균 유출농도가 8.540 mg/L

으로 24%의 처리효율, T-P는 평균 유입농도가 

0.186 mg/L, 평균 유출농도가 0.109 mg/L으로 

41%의 처리효율이 측정되었다. 다만 2012년은 

모니터링 된 타 년도에 비해 하수처리수가 처리

습지로 맑게 유입되었다. 따라서 그 평균처리효

율이 타 년도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년 조성 직후부터 2013년까지 처리 효율

은 BOD 42～74%, T-N 24～64%, T-P 28～63%

로 높게 나타났다. 한 의 기간  하수처리

수 유입 수질이 하천수질기  Ⅰ～Ⅴ등 으로 

매우 변동 이었다. 그럼에도 수질Ⅰ～Ⅱ등

수로 맑고 안정 으로 유출됨으로써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하기에 합하 다. 이처럼 안정

인 수처리 효율을 지닌 처리습지는 다음과 같이 

생태계 복원 기능을 수반한다. 

2) 식생

Table 2과 같이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생

태하천 복원지역내 식재종과 유입종을 조사하

다. 식물상의 경우 공직후 2개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 다. 상지내 식재종은 총 9과 

12종으로 갈 , 부들, , 노랑꽃창포 등이 우

하며 장이 거의 1.5m이상으로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뿌리 활착율도 높아 응이 아주 잘 

되어있는 상태 다. 유입종은 총 22과 39종 생

태하천 복원지역에는 주로 고마리, 노랑꽃창포 

등 군락이 우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사 질

빵, 여 , 토끼풀 등으로 덮여있었다 식재종 외 

일반 습지나 야산 내에서 발견되는 자생식물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하천생태계의 생산자 역할

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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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vey of Flora.

No. Family Species Flora Species Inflow Dropsy

1 Potamogetonaceae Potamogeton distinctus ●

2 Lemnaceae Spirodela polyrhiza ●

3 Compositae

Erigeron canadensis ●

Erigeron annuus ●

Bidens frondosa ●

Aster tataricus ●

Aster koraiensis ●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

Galinsoga ciliata ●

Cosmos bipinnatus ●

4 Commelinaceae 
Commelina communis ●

Aneilema keisak ●

5 Polygonaceae

Persicaria thunbergii ●

Persicaria hydropiper ●

Persicaria perfoliata ●

Persicaria senticosa ●

Rumex crispus ●

6 Chenopodiaceae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

7 Trapaceae Trapa japonica ●

8 Convolvulaceae Quamoclit angulata ●

9 Pontederiaceae Monochoria vaginalis ●

10 Onagraceae Oenothera speciosa Nutt. ●

11 Balsaminaceae Impatiens textori ●

12 Typhaceae Typha orientalis ●

13 Lythraceae Lythrum salicaria ●

14 Iridaceae Iris pseudoacorus ●

15 Cyperaceae Scirpus tabernaemontani ●

16 Cannabaceae Humulus japonicus ●

17 Nymphaeaceae Nymphaea teragona ●

18 Equisetaceae Equisetum arvense ●

19 Urticaceae Boehmeria tricuspis ●

20 Papaveracea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

21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

22 Rosaceae Duchesnea chrysantha ●

23 Acanthaceae Justicia procumbens ●

24 Menyanthaceae Nymphoides pelt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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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vey of Amphibians and Reptiles.

No. Family Species Population Estimates Method of Confirmation

1 Hylidae Hyla arborea japonica ++ sound, watch

2 Ranidae
Rana dydowskii +++ larva watch

Rana nigronaculata ++ watch

3 Colubridae
Rhabdophis tigrina tigrina + watch

Elaphe dione + watch

Total 3 Families 5 Species

주) +：1～10, ++：11～50, +++：more than 50～100 

Table 2. Continued.

No. Family Species Flora Species Inflow Dropsy

25 Geraniaceae Geranium nepalense subsp. thunbergii ●

26 Leguminosae

Glycine soja ●

Trifolium pratense ●

Aeschynomene indica ●

Lespedeza cyrtobotrya ●

Phaseolus nipponensis ●

Cassia mimosoides var. nomame ●

Trifolium repens ●

27 Alismataceae Alisma canaliculatum ●

28 Gramineae

Setaria viridis ●

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

Phragmites australis ●

Phragmites japonica ●

Zizania latifolia ●

Total 28 Families 51 Species
9 Families 12 

Species
22 Families
39 Species

3) 동물상

(1) 양서․ 충류상

복원직후 2개년 지 조사시 조사지역에서 

찰된 양서․ 충류는 총 3과 5종으로, Table 3

와 같이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이 출 하 다.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지역에서 찰 된 양서류

는 총 1목 2과 4종이 찰되었으며, 충류는 1

목 1과 2종이 찰되었다. 양서류 에서 다수

의 북방산개구리의 유생들이 야산으로 이동하

는 모습이 찰되었다. 조사지역의 습지  연

못에서는 다수의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참개구리는 조사지역의 연못에서 직

 찰되었다. 한 충류는 유 목이와 룩

뱀이 조사지역의 인근 산림에서 찰되었다.

(2) 포유류상

본 연구의 복원 후 포유류모니터링 결과, 조

사기간 2개년 동안에 찰된 포유류는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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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rvey of Mammalian Fauna.

No. Family Species Population Estimates Method of Confirmation

1 Cervidae Hydrapotes inermis agryropus + animal dung, pad

2 Sciuridae
Tamias sibiricus asiaticus + watch

Sciurus vulgalis coreae sowerby + watch

Total 2 Families 3 Species

주) +：1～10, ++：11～50, +++：more than 50～100 

와 같이 총 2목 2과 3종이 찰되었다. 본 조사

에서 법  보호종은 찰되지 않았다. 조사 시 

고라니의 족 과 분변이 찰되었다. 이는 조사 

지역 인근야산에 서식하는 고라니가 제민천 인

근의 농경지  공원으로 내려와 물을 마시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조류상 

조사기간인 공직후 2개년 동안에 조사 

체지역에서 찰 된 조류는 Table 5와 같이 총 

11목 23과 34종 162개체가 찰되었다. 본 조사

에서 찰 된 조류  최고 우 종은 붉은머리

오목 이 25개체(15.43%) 다. 두 번째 우 종은 

참새 21개체(12.96%), 직박구리 13개체(8.02%), 

멧비둘기 11개체(6.79%) 순으로 찰되었다. 조

사 시에 찰된 법  보호종은 환경부지정 멸종

기야생동물Ⅱ  새홀리기 1개체가 인근야산

에서 비행 인 모습이 찰되었다. 문화재청 지

정 천연기념물 제324-6호인 소쩍새 1개체가 인

근야산에서 울음소리로 서식이 확인되었다. 

지 조사 시에 찰된 조류는 부분이 산새류

으며, 노랑할미새, 박새, 쇠박새, 꾀꼬리 등이 

조사 지역인근의 야산에서 유조  먹이를 물어 

나르는 모습으로 찰되어 번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V.결  론

하수처리수를 도시하천 유지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습지 조성사례로써 제민천 상류 생

태 수질정화비오톱의 복원 설계  시공, 그리

고 유지 리․모니터링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리습지의 설계  복원시공에서는 

상지 지형, 토양 등 다음과 같은 장의 생태환

경  특성을 최 한 반 해야 한다. 제민천 생

태 수질정화비오톱 설계․시공과정에서는 

상지의 생태 (수리, 수문, 토양, 식생, 미기후, 

어류, 동물상 등) 측면과, 생태․환경 (용량, 

유속, 수리학  체류시간, BOD  겨울철 처리

효율, 배치  형태, 배수  수 , 식재 도, 토

양 등) 측면을 고려 생태계 복원, 수질환경 개

선, 경 향상을 도모하 다. 

둘째, 조성된 처리습지의 문화된 유지

리․모니터링과 복원이 이루어져야, 성공 이

고 지속 인 생태환경공학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먼  2009년 2월 복원시공직후부터 2013

년까지 수질모니터링 결과, BOD5는 평균 유입

농도가 4.2 mg/L, 평균 유출농도가 1.8 mg/L로 

57%의 처리효율을 보 으며, T-N는 평균 유입

농도가 9.983 mg/L, 평균 유출농도가 6.303 

mg/L으로 37%의 처리효율, T-P는 평균 유입농

도가 0.198 mg/L, 평균 유출농도가 0.098 mg/L

으로 51%의 처리효율로 측정되었다. 조성 직후

부터 조성 4년 후까지 연간 평균수처리 효율은 

성공 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여 방류됨으로써 

도시 상류하천의 유지용수로서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 다. 제민천 생태 수

질정화비오톱의 복원직후인 2개년도 생태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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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rvey of Avifauna.

No. Family Species Population Estimates Habitat type Note

1 Ardeidae

Ardea cinerea + SV

Egretta garzetta + SV

Butorides striatus + SV

2 Anatidae Anas poecilorhyncha + Res

3 Falconidae Falco subbuteo + SV

4 Phasianidae Phasianus colchicus + Res

5 Columbidae Streptopelia orientalis ++ Res

6 Cuculidae
Cuculus canorus + SV

Cuculus micropterus + SV

7 Strigidae Otus scops + SV

8 Caprimulgidae Caprimulgus indicus + SV

9 Coraciidae Eurystomus orientalis + SV

10 Picidae
Dendrocopos kizuki + Res

Picus canus + Res

11 Motacillidae Motacilla cinerea + SV

12 Pycnonotidae Hypsipetes amaurotis ++ Res

13 Turdidae
Phoenicurus auroreus + Res

Turdus hortulorum + SV

14 Panuridae Paradoxornis webbianus ++ Res

15 Muscicapidae Cyanoptila cyanomelana + SV

16 Aegithalidae Aegithalos caudatus + Res

17 Paridae

Parus palustris + Res

Parus ater + Res

Parus major + Res

Parus varius + Res

18 Sittidae Sitta europaea + Res

19 Emberizidae Emberiza elegans + Res

20 Fringillidae Carduelis sinica + Res

21 Ploceidae Passer montanus ++ Res

22 Oriolidae Oriolus chinensis + SV

23 Corvidae

Garrulus glandarius + Res

Cyanopica cyana + Res

Pica pica + Res

Corvus corone + Res

Total 23 Families 34 Species

주1) +：1～10, ++：11～50, +++：more than 50～100

주2) Res：resident bird , SV：summer bird, WV：winter visitor, PM：passage migrant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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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결과, 상지의 식물상은 총 28과 51종으

로, 생태 수질정화비오톱(SSB)  생태하천 

복원지역내 원 식재종이면서 정수식물 군락 갈

, 부들, , 노랑꽃창포 등이 우 하 고 식재

종 외 일반 습지 내에서 발견되는 자생식물이 

많이 유입되었다. 상지의 동물상으로 지 

조사시 조사지역에서 찰된 양서․ 충류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 총 3과 5종이며. 포유류

는 고라니 등 총 2목 2과 3종이 찰되었다. 

한, 조류는 총 11목 23과 34종 162개체로 본 조

사에서 찰 된 조류  최고 우 종은 붉은머

리오목 이, 참새, 직박구리, 멧비둘기 순으로 

찰되었다. 법  보호종은 환경부 지정 멸종

기야생동물Ⅱ  새홀리기 1개체, 문화재청 지

정 천연기념물 제324-6호인 소쩍새 1개체가 인

근야산에서 울음소리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고농도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생태환경복원기능을 도모한 제민천 생태 수질

정화비오톱 사례는 재까지 그 생태계 복원기

능과 수처리 효과가 성공 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 이는 복원설계, 시공, 유지 리  과정을 

생태 수질정화비오톱 시스템개발자가 일 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진행하면서 하천의 생태․환

경  특성을 문 이고 지속 으로 반 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사례를 일반기술

자들에게 보 하기 해서는 생태․환경공학  

특성을 토 로 한 디자인 방법론 제시  면 한 

복원 매뉴얼 작성 한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 설

계, 시공, 모니터링 심의 총체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처리습지 수질 상 계의 통계  

변량과 생태계 복원의 상호 계 분석이 후속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국내 사례가 없었던 자유수면형 타입의 처리

습지를 장에 조성하여, 시스템 문가의 생태

환경 인 유지 리를 통해 성공 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배려한 ․ 직 공주시

장 이하 환경과 계직원들, 특히 심효섭 주무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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