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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eminent water treatment plans are essential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aquatic biotopes. Previous

studie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provide cost-effective maintenance method since they focused only on the

purification of deteriorated water that requires a continuous supply of clean water. This study proposes an

economical method of water quality maintenance using water treatment media block constructed vertically us-

ing porous ceramics, zeolite, and river pebble. The water treatment media block does not require a separate

purification area because it functions as a purifier within the ecological pond which can maximize the biotope

area.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water treatment media block, we longitudinally tracked the change

of water quality indicators (pH, TDS, COND, DO, T-P, T-N, COD) suggested by Water Environment

Standards,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We compared the water quality of one control (A:

general ecological pond composition method of the laminated structure) and two experimental groups (B: a

combination of aquatic plants and a water treatment media block, C: a water treatment media block only).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water treatment media block is an efficient and economical method to

maintaining the water quality of the ecological pond for a long time. The water treatment media block will

be a great help in providing a better aquatic biotope space for aquatic insects and fishes living in clea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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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자연생

태계의 훼손과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에국한된 주제보다는범 지구

적인 과제로 인식되고있다. 국가적으로또는국

제적으로 대응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는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있는 자연

마당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사업 등이 대표적이

며, 이제도의시행을 통해생태공원을비롯하여

옥상정원 등의 증가로 인해 생물다양성을 함양

하고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환경적인 측면

에서 수질정화 등을목적으로 하는생태연못 조

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태연못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의 한

유형으로서, 특히 ‘생태적목적에 의해 인공적으

로조성된습지’로서(Koo, 2011) 도시생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인공습지를 중심으로 도

시환경의 복원․창출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되

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도시의생태환경개

선을 위하여 인공습지조성의 수요가증대될 것

으로 예측된다. 생태연못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여가 공간 혹은 환경체험의 장으로활용하기 위

해 친환경적인 보존 및 개발을 통해생태적․교

육적 그리고 미적인면에서 동시에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습지는 단위면적당 서식하는 종의 밀도

가높으며다양한종들이서식할수있는곳이므

로, 공간적인 제약이 많은 도시지역에 인공습지

를 도입하여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생물서식처 조성방법중의 하나이다.

생태연못은생물서식처로서뿐만아니라우수저

류시설로서의 기능도 갖추며 도시에서 부족한

환경및생태교육의장소를제공한다(Kim, 2001).

생태연못의지속적인증가와는별개로원래목

적에부합되지못하거나관리의소홀로인해효율

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정화에 관한 연구에는 송근예와 강호정

(2011). 고상모와 송민정(2013). 김봉균과 서대석

(2014). 김애훈과 최종민(2012). 이현두와 안재영

(2015). 연영익과 최규석(2011). 박운석과 김봉균

(2014)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생태연못 조성을 위한 가이

드라인 및 기준은 환경부(2001), 최송훈(2011),

장재훈(2013), 김춘수(2014)이며, 모니터링에 관

한 연구는 김춘송 등(2007), 환경부(2010), 임명

희 등(2015), 등에 집중되어 효율적인관리를 위

한 방안이나 수질정화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구

조및기법등에대한연구가필수적으로요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생태

공간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법인 적층식 정화연

못과본 연구에서제시하는 다공질세라믹과 제

올라이트, 강자갈의 재료를 활용한 수질정화미

디어블럭의 정화유지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II.실험 및 방법

1.연구범위

본연구의수질정화 실험은충남천안시 상명

대학교 온실에 실험구를 설치하여 진행하였으

며, 실험용수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위치한

천호저수지에 유입되는 공장 정화수를 채수하

였다(Figure 1).

천호지는 주변으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백석대학교, 천

안종합터미널등이인접하고있으며, 향후 시민

의휴식과경관을겸비하게될도시내호수공원

으로변환될가능성이높은저수지이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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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rol Group Experiment Group

Type A* Type B** Type C***

Materals

Loamy Sand River Pebble River Pebble

River Pebble Zeolite Zeolite

Zeolite Ceramic Ceramic

Eichhornia crassipes Eichhornia crassipes -

Water volume Cylindrical water tank 200ℓ

* Existing ecological pond structure & Aquatic plant Eichhornia crassipes 부레옥잠
**Water purification media block & Aquatic plant Eichhornia crassipes 부레옥잠
***Water purification media block

Table 1. Experiment device Configuration

Figure 1. Location of Cheonho Reservoir in Cheonan City

는실험 설계, 기존사례연구, 비교실험기간을

포함하여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되었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생태연못을 포함한 수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수질정화에 대한 모

니터링은 연구논문 및 국, 공립연구원의 보고서

를활용하였다. 또한, 수질정화를위한생태연못

조성모델제시를위해서기존수공간조성기법

및 구성, 재료등의 특성과 관련된 사례및 보고

서 등을 고찰하였다.

2) 실험 재료

실험장치의 대조구(A)는 자연친화적 생태연

못조성공법으로 사용하는자갈, 제올라이트, 양

질토를 적층한 구조를 설치하였다. 실험구는 정

화연못 설치 면적을 생태연못 면적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정화재의반복 사용및유지관리가용

이한 강자갈블럭, 세라믹블럭, 제올라이트블럭

으로 제작된수질정화미디어블럭을설치하고수

생식물을식재한 실험구를 (B), 수생식물을 식재

하지 않은 실험구는 (C)로 구분하였다(Table 1).

실험구는 200리터 원형용기를 실험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 3개 실험구의 3반복인 9 SET와

물순환을 위한수중펌프(단상 10W× 9 SET). 실

험에사용되는 수질정화미디어는제올라이트(∅

3∼5mm), 세라믹(∅10∼15mm), 강자갈(∅20∼

30mm), 양질토(마사토)를 사용하였다(Figure 2).

제올라이트, 세라믹, 강자갈은사전 세척하여오

염원 유입 최소화하였다. 수중펌프는 최초 측정

부터 3일까지 24시간작동하였으며, 이후펌프를

정지하고 수질환경을 측정하였다.

Summersible Pump
10w, 9 Set

aquatic plant

Eichhornia crassipes

Zeolite
(∅3∼5mm)

Ceramic
(∅10∼15mm)

River Pebble
(∅20∼30mm)

Figure 2. Materials of water purifica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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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Exper iment Group

Type A Type B Type C

Figure 3. Structural section of water purification media and flow of purified water (blue arrows)

3) 수질측정 항목 및 측정시기

수질측정항목및측정시기는환경부 호소 수

질환경기준에 의거 pH, COD, TDS, DO, T-P,

T-N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환경부 수질

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측정 시

기는 가장 평균 기온인 오전 10시에 매일 1회를

기준으로 하였다.

Analytical item Methods

pH
PCD 650

Multifunctional water quality

indicator.

DO

TDS

COND

T-N Spectrometer Optizen 1412v

Chemical analyzer using the visible

rays, from 340nm to 1100nm.

T-P

COD

Table 2. Analytical Items and methods

4) 수생식물 선정 및 식재

수생식물은 영양염류(인, 질소 등)의 제거 및

수질정화능이 검증된 추수식물(정수식물)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Yang(2012) 및 조경설계기준(2013)에 의거하

여 정수식물은 줄, 부들 등, 부유식물은 부레

옥잠, 생이가래, 침수식물은 가래, 물수세미,

붕어마름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수공간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고 COD, T-N, T-P의 수질정

화능이 뛰어난(Son, 2010) 부유식물인 부레옥

잠을 식재하였다. 수생식물의 안정적인 활착

을 위해 포트에서 생장한 2년생 부레옥잠을

활용하였다. 개방수면과 식생의 비율은 강남

구, 동작구, 남양주시의 개방수면대비 수생식

물면적이 평균 35%로서 동일한 개방수면환경

을 조성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수질정화미디어블럭의 물성

기존수질정화를위한생태연못구성과본연

구에서제시한모델에대한비교실험을통해도

출된결과를 토대로적합한 도심내의수 공간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생태연못은생태연못과정화연못으로구성된

다. 생태연못의 조성 면적비를 분석하면 강남구

A아파트의 생태연못과 정화연못의 면적은 170

㎡과 60㎡로서 정화연못의 면적비율은 35%이며

동작구 아파트는 149㎡, 54㎡에 36.2%이며 남양

주시 생태연못은 147㎡, 29.3㎡로 20%의 비율을

조성되었다.

정화연못의 구조는 수질정화를 위해 양질토,

강자갈(∅5∼100), 제올라이트(∅1∼35㎜)를 적층

되며 오염수를 정화재 사이로 여과되어 정화기

능을 발휘한다.

서울시 공원연못바닥이 토사로 조성되어 수

질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서울시, 2001).

서울시 공원연못 24개소 중 연못바닥면이 점토

는 용산가족공원, 길동생태공원 등 9개소이며

토사는 보라매공원연못, 서울대공원 반도지, 서



63다공성 세라믹과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수질정화미디어블럭의 효과 연구

Contamination Deposition of

Laminated Pond

Contaminant deposition degree

Type A Type B Type C

Figure 4. Contamination Deposition of Laminated Pond and Water Purification Media Block

울대공원 조절지이며 석촌호수는 토사와 자갈

로이루어져있다. 서울시 공원연못 23개소중연

못바닥이 점토, 토사로 구성비는 14개소(60.8%)

이다.

강자갈은 접촉산화공법의 정화방법으로 오염

물질이 접촉재 표면에 부착됨으로서 미생물막

을 형성하는 고정생물막공법에 이용된다. 자갈

을이용한정화공법은 접촉․침전효과 생물흡착

효과 생물분해효과 슬러지 감량 효과 등의 4가

지 효과를 기대할 수있으며 접촉침전과정이 가

장 효과적인 정화공법이다(ME, 2014)

세라믹은 미생물 고정화 담체의 세라믹은 수

처리만 아니라 악취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제거를 위한 각종 바이오필터로 그 응용

범위는 매우 넓으며 미생물과의 부착성이 우수

하다(Park 2000).

Min(2011)은모듈형접촉담체 및천연황토세

라믹 담체와 수생식물을적용한 고효율접촉 인

공습지의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적용성을 실험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토양 미생물과 수중 미

생물의접종, 수생식물식재량의증가를통해생

분해성및 무기물질의제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o(2005)는 제강슬래그와 제올라이트 이용하

여 채움재의 공극률에 따른 실험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체수역에서의 유

입되는오염물질의 농도를크게 저감시킬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올라이트는 동해안에 비교적 흔한 지질성

분인천연 제올라이트를탁수가 심한물에 교반

한결과 20분경과후탁수콜로이드입자를바닥

으로 가라 앉혀 371 NTU의 원수를 1 NTU 이하

의 처리수로 만들어 호소 수질을 1급수 수준으

로탁도 제거에우수한효과를나타냈으며, 질소

및인의 양을 충분히 감소시키는결과를 제시하

였다(Park, 2005).

2. 수질정화미디어블럭의 배치 효과분석

생태연못 정화제의 배치가 정화효과의 효율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적층식 정화방법

은 오염물이 수면과 수평으로 퇴적되어 순환수

의흐름을 억제하는눈막힘 현상이가속되어 정

화효율이 저하된다.

수질정화미디어블럭은 수면과수직으로배열

되어 오염수의 유속을 감속시켜 침전지효과를

발생한다. 침전지효과는 오염물을 블럭의 전면

하단부에 퇴적시켜 정화재 눈막힘현상의 감소

하여 적층식보다 정화효율이 높다(Fig 4).

3. 수질유지효과

1) 실험구 별 측정결과 

대조구(A)와실험구(B), 실험구(C)의 pH, TDS,

COND, DO, T-N, T-P, COD 분석 결과 전체적으

로 실험시작 8일 이후로 초기 수질상태에서 변

화를 보였다. 실험최초 측정 1일 이후 8일까지

수질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8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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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ype

pH TDS DO(mg/L) TN(mg/L) TP(mg/L) COD(ppm)

Initial final Initia final Initia final Initia final Initia final Initia final

A

A-1 7.62 6.80 1.16 1.34 5.64 1.67 1.25 2.80 0.09 0.64 2.74 6.42

A-2 7.76 6.73 1.18 1.37 6.14 1.24 1.17 2.82 0.08 0.64 2.79 7.31

A-3 7.81 6.76 1.17 1.43 6.04 1.49 0.98 2.13 0.06 0.57 2.81 6.95

B

B-1 7.83 7.23 1.17 1.29 5.73 2.77 1.24 1.59 0.07 0.38 2.82 5.78

B-2 7.91 7.10 1.16 1.31 5.84 2.37 1.31 1.89 0.08 0.39 2.84 6.21

B-3 7.76 6.93 1.13 1.30 5.70 2.63 1.40 1.84 0.06 0.39 2.79 7.07

C

C-1 7.78 7.49 1.15 1.26 5.74 4.72 1.42 2.07 0.08 0.22 2.80 3.28

C-2 7.63 7.45 1.14 1.25 5.64 5.35 1.33 1.98 0.07 0.27 2.75 3.11

C-3 7.62 7.48 1.15 1.26 5.90 4.88 1.36 1.70 0.06 0.20 2.74 3.79

Table 3. Water quality index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experiment.

후 21일까지 급격한 변화량을 보였다.

pH, DO는 최초 측정에서 감소하는 변화량을

보였으며, TDS, COND, T-N, T-P, COD는 최초

측정에서 상승하는 변화량을 보였다.

세실험구의측정항목을비교해 본결과최초

측정부터 21일 최종 측정까지 변화량은 A>B>C

순으로 나타났다.

pH 측정에서는 A-type 대조구는 최초 7.62 구

간에서 최종 6.76∼6.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일별 변화량을 보면 최초 측정 8일 이후 7.2

∼7.4로 나타났으며, 21일 이후 6.73∼6.80으로

감소하였다. B-type 실험구에서는 최초 7.62∼

7.81에서최종 6.76∼6.8로감소하는경향을 보였

다. C-type 실험구에서는 최초 7.62∼7.78에서 최

종 7.45~7.49로세실험구중가장낮은변화량을

보였다.

DO 측정에서는 A-type, B-type에서 8일 까지

일부 실험구에서 상승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으

며, A-type은 8일 이후, B-type은 12일 이후 급격

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DS, COND 측정에서는 pH, DO와 반비례적

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화량 또한

A>B>C 순으로 나타났다.

T-N 측정에서는 세 실험구 중 A-type에서 상

승하는 변화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B, C-type 에

서는 최초 측정치에서 0.12대로 낮은 변화량을

보였다.

T-P 측정에서는 세 실험구 모두 상승하는 경

량을 보였으며, 특히, 10일 이후 A, B-type이 급

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나타냈다. C-type 또

한 상승하였지만, 그 변화값은 낮게 나타났다.

COD 측정에서는 최초 측정부터 5일까지 A,

B-type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8일 이

후 동일하게 상승하는 변화량을 보였다. C-type

은 T-N, T-P 실험결과와 같이 상승하였지만, 매

우 낮은 변화값을 보였다.

2) 기존 조성공법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결과를 실험구별 비교 분석

한 결과 A-type에서 최초 수질에서 부레옥잠의

부패와토양, 수질에서생장하는 생물에의해수

질환경이저하되는경향을 보였다. B-type에서는

부레옥잠의 부패시 수질환경이 저하되었지만,

A-type 보다 작은변화결과를보였으며, 이는양

질토의유무가 오염원의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type은측정전체에서낮은 변화량을 보였으

며, 이는 수질오염원의 영향인 부레옥잠의 부패

와오염원의 퇴적이없어 일정한수질환경을 보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적층식 생태연못 조성공법

보다 미디어블럭 수질정화장치가 양질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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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Day TP(mg/L) / Day

COND / Day TN(mg/L) / Day

TDS / Day COD(ppm) / Day

DO(mg/L) / Day DO(%) / Day

Table 4. Longitudinal change of the water quality index (pH, TDS, COND, DO, T-N, T-P, COD)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양질수의 생태연못은 맑은물에 사는 수서곤

충과 물고기의 수생비오톱 환경을 제공하는 중

요한 생물서식공간이다.

제올라이트, 강자갈, 양질토로적층된기존생

태연못 조성공법은 오염물질이 정화연못에 수

평으로 적층되기 때문에 정화구역 전체의 오염

원 축척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수질정화능력

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본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질정화미디어블럭은

수면과 수직으로 배열하여 블록 전면부 유속을

감소시켜 침전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블록에 퇴적되는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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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질정화기능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수질정화미디어블럭은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

하고 경제적이다. 장기간사용으로인한성능감

소시 육상으로 인출하여세척 및건조로 수질정

화능력을복원할 수있기 때문에장기적인 재활

용이 가능하다.

본실험은기존또는신설생태연못에현장적

용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저류지, 빗물

저류조등의수질개선도가능함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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