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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습지는 물순환, 생태, 수질정화, 경관, 심미적 기능 등의 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조성된 인공습지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단순 토목, 조경 위주의 습지 조성으로 인공습지의 고유기능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습지의 
적정 설계, 유지관리 및 사후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에 조성된 인공습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공습지의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부 및 기타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공습지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조사였다. 
인공습지 현장조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3개 지점의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인공습지 
중 우수사례로 꼽힌 인공습지는 공통적으로 수변공간 제공, 오염물질 정화기능, 생태서식처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 퇴적물, 시설관리 등의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습지의 적정 설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유지관리, 유형 분류, 인공습지, 적정 설계

Abstract

Constructed wetlands (CWs) have been accepted as an attractive and economic alternative to a variety of pollution control and 
provided potentially valuable wildlife habitat in urban and suburban areas, as well as esthetic value within the local natural 
environment. CWs are known eco-friendly technolog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issues. Numerous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various aspects of a CW. However, there are current limitations about the CW operations such 
as few design guidelines, poor performance results regarding the simple construction.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an appropriate design and maintenance guidelines for a CW by thorough investigation of site monitoring results. The 
research also concentrated in redefining and reclassifying CWs, based on literatures mad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and other organizations. Investigation at 43 CWs in Korea was performed by using collected data and by performing site survey 
from 2013 to 2014. Based on the results, the best practices among the investigated CWs provided water treatment, wildlife habita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leisure. Also these CWs conducted a regular maintenance such as vegetation, sediment dredging and 
cleaning of facilities. Results obtained are intended for use by academics and any organizations involved in CW management.

Key words : Appropriate design, constructed wetland, maintenance, type classification 

1. 서 론
1)

국가 경제수준 및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하천과 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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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강화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및 인간생활에 대한 다양한 영

향분석이 도시화에 의한 환경-수리-수문-생태계 영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친환경적인 도시건설 시 수변녹

지공간은 필수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시 내 수질정화, 

수생태계 복원 및 환경기능,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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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되어 조성되고 있다.

 도시화는 건물, 도로 및 주차장 등의 불투수층 확대를 유발

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체 면적 중에서 

불투수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Park et al., 2012). 이러한 불투수율의 확대는 강우 시 유출

증가, 여름철 도시 온도 증가, 도시홍수, 하천의 건천화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훼손, 에너지 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수

리학적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ang et al., 

2001; Miltner et al., 2004; Kim et al., 2006; Son et al., 

2008). 이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도시화로 인한 

환경수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저영

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및 그린인프라

(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기법을 도입하고 있

다(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1999; Dietz, 

2007; UOA, 2009; Choi et al., 2013). LID 및 GSI는 도시개발

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자연적 물순

환을 구축하여 녹지와 물이 연계되고,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

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선진화된 개발기법을 의미하며 여기에

는 빗물정원(Rain garden), 생물저류지(Bioretention), 인공습

지(Constructed Wetlands) 등이 주요한 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MOE, 2014).

LID 및 GSI 기법 중 인공습지는 물순환, 생태, 자연정화, 

경관, 심미적 기능 등의 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토지이용의 고

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기술로 고려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arleton et 

al., 2001; Vymazal, 2005; Kadlec et al., 2009). 국내의 

경우 인공습지는 연못, 수변공원, 대체습지, 인공습지, 저류

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으며 수질정화, 재해관

리, 생물서식처 제공, 환경교육,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조성

되고 있는 인공습지는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단순 토목, 조경 위주의 습

지 조성으로 인공습지의 고유기능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습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인공습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인공습지 조성 및 관리 시 실제 현장

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하

였다. 또한 인공습지의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부 및 기타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공습지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조사였다.

2. 연구 방법

2.1 인공습지 유형분류 조사 

인공습지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유

수면 흐름형(Free water surface flow, FWS), 지하수평 흐

름형(Horizontal sub surface flow, HSSF) 지하수직 흐름

형(Vertical sub surface flow, VF) 및 하이브리드형(Hybrid)

Fig. 1. Types of CW.

등으로 흐름에 따라 분류된다(Kadlec and Wallace, 2009). 

자유수면 흐름형 인공습지는 가장 자연습지와 유사한 형태로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입수의 용량이 큰 경우 적용되

기에 습지 조성 시 소요되는 면적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습지는 동식물의 서식처 및 수변공간 제공과 같은 긍정

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악취, 

해충 및 조류발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하수평 흐름형 

인공습지는 지하에서 수평으로 물이 흐르는 구조이기에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으며, 여재를 사용하기에 오염물질 중 유기물 

및 입자상 물질 저감에 효과적인 특징을 보인다. 냄새나 해충발

생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충진된  여재내 공극 폐색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간헐적 

유입이 존재하는 도시지역에 소규모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직 흐름형 인공습지의 경우 여재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지하수평흐름과 비슷하나 상부에서 유입수를 뿌리는 

구조로 인해 추가적인 동력이 요구된다. 또한 인공습지의 처리

용량은 수표면적에 비례하기에 이러한 인공습지는 대용량 처리

에는 적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인공습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공습지들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습지로써 단일인

공습지보다 수질정화에 효과적이고, 악취와 모기서식 등의 문제

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이기에 선진국에서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습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흐름형태에 따른 분류 

이외에 환경부 및 기타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공습지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인공습지에 대한 명칭과 정의

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2.2 인공습지 현장조사  

수도권, 경기도 일대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한 

국내에 조성된 43개의 인공습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2013

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되었으며, 조사지점에 대한 현황을 

Fig. 2에 정리하였다. 충남에 조성된 인공습지(20지점)에서 

가장 많은 현장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경기도(8지점), 대전

광역시(5지점), 전라북도(3지점), 세종특별자치시(2지점) 순

으로 현장조사가 수행되었다. 인공습지의 현장조사 시 수질

정화, 생태서식처, 홍수저감, 수변공간 및 여가활동 등 습지

의 조성 목적을 파악하였고, 도시, 농경지, 산림, 축산지역 

등 유역의 토지이용, 하천, 호소, 하구, 충적지, 산지 등 인

공습지가 설치된 위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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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the investigated CWs.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인공습지의 유형분류 조사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습지는 주로 흐름에 따라 분

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습지를 조성목적과 기능·역할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인공습지는 조성목적에 따라 크게 7개

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로 ① 축산습지는 

축산지역에서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습지를 말하며, 

② 농업습지는 농배수로의 영양염류 제거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조성된 습지를 말한다. 다음으로 ③ 하도습지는 하천

의 생태서식처를 확보하고 수질개선, 수자원확보 및 홍수제

어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수로의 습지이며, ④ 호내습

지는 인공호에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습지이다. 또한 ⑤ 하구 및 간척지 습지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에코톤 지역과 간척지에 조성되는 

습지를 말하며, ⑥ 도심형습지는 도심지의 비점오염원을 저

감하고 홍수제어, 레크리에이션, 온도저감 등의 목적으로 

생태수변공원 등에 조성되는 습지이다. 마지막으로 ⑦ 소규

모 습지는 도심지에 조성되는 소규모 형태의 습지로 레인

가든(Rain garden)의 역할을 하는 습지를 말한다. 

다음으로 환경부 및 기타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공습

지를 조사하여 각각의 명칭과 정의를 Fig. 3에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인공습지의 명칭은 주로 조성된 위치에 따라 부

여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명칭에 따라 총 19개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습지에 대한 정의도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

(MOE, 2008) 및 국가습지의 유형별 등급별 분류 및 유형

별 습지복원 매뉴얼(MOE, 2010)에서는 인공습지를 염전, 

양식장, 인공호습지, 논, 내수면어업습지, 인공수로습지, 수

질정화습지, 생태수변공원, 채굴지 습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공호습지는 

8ha이상의 인공호에 형성된 습지로 인간의 간섭을 빈번하

게 받는 것을 말하며(인공댐, 저수지 포함), 인공수로습지

는 용수공급 혹은 연락수로, 운하, 어도 등에 형성된 습지

로 정의되고 있다. 수질정화습지는 하수도 방류수 혹은 비

점오염원 저감 등 수질정화를 위해 조성된 인공습지를 말

하며, 생태수변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

여 조성된 인공습지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에서 정의하는 습지 중에서 염전, 양식장, 논, 내수면 

어업, 채굴지 습지 등의 경우 일반적 목적을 가진 인공습지

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

어 이러한 인공습지가 조성되지 않고 있기에 인공습지의 

정의 및 가이드라인 작성 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습지의 유형별 등급별 분류 및 유

형별 습지복원 매뉴얼(MOE, 2010)에서는 위의 습지이외

에 인공습지를 하도, 보, 배수, 저수지 및 저류지 습지로 분

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도 및 보 습지는 하천형 

습지에 속하며 하도습지는 제외지내에 유수의 영향을 지속

적 혹은 주기적으로 받는 모든 습지, 보 습지는 보의 정체

수역내에 침수식물과 정수식물이 우점 하는 습지로 정의되

고 있다. 배수습지는 자연제방 배후지역 혹은 제내지 범람

원에 계절적 혹은 영구적으로 침수되는 습지를 말하며, 저

수지 습지는 8ha 이하의 농업용 저수지에 형성된 습지, 저

류지 습지는 배수펌프장 혹은 유수지, 저류지 등에 형성된 

습지로 정의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

영 매뉴얼(MOE, 2014)에서는 도시비점, 축산 및 농업습지

로 분류하고 있는데 도시비점습지는 약 2~4ha 미만의 소

규모 유역으로부터 배출되는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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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Fig. 4.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investigated CWs.

를 말하며, 축산, 농업습지는 각각 축산 및 농업지역으로부

터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인공습지로 

정의되고 있다. 농어촌공사(2004)에서는 저수지 및 호수 

인공습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모두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목

적으로 조성된 인공습지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유

습지(Yang, 2008)는 호소의 수면에 설치하여 호소로 유입

된 오염물질을 호소자체에서 정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습지

로 식재한 식물의 줄기와 잎은 물 위에 뜨게 하고 근경, 뿌

리는 물속에 잠기게 하여 식물성장의 기반 역할을 하는 습

지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환경부 및 기타기관에서 정의

하는 인공습지 중에서 인공호 습지, 인공수로 습지, 수질정

화습지, 생태수변공원 등은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인공습지의 주요 형태이기에 이를 정의하고 조성할 수 있

는 법 개정과 조성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3. Classification of CWs by domestic literature studies.

3.2 국내 인공습지의 조성 현황 분석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에 조성된 인공습지의 현황을 유역토지

이용, 인공습지 설치위치, 조성목적별 현황으로 나누어 Fig. 

4에 나타내었다. 인공습지의 유역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36%가 도시지역, 31%가 농업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축산

지역이 7%, 산림지역이 4%, 그리고 혼합지역이 22%로 조사되

었다. 인공습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살펴보면 논과 같은 

충적지가 42%였으며, 하천지역이 32%, 그리고 호소가 24% 

정도로 나타나 대부분의 인공습지가 충적지와 하천에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습지의 조성목적을 조사한 결과 수질정

화와 생태서식처 등 복합목적으로 조성된 습지가 약 절반인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정화목적으로 조성

된 습지가 27%, 수변공간 및 여가활동으로 조성된 습지가 

17%, 생태서식처 목적으로 조성된 습지가 7%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에 조성되고 있는 인공습지는 주로 수질정화와 

홍수제어 및 수변공간 제공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부가적으로 환경기능과 생태서식처 제공 등

의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습지의 조성위치를 살펴보면 

축산, 농업 및 도시지역, 호수, 하천, 하구 및 간척지 등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습지의 

조성 목적은 대체적으로 수질정화가 주목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습지 중에서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인공습지

는 수질정화 기능뿐 만 아니라 수변공간과 환경교육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인공습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워 인적이 드문 곳에 조

성된 인공습지의 경우 유지관리가 전혀 수행되지 못하여 

기능 발휘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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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bat Arboretum, Daejeon city (Site No. 21, 22)

 

(b) Geumhak Park, Gongju city (Site No.17, 18, 19)

Fig. 5. Best practices of the investigated CWs.

3.3 국내 인공습지의 조성 우수사례 분석 및 평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인공습지 중에서 우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 한밭수목원에 조성된 동원/서원 습지와 공주 제

민천 상류에 조성된 금학생태공원 인공습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 한밭수목원과 금학생태공원 조

성된 인공습지는 오염물질 정화, 수변공간 제공, 환경교육

장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습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유로습지와 저류습지가 적절히 연결

• 오염물질 정화기능, 조류발생 저감 기능, 식생피도를 

높여 생물서식 공간 및 미적 효과 등을 제공

• 다양한 식물군(침수식물, 정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

물)을 조성하여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습지와 주변에 습지식물 및 습지관목을 조성하여 건전

한 수생태계 조성

• 식물과 어류를 비롯한 건전한 수생태계가 조성되어 습

지 운영시 발생 가능한 기능저하, 조류발생 등의 문제

점이 최소화

우수사례로 꼽힌 인공습지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경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생, 퇴적물, 시설

관리 등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어 인공습지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국내 인공습지의 적정 설계 방안 제시

국내에 조성된 인공습지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

공습지의 적정 설계 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

와 같이 정리하였다. 

① 인공습지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역 내 토지이용 현황

은 유입수의 성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에 인공습

지 조성 시 이를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

인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도시, 농업, 축산 및 혼합지

역 등 토지이용 현황에 적합한 설계 방안 필요

② 식생 성장, 물의 흐름, 인간의 접근성, 생태 지속성, 

습지 및 공공의 안전성, 지하수 영향, 유지관리 용이

성 등을 고려한 인공습지 설치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며, 특히 충적지(도시지역, 논 등), 호소 

및 하천 등 조성 위치별 가이드라인 필요

③ 수질정화, 수변공간 조성, 생태서식처 제공 등의 조성 

목적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인공습지는 조성 목적 및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

어야 한다. 수자원 확보 및 홍수제어 등의 재해방지 목적으

로 설치되는 인공습지는 저류 및 배수기능이 원활하도록 

유출부 및 비상여수로의 설계가 요구되며, 생태서식처 제공

의 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는 특정생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및 생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안이 필요하다. 레크레이션 및 교육이 목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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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환경학습장, 친수공간 등 지역의 휴식 및 문화가 있는 

공간인 하도, 천변습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수질정화

의 경우 유입수의 수질농도를 고려하여 다목적 인공습지로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습지의 설계시 조성 

입지에 따른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하천에 설치되는 인공습

지는 수리, 수문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충적지

의 경우 대다수의 인공습지가 조성되는 입지로 주변여건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호소에 설치되는 

인공습지는 급격한 수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설계하며, 하구의 경우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이

기에 염에 강한 식재가 선정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산지

에 설치되는 인공습지는 사방댐과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국내에 조성된 인공습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적정 설계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유입 및 유출부 설계, 수

위 유지방안, 안전시설 설치, 식물 및 수목 조성, 식물 식재 

순서, 관찰데크 및 탐방로 설치, 관리차량 진입로 및 주차

장 설치, 습지사면 조성 방안 및 동물 이동통로 등에 대하

여 정리하였다.

• 유입/유출부 설계 및 수위 유지 방안

인공습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생태용수 유

입/유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입/유출부를 설계하고, 안정

적 수위 유지는 생태계 형성에 영향을 주기에 지속적인 수

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안전시설(울타리) 

인공습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공공안전과 생물들의 서

식처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시설(울타리)을 조성해야 한다. 

• 식물 피복도 유지

식물 피복도는 수질정화 능력, 녹조 발생, 생물서식처 제

공, 유수흐름 등에 영향을 주기에 최소 40% 이상으로 조성

해야 한다. 

• 식물 및 수목 조성 방안 

사람의 왕래가 낮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못한 인공습지

에서는 자생종을 식재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인공습지에

서는 자생종과 함께 외래종 식재도 고려한다. 수목을 적절

히 조성하여 습지의 수온 저감, 생물서식처 확대 및 경관성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식물 식재 순서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습지의 유입부에는 입

자상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고, 습지 중간

부에는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도록 한

다. 또한 유출부로 갈수록 용존성 오염물질 제거에 탁월

한 식물을 식재하여 오염물질 정화 효율을 높일 수 있도

록 한다.  

• 관찰 데크 및 탐방로 설치

일반적으로 관찰 데크 및 탐방로는 환경교육 및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활용목적으로 조성되나, 주로 생물 서식공간의 

근처에 조성되어 건전한 생태계 형성에 방해를 준다. 인공

습지의 다양한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습지생

태계가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다.

• 관리차량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

다. 주차장은 불투수면 포장보다는 식생 등을 이용한 투수

성으로 포장하여 물순환과 생태정온 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하며, 관목이나 교목을 식재하여 최대한 자연미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습지 사면 조성

습지 사면은 식물, 동물 및 어류 등의 생물 서식처 공간이

지만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면으로부터 발생하

는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방틀 등을 조성하도록 한다. 

• 동물 이동통로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습지와 녹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전한 생태계 조화　

건전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겸비된 습

지를 설계하여 습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

록 한다. 생태계 조화가 잘 이루어진 습지는 다양한 습지식

물군(침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및 정수식물)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어류 및 양서파충류 및 조류(bird) 등의 서식

처 공간을 제공한다.　건전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

적 구조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습지관목과 습지식물을 적정

하게 배치하여 생태성을 높이도록 한다. 

• 습지 구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습지(FWS, HSSF, Hybrid, 소규모 습지 

등)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습지의 기능향상과 더불

어 다양성을 높이도록 설계하며, 유역 및 유입수의 특성에 

맞도록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3.5 국내 인공습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다음은 국내 인공습지의 사후관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

공습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식생, 퇴

적물, 습지 사면, 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식생 관리 

인공습지에 식재된 식물이 지속적으로 생장하여 활착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식물은 습지 수면에 그늘을 제

공하여 수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 조류 발

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중의 질소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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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거하는 등 수질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식물의 밀도

는 인공습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에 적정

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겨울철 발생하는 

식물의 고사체는 장기적으로 내부 오염물질(유기물 및 영

양염류 등)의 생성을 야기하기에 제거가 필요하지만 수질

정화를 위한 부착미생물의 공간 및 생물 서식처로도 활용

되기에 일정부분을 남기고 제거하도록 한다. 식물 제거작업 

수행 시 인근 농장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거된 식물이 농장의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퇴적물 관리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대부분의 인공습지는 입

자상 물질 및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해 침전지 등 전처리 시

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습지의 적정한 저류 용량을 유지하

고 수질정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전된 퇴적물 및 협

잡물을 제거해야 한다. 연간 1회 정도의 퇴적물 제거 작업

이 필요하며, 제거된 퇴적물은 오염물질의 농도 분석 후 처

리하도록 한다. 

• 습지 사면 관리

습지 사면은 생물의 이동경로이면서 서식처이기에 식생

피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강우 시 

마찰력으로 인해 사면이 붕괴되거나 급경사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인공습지는 수질정화, 인간의 여가생활 공간 제공 등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매우 중

요한 인공 생태계이기에 인간의 접근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생태교육을 위해서는 일부분만 개방하도록 하며, 안

전성이 낮은 공간은 식생밀도를 매우 높여서 인간의 접근

을 허용하지 않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 환경교육

인공습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명 자료를 비치하거나 부착하여 시민들이 습지의 중요성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인공습지의 유형분류 조사, 우수사례 분석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습지의 적정한 설계 및 유

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인공습지는 흐름 

형태, 목적별, 조성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정의하고 조성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조

사 결과, 인공습지는 축산, 농업, 도시, 호수, 하천, 하구 및 

간척지 등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주로 수질정화, 홍수제어, 수변공간 및 생태 서식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로 

꼽힌 인공습지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경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생, 퇴적물, 시설관리 등의 유지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어 인공습지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인공습지의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인공습지의 유입 및 유출부 설계, 수위유지 방

안, 안전시설 설치, 식물 및 수목 조성, 식물 식재 순서, 관

찰데크 및 탐방로 설치, 관리차량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습지 사면 조성 방안 및 동물이동통로 등의 적정 설계 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식생, 퇴적물, 습지 사면, 안전시설물 관

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

이드라인에 따라 조성된 인공습지는 나아가 하천과 호수의 

수질향상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References

Carleton, JN, Grizzard, TJ, Godrej, AN, Post, HE (2001).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tormwater treatment 

wetlands, Water Research, 35(6), pp. 1552-1562.

Choi, JY, Son, YG, Lee, SY, Lee, YH, Kim, LH (2013). 

Development of tree box filter LID system for treating road 

runoff, J. of Wetlands Research, 15(3), pp. 407-412. 

[Korean Literatu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1999). Low-Impact 
Development: an Integrated Design Approac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USA.

Dietz, ME (2007). Low impact development practices: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directions.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186(1-4), pp. 

351-363.

Kadlec, RH, Wallace, SD (2009). Treatment wetlands. 2nd ed, 

CRC press, Boca Raton, Florida, USA.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2004). Manual 
for the Constructed Wetl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for Agricultural Water Quality Improvement,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orea. [Korean Literature]  

Kim, LH, Lee, EJ, Ko, SO, Kim, SG, Lee, BS, Lee, JK, Kang, HM 

(2006). Determination of first flush criteria in highway 

stormwater runoff using dynamic EMCs, J.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22(2), pp. 294-299. [Korean 

Literature]

Park, M, Song, Y, Kim, S, Park, M (2012).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 for high-risk urban inundation area 

using flood vulnerability index. J.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2(2), pp. 245-253. [Korean 



현장조사 결과를 이용한 인공습지 적정 설계 및 유지관리 방안 도출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17, No. 4, 2015

435

Literature]

Son, HG, Lee, EJ, Lee, SY, Kim, LH (2008). Determination of 

nonpoint pollutant unit loads in toll-gate of highway, J. 
of Wetlands Research, 10(1), pp. 69-75. [Korean Literature]

University of Arkansas (UOA) (2010). Low Impact 
Development: A Design Manual for Urban areas. Fay Jones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Arkansas, USA.

Miltner, RJD, White, D, Yoder, C (2004). The Biotic integrity 

of streams in urban and suburbanizing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9, pp. 87-100.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08). Korean Wetland Type 
Classification System,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10). Research of Korean 
Wetland Type Classification System and  Type of wetland 

restoration manual,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14). Manual for the BMPs 
Install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Korean Literature]

Vymazal, J (2005). Review horizontal sub-surface flow and 

hybrid constructed wetlands systems for wastewater 

treatment, Ecological Engineering, 25, pp. 478-490.

Wang, L, Lyons, J, Kanehl, P (2001). Impacts of urbanization 

on stream habitat and fish across multiple spatial scales, 

Environmental Management, 28, pp. 255-266.

Yang, HM (2006). Changes in pollutant concentrations by 

artificial floating island installed in reservoir for irrigation, 

J.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9(2), pp. 23-32. [Korean Lit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