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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onitor and observe the vegetation change of an aquatic biotope garden built in wetland.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biotope garden and provided clues for ecologically adaptive management of biologically

healthy garden. A biotope garden is a garden built with “biotope” as its main theme, to be easily approachable by public

and serves as alternative garden offering ecological service in daily life. Also, a biotope garden focuses on wide usage of

biotope instead of conservation.

The main objectives and functions are such as enhancement biodiversity (wildlife habitat), climate change adaptation

(carbon zero), water treatment (reduction nonpoint source from around landuses), water front and culture (amenities and

storytelling), eco-healing (clean water and air, anion). especially protect the ecological precincts against ecological effects.

The vegetation communities were selected from the standard vegetation community models derived by surveying vegetation,

hydrologic and soil factors from reference wetlands. Water could be circulated from the ecopond to the retention reservoir

by the circulation pump.

Results of monitoring in 3 times, totally 54 species of vegetation were founded out. And the monitoring and adaptive

management such as elimination of non-native species were conducted but introduced continuously, performance assessment

and adaptive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monitoring were required to manage the biotop garden as soundly.

As a furthur studies with additional monitoring to verify the effect of promoting biodiversity for the animals and the

carbon reduction by measuring the amount of carbon stored or reduced in soil, water bodies and vegetations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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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연구는수생비오톱정원을조성한이후의모니터링을 통하여식생의변화를고찰하기위해수행되었으며, 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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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변화하기 위한 적응관리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비오톱 정원은 비오톱을 주제로 하는 정원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통해 비오톱이

제공하는생태서비스를누릴수있는대안적정원을말하며, 시민이함께하는시민을위한정원으로서완전한보전보다는

현명한 이용을 전제로 한다.

비오톱 정원 조성 목표로는 인공습지로서의 기능인 생물다양성 증진과 탄소저감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주변

녹지 및 시설지 등 토지이용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질정화, 학생이나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 학교구성원을 위한 친수문화경관, 신선한 물과 공기를 통한 에코 힐링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3차례 모니터링

결과 식물종은 총 54종이 출현하였다. 본 연구대상 비오톱 정원에서는 외래종 제거 등 일부 적응관리가 수행되었으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침입하고 있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 목표에 적합하고 정상적인 천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생태적 유지관리 즉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가 필요하며, 비오톱 정원이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또는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로서 동물상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오톱 정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토양 및 수체, 식생 등에 저장되거나 감소되는 탄소량을 측정하여 탄소저감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생태적 관리, 생태성능평가, 모니터링, 표준생태계

Ⅰ.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도시생태계에조성된비오톱(biotop)은생태적형성과정(eco-

logical process)에 의한 생태계 다양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미옥과 구본학(2015)은 표준생태계를 고려하

여 대학 캠퍼스에 습지형 비오톱을 주제로 하는 캠퍼스 정원

계획요소를도출하고, 탄소저감 기능을위한식생군락을도입

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정영선 등(2013) 등의 비오톱 조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편, 비오톱 정원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저감

기능보다는 토양 및 수체에 의한 저장 기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강수학등(2008), 김형국 등(2010), 한봉호 등(2010),

최병순(2011), 김덕호(2012), Koo(2014) 등의연구에의하면생

태공간 조성 또는 복원 후 생태계 내 식생구조가 변화하고 있

으며, 이때 조성 및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원

리에 입각한 생태적 유지관리라고 할 수있는 적응관리(adap-

tive management)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비오톱정원의모니터링을통해비오톱정원

에 도입된 식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생태적 형성과정에 의해

발달되는과정을고찰해보고자하며, 이를통해비오톱정원의

개념을정립하고, 아울러 조성된비오톱정원이생태적으로건

전하게변화하기위한적응관리를위한단서를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대상지는충남천안시에위치한 N대학교내비오톱

정원으로서면적은 1,400m2에이르며, 수도권 전철 1호선 전철

역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다(그림 1). 비오톱 정원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조성되었으며, 표준생태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비오톱 정원을 조성하였다. 모

니터링은 2015년 7월(2015/7/18)부터 10월(2015/10/11), 2016

년 4월(2016/4/9) 등 3차례에 걸쳐진행되었고, 중간에외래종

등에 대한 인위적인 제거 등의 관리가 일부 수행되었다.

모니터링범위는식물상및식생으로국한하였고, 시기별식

물상변화를주로관찰하였다. 식물상은대상지전체를이동하

면서 현지에서 식물종을 확인하였고, 특정종 여부를 파악하였

다. 식생은 비오톱 정원 조성 후 1년이 경과되어 어느 정도 군

락이 안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3차 모니터링에서 측정하였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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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니터링 진행 및 방형구

으며, 2m×2m 크기의 방형구 5개소를 설치한 후 Braun-Blan-

ket(1964)법에 의해 우점도와 군도를 조사하였다(그림 2).

조사된 자료는 Mueller-Dombois와 Ellenberg(1974), 그리고

김준민 등(1987)의 식생자료 정리 방법에 따라 종조성표를 작

성하여 군락을 구분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비오톱 정원

1) 비오톱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오톱을 소생태계라는 용어로 설

명하며,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간의 이

동가능성등생태계의연속성을높이거나, 특정한생물종의서

식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조성하는생물서식공간’이라고정의

하고있다. 일반적으로는특정생물군집이서식하고있거나, 서

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균일한 공간단위로서, 주변 공간과 뚜

렷하게 구분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하며, 가치중립적 개념이

다. 비오톱에는 식물(phytotope)과 동물(zootope)의 공간적 영

역을 포함한다.

비오톱의공간과기능에대해서는다양한관점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공간적으로 좁은 의미의 비오톱과지오톱(Geotop)

및 기능적으로는 비오시스템(Biosystem)과 지오시스템(Geo-

system)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립하고자 한다(그림 3).

비오톱의주요기능은생물다양성증진및탄소저감등으로

서특히도시및도시화된인조환경의생태적질을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생태계를 경험하

며, 생태체험의기회를증진시키는등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

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종의서식조

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적 연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오톱은자연지반과인공지반을포함한대상지에육상비오

톱과 수생비오톱 등의 형태로 조성되는데, 육상비오톱은 대상

지의 자연식생에 유사한 구조의 덤불숲이나 생태숲 등으로 조

성되며, 수생비오톱은연못이나계류등물요소를주제로한다.

비오톱을조성함으로써생활주변에야생초화류와자생수목, 야

생 조류, 곤충, 어류 등 야생동식물을 끌어들이고, 일상생활을

통해관찰할수있으며, 연못이나덤불숲등점적또는면적자

연생태요소들이계류나연결녹지등의선적요소에의해네트

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

과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 조성된 비

오톱정원은학생청소년지역주민등이일상생활을통해접근

하여 환경교육, 자연 체험 등의 생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그림 3. 본 연구에서의 비오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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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특징 및 기능

고유성 대상지 본래의 자연환경을 보전 창출

향토성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재료 사용

핵심생태구역 서식처 등 사람의 접근 차단 또는 제한

연속성 주변 토지이용 및 생태계와의 관계

지속성 생태적 형성과정에 의한 생태적 목표 달성

건전성 생태계 기능과 가치의 유지

친생태성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생태서비스 제공

시민참여

정부, 전문가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계획-설계-조성-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역주민 및 학생 등 일반 시민의 참여

모니터링 조성 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 생태 모니터링

성능 조성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생태적 성능 평가

표 1. 비오톱 정원의 속성 및 기능(박미옥, 2016)는 정원 형태이다.

2) 비오톱 정원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의하면정원

이란 ‘식물, 토석, 조형물을 포함한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

거나, 재배․가꾸기등을통해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

간’을 의미하는데, 비오톱 정원은 처음부터 생태적 형성과정을

큰 흐름으로 비오톱 자체를 핵심 요소로 하는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오톱 정원은정원구성요소의하나로서비오톱요소를도

입한일반적인정원과는달리정원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비

오톱자체가정원의주제가되어비오톱의기능을중심으로일

반적정원기능을도입조성한정원을의미한다(박미옥과구본

학, 2015). 정원 내 비오톱은 정원 안에 비오톱을 일부 포함한

다면, 비오톱정원은비오톱을중심으로정원기능을포함한다.

나아가 비오톱은 생활권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접

근하여자연을체험할수있는정원형태로서, 공간적으로는마

당과같은자연지반과옥상이나실내베란다또는주차장상부

등과 같은 인공지반을 포함한다.

이를바탕으로비오톱정원을정의하면, 비오톱을주제로하

는 정원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통해비오톱이제공하는생태서비스를누릴수있는대안적정

원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정원

으로서 완전한 보전보다는 현명한 이용을 전제로 한다(그림

4).

3) 비오톱 정원 기능

비오톱정원은자연형성과정에의해구조와기능이안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생태 시스템으로서, 야생생물이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증진공간이며, 사람에게친수및생태체험의기회

그림 4. 비오톱 정원 개념도 (박미옥, 2016)

를제공하고, 휴식과힐링을제공하며, 주변환경압으로부터생

태공간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비오톱정원의세부기능과속성을표 1과같이정립하

고자 한다.

4) 비오톱 정원 조성 프로세스

본연구에서는 비오톱 정원을 그림 5와같은프로세스에 따

라 조성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물리적 구조, 토지이용, 지

형, 서식처(생물다양성), 식재, 물순환,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

감, 재활용및순환등의세부계획을수립하며, 나아가유니버

설디자인과 현명한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아울러 표준생태계

조사를 통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도출하여 표준모델을 설정

하고, 비오톱 정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표준생태계에서 도출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은 비오톱 정원

그림 5. 비오톱 정원 조성 프로세스(박미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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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후생태성능평가를위한요구성능및평가지표의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성된 비오톱 정원이

조성목표를 달성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비오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적응관리 및 모니터링

이필요하며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한생태성능평가를수

행하여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2. 생태적 관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태적

원리에입각한적응관리를적용하였다. 적응관리(adaptive ma-

nagement)는불확실성에대한유연한의사결정과정으로서과

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관리 전략을 말한다(박미옥

2016). 영국의 British Columbia에 의하면 적응관리는 현상에

대한평가와문제인식→ 개선을위한계획설계→ 수행→ 모

니터링→ 결과에대한성능평가→ 수정개선및관리등의절

차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표 2, 그림 6). 본 연구에서 비오톱

정원의 생태적 공간에서 적응관리를 통해 비오톱 정원의 생태

적 수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훼손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

응함으로써생태적탄력성과생산성을증진시킬수있으며, 궁

극적으로 비오톱 정원의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적응관리는 정적(passive) 적응관리와 동적(active) 유

지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Walters, 1986). 그림 7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정적 적응관리는 관리자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관리목표에근거한최선의대안을수행하여그결과에대한옳

고 그름을 평가한 후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정하게 된

다. 동적적응관리는관리자가불확실성에대응하여다수의대

안적 관리를 수행하게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거쳐목표

그림 6. 적응관리 과정(Rist et al., 2013)

적응관리 단계 각 단계별 요소

Step 1. 

평가 및 문제인식

관리 목적 및 목표 설정

문제인식(관리의 핵심요소)

대안적 관리 (실험적 처방)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

공간적/시간적 범위 설정

개념모델 구축

평가되어야 할 가설 명백한 설정

추정적 상태 명확한 기술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이해당사자의 참여

과학자의 참여

관리자의 참여

Step 2.

계획설계

동적(active) 적응관리 적용

대조, 복제, 조절 등 포함

통계에 근거한 조언

결과물에 대한 예측

대안적 결과를 적용 다음 단계 고려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정형적 적응관리계획 수립

상호 검토된 설계 수립

다년간 예산 계획 수립

이해당사자의 참여

Step 3. 

수행

대안적 처방 수행

설계에 따른 시공 

수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Step 4. 

모니터링

설계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계획 수행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행

Step 5.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

목표와 모니터링 결과 비교

가정, 불확실성, 가설 등과 모니터링 결과 비교

예측모델과 실제 결과 비교

통계적 분석 수용

모니터링으로부터 도출된 데이터 분석

Step 6. 

수정/개선 및 관리

의미있는 학습 도출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

다른 요소들에 적용

학습결과에 근거한 실천과 도구 수정

표 2. 모니터링 단계 (영국 British Columbia)

그림 7. 정적/동적 적응관리 모델 (MFR 2008) 

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역시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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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비오톱 정원 조성1)

1) 현황 분석 및 조성 목표 설정

본연구대상지는완만한경사를이루는구릉지로서주변은

초본류중심의야생초지와텃밭, 일부 자생수목을포함한교목

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 역으로부터 직접

진입하는작은통로와목재데크가대상지옆으로통과하여주

변건물군으로이어지고있어, 사람들의이동이빈번하고활동

이밀집된공간이다. 비오톱 정원 조성목표로는인공습지로서

의 기능인 생물다양성 증진과 탄소저감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

며, 주변 녹지 및 시설지 등 토지이용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질

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질 정화, 학생이나 교직원 및 지역

주민등학교구성원을위한친수문화경관, 신선한 물과 공기를

통한 에코 힐링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표 3).

2) 표준습지 분석을 통한 표준모델 및 비오톱 조성

연구대상지와같은생태권역에위치한 3개 습지를표준습지

로 선정하여 표준 식재모델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지 구릉지

지형을 따라 3단 구조의 비오톱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침투저

류조-전처리 기능을 갖는 1차 정화지(침전지)-수로-2차 정화

지(저류지)-수로-3차 정화지(생태연못) 등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못은수로로연결된수로연결형이며, 빗물을이용하고

가장 아래쪽 못에서 펌프로 물을 순환시키는 물순환형 비오톱

으로 조성되었다(그림 8).

호안 구조는 생물서식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경

사도와자갈등의자연호안재를도입하였으며, 주변육상생태

계와 연못 수중생태계의 연결성을 고려하였다. 못을 연결하는

수로에는바위, 자갈등자연재료를활용하여다공질의생태수

로를조성하였고, 곡선형의계류를따라물이흐르면서자정작

용에 의해 오염물질 정화 효과와 더불어 음이온 발생 효과를

유도하였다.

조성목표 기능내용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동물 서식처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저장

수질정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저감

친수문화경관 친수, 경관향상, 어메니티, 스토리텔링

에코힐링 음이온, 신선한 물과 공기

표 3. 비오톱 정원 조성목표 (박미옥과 구본학, 2015)

그림 8. 비오톱 정원 전경

3) 탄소저감형 식재 및 서식처 조성

식물은 수환경적응도를 고려하였으며, 영양염류, 오염물질

흡수및부착이가능하고, 수질정화 기능과수서생물의서식공

간제공기능, 아울러햇빛을차단하여조류증식억제효과등

을고려하였다. 수변림을조성하여광합성및탄소저감효과와

더불어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여름철 수온 상승을 억제하여 부

영양화를억제하고, 수중및 수변에서식하는생물종에게는혹

서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9).

어류로는 피라미, 버들치 등 자생종을 도입하였으며, 횃대,

고사목, 나무말뚝 등으로 조류, 곤충류 등의 유인을 위한 다공

질 환경과 휴식처 등 소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태양광조명 등 무공해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였

다.

4) 물순환

그림 9. 식재설계도(박미옥과 구본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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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물순환시스템 설명판

우수 침투율 및 투수포장률을 증가시켜 빗물 투수 및 저류

효과로표면유출량감소및유출시간지연을통해물순환을도

모하였다. 주차장은투수성포장을하며, 지하에저류조를설치

하여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전처리 습지인 1차 정화지(침전지)

로유출시킨다. 비오톱주변녹지에도투수성친환경매트, 다공

질환경 등 투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장 구조를 도입하여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0).

2. 모니터링에 따른 식생변화

1) 도입식생

도입식물은표준습지에대한조사를근거로표준모델을구

축하였고, 왕버들, 목련나무, 단풍나무, 털부처꽃, 물억새, 부채

붓꽃, 창포, 수크령, 벌개미취, 부들, 매자기, 줄, 달뿌리풀, 노랑

어리연꽃, 연꽃 등 15종을 식재하였다(표 4, 그림 9).

2) 식생변화

3차례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단계별 식생 현황은 표 4와

같이 나타났으며, 식물종은 3차례에 걸쳐 총 54종이 출현하였

다(표 4). 식재종에비해 39종이증가하였는데, 이들은주변녹

지의 식생군락에서 유입된 종, 토양이나 식재 수목 반입 시 종

자 등의 형태로 함께 유입된 종 등으로 판단된다.

1차 모니터링에서 45종이 출현하였으며, 2차 모니터링에서

는 38종, 3차 모니터링에서는 33종이 각각 출현하였다. 1차 모

니터링이후생태적관리를수행하여주변군락에서유입된종

(뚱딴지), 외래종 및 목표에적합하지않은종을 제거하여 2차

모니터링 종 수가 1차에 비해 감소하였다.

식물종 학명 식재
모니터링

1 2 3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O O O O

목련나무 Magnolia kobus O O O O

단풍나무 Acer palmatum O O O O

털부처꽃 Lythrum salicaria O O O O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florus O O O

부채붓꽃 Belamcanda chinensis O O O O

창포 Acorus calamus O O O O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O O O O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O O O O

부들 Typha angustifolia O O O O

매자기 Scirpus maritimus O O O

줄 Zizania latifolia O O O O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 O O O O

노랑어리연꽃 Nymphoides peltata O O O O

연꽃 Nelumbo nucifera O O O

뽕나무 Morus alba O O O

부처꽃 Lythrum anceps O O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O O O

원추천인국 Rudbeckia bicolor O O

양버즘나무 Platanus occidentalis O O O

수수꽃다리 Syringa oblata var. dilatata O O O

수크렁 Pennisetum alopecuroides O O O

소나무 Pinus densiflora O O O

감나무 Diospyros kaki O O O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O

참쑥 Artemisia dubia Wall. O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O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O

가중나무 Ailanthus altissima O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O O O

개망초 Erigeron annuus O

금불초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O

참쑥 Artemisia dubia O O

망초 Conyza canadensis O O O

토끼풀 Trifolium repens O O

박하 Mentha piperascens O

나팔꽃 Pharbitis nil O

참억새 Miscanthus sinensis O

큰금계국 Coreopsis lanceolata O O

방동사니 Cyperus amuricus O O

돌피 Echinochloa crus-galli O O

쑥 Artemisia princeps O O O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O O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O O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O O O

큰개불알풀 Veronica persica O

서양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O

찔레꽃 Rosa multiflora O

개대황 Rumex longifolius O

쥐똥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O O O

질경이 Plantago asiatica O O

머위 Petasites japonicus O O

여뀌 Persicaria hydropiper O O

합계  54종
1차 2차 3차

45 38 33

표 4. 비오톱 정원 출현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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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단계 식생도

1차 모니터링

(2015/7/18)

45종 출현

2차 모니터링

(2015/10/11)

38종 출현

3차 모니터링

(2016/4/9)

33종 출현

표 5. 모니터링 단계 및 식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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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모니터링은 4월에 진행되어 아직 전체 종 수를 파악하

기에는어려우나, 2016년에 비해 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

고있다. 4차(7월예정), 5차(10월예정) 모니터링을통해정확

한 종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차 모니터링에서 새로 발견된 종으로는 큰개불알풀, 서양

민들레, 찔레꽃, 기대황 등 4종으로 나타났으며, 2차 모니터링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종으로는 토끼풀, 머위 등 2종으로

나타났다.

식재종 중에서 3차 모니터링에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는 물

억새 및 매자기가 있으나, 이들 종은 이후 진행될 추가 모니터

링에서는 발견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모니터링 이후 성능평가를 통해 외래종

을포함한일부종을제거하고, 목표에따라도입된종및일부

종을 추가 식재하는 등 관리를 수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침입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적응관리가 필요하

였다. 특히목본류를제외한초본류들은제거된이후에도지속

적으로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수생 비오톱정원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본류의 지속적인 제거가 필요할 것

이다.

아울러 본 연구기간동안비오톱정원에조류및곤충류들이

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바, 동물상에 대한추가적인모니터링

을 통해 비오톱 정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나

아가 토양 및 수체, 식생 등에 저장되거나 감소되는 탄소량을

측정하여 탄소저감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본연구는습지를기반으로하는수생비오톱정원을조성한

이후의 생태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식생의 변화를 고

찰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비오톱 정원

의 개념을 정립하고 속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비오톱정원은다음과같은속성을지닌다. 1)

비오톱 정원은 정원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비오톱을 도입하는

소극적의미가아닌비오톱그자체를주제로하는정원, 2) 대

상지생태권역및생태유형과같은대표성있는표준생태계에

서 도출된 표준모델에 따라 조성, 3) 주요 목표로는 비오톱의

주 기능인 생물다양성, 탄소저감 등과 정원의 기능인 휴양, 교

육 등을 통합한생태계 서비스 제공, 4) 계획 요소로는 물리적

구조, 토지이용 및 지형,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처 조성,

투수성포장및빗물재활용등물순환시스템, 태양광 및 LED

등 신재생에너지, 노약자나 장애인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4) 비오톱이라는생태적의미를강조하면서도공원이지니

는 이용적 측면을 고려한 현명한 이용 계획 등.

3차례 모니터링 결과, 식물종은 3차례에 걸쳐 총 54종이 출

현하여식재종에비해 39종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주변 녹지

의 식생군락에서유입된 종, 토양이나 식재 수목 반입 시 종자

등의 형태로 함께 유입된 종 등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 비오톱 정원에서는 외래종 제거 등 일부 적응

관리가수행되었으나, 초본류들은제거된이후에도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비오톱 정원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초본

류의지속적인제거가필요할것이다. 모니터링 결과를바탕으

로 조성 목표에 적합하고 정상적인 천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생태적 유지관리 즉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가 필요

하다. 생태성능을 평가하여비오톱정원이생태적목표를달성

하고있는지또는달성할수있는지에대한성능평가가필요하

다. 성능평가는 표준생태계로부터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분석

하여요구성능, 평가지표등을설정함으로써비오톱정원이지

니는 생태적 기능을 단계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후속연구로서 동물상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비오톱정원의생물다양성증진효과를검증하고, 나아가

토양 및 수체, 식생 등에 저장되거나 감소되는 탄소량을 측정

하여 탄소저감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주 1. 박미옥과 구본학(2015)의 연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요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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