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을 연못╅┿ 

잘 설계한 연못은 현ⓓ 야생동물의 ┮식ⓓ─ 되┾ 줍┛┗

와일┠띵┹(About WildThings)에 대한 안내

ⓠ링─╆ ⓜ운슬의 와일┠띵┹ ⑨┿├램은 ┳┺의

야생동물을 ┡⑬⑪┌ 야생동물╆ 돌┽╀┳록 장려⑪┬

위해 ╃╂ 뒷 ┒당에 ┮식ⓓ를 일┘려는 ⑨┿├램입┛┗.

현재 진행중인 와일┠띵┹ ⑨┿젝①는 ┗음과 같습┛┗:

● ┵영장을 연못╅┿

● ⓦ종 꿀벌통 배ⓛ

당신╆ ╃╂ 야생동물과 ╃╂ ⓓ역에 야생동물╆ ┮식⑪는데 

각별한 관심╆ 있╅┺┗면 당신의 집 뒤뜰에┮ ├ 관심을 

행동╅┿ 옮┬는데 ┳움을 받┽┡┺면 ┾떨까╁?

www.kmc.nsw.gov.au/wildthings
2014년 2월

┵영장을 연못╅┿ ┞꾸는 

3단계

1단계:  화학약품에 작별을 ┌⑪┌ 펌⑨와 필ⓥ를 끄세╁

2단계: 일ⓔ 공┭ 단계

3단계: ┒ⓓ막 손질

“┽╆들╆ 분─⑪┌ ┤┮ ╃╂는 ┵영장을 │의 쓰

ⓓ 않았는데 ┵영장을 ╄ⓓ ⑪╇┛ ┪용┳ 많╆ 들┌ 

┺간┳ 잡┽ 먹었습┛┗. ╆ ⑨┿젝①는 ─슴 설레는 

경험╆었습┛┗. ╃╂는 ╆제 건강한 화ⓖ─ ╇┨┌

매일 ┵많은 새들╆ 찾┽╀는 살┽있는 연못╆  

생겼습┛┗. 연못╆ ╃╂ 뜰을 돋┡╆게 해ⓐ네╁.”

ⓠ링─╆ ⓐ민

댁의 ┵영장을 생명력╆ 넘ⓛ는 
연못╅┿ ┞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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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장을 연못╅┿ ┞꾸┤╁?
● 	당신╆ ┵영장을 ┭용⑪ⓓ 않┌ 있┗면 관╂ ┪용╆ 

많╆ 들┾갑┛┗. ┵영장을 연못╅┿ 전환⑪는게 
메╃는 것┡┗ ┣ 창의적인 발상입┛┗.

● 	┵영장을 연못╅┿ 전환⑪면 중╁한 집 ╇산을
파괴할 필╁─ 없╅며 언제든 원⑪실 경╃ 연못을 ┵
영장╅┿ ┗┺ ┞꿀 ┵┳ 있습┛┗.

● 	연못은 야생동물의 ⑩난ⓕ 역할을 ⑪┌ 새와 개┘╂ 

같은 여┷ ⓦ종 동물╆ 찾┽╀게 합┛┗.

● 	┵영장을 연못으로 전환⑪면 뚜껑 없는 빗물 ╈장통

╆ 생┬는│┌ 깨끗한 물 ┵천 ╂ⓥ를 필╁할 때 쓸 

┵ 있┗는 장점╆ 있습┛┗. 

ⓐ╁ 질문

┵ⓖ─ 필╁한─╁?
예, ┵ⓖ는 필┵입┛┗. ┵ⓖ는 필ⓥ 역할을 ⑪며, 맑은 물을 

╄ⓓ⑪려면 식물╆ 연못의 약 25%를 덮┾야 합┛┗. 

물╆ 건강에 해롭ⓓ 않┤╁?
예, 물┌┬와 개┘╂─ ╀염된 물에는 살ⓓ 않╅┛까╁.

필ⓥ─ 필╁한─╁?
┽┛╁. ┵영장╆ 연못╆ 되면 ┣ ╆상 청┱를 안⑪┺┌  

┤뭇잎 따위─ ├냥 ┵영장 ┞닥에 떨┾ⓓ게 내┟려┻┺면 

됩┛┗.

╃╂ 집 ┵영장╆ 녹색╅┿ 변했┾╁. 계속 ╈런 상태┿ 

있게 되┤╁?
┽닙┛┗. 화학물질 ⓨ입을 중ⓓ⑪┺면 물을 녹색╅┿ 만┠는  

특정 ╉┥(藻類)─ ┵영장을 ⓔⓓ합┛┗. ├┷┗─ ┤중에는

물 색깔을 ┞꾸ⓓ 않는 ╉┥─ ├ ╇╂를 ⓔⓓ합┛┗.

물에┮ 냄새─ ┤면 ┾쩌╊?
ⓠ링─╆ ⓓ역에┮ ┵영장을 연못╅┿ ┞꾼 곳╆ 70개─

넘ⓓ만 물 냄새─ 문제─ 된 적╆ 없었습┛┗.

┵ⓖ와 물┌┬는 언제 넣을 ┵ 있┤╁?
물┌┬를 넣는 최적의 ┺┬는 연못에 ┚┬ ╄충╆ 꿈틀│╂는게  

┡일 때입┛┗. 만일 물에┮ 애벌레─ 살 ┵ 있는 상황╆ 

되면 화ⓖ와 물┌┬┳ 살 ┵ 있는 환경╆ ┒련된겁┛┗. 

적합한 ┵ⓖ와 물┌┬는 ┾떻게 ┌┸┤╁?
ⓠ링─╆ 와일┠띵┹ ⑨┿├램에┮ 발간한 안내ⓓ에

┡┺면 적합한 ⓦ종 물┌┬와 식물╆ 여┷─ⓓ ┤와

있┌ ⓓ역 판매ⓕ 안내┳ ┤와있습┛┗. ╆ 안내ⓓ는

www.kmc.nsw.gov.au/wildthings 에┮ ┗운┿┠ 받╅┺면

됩┛┗. 

┚┬─ 문제인─╁?
┚┬─ 문제되ⓓ는 않을겁┛┗. ┺┠┛에는 ┚┬─ 약 60종╆

있는데 ├중 3 - 4종만 ┭람을 물며, ┵심╆ 30센②┍ⓥ─

넘는 곳에는 새끼 ⓛ는 것을 싫┾합┛┗.

안전 문제는 없┤╁?
연못의 안전을 ┡장⑪┬ 위해 ─정용 ┵영장에 적용되는  

울ⓤ╂ 설ⓛ └정을 반┠┺ ⓓ켜야 합┛┗. ╆ 물은 음용┵─  

┽닙┛┗.

1단계:  화학약품에 작별을 ┌⑪┌ 펌⑨와 필ⓥ를 끄세╁ 
염┱를 쓰는 ┵영장의 경╃ 염┱ ┭용을 중ⓓ⑪세╁.  

며칠 내┿ 염┱─ ┭┨질 겁┛┗. 

염┵ ┵영장의 경╃ 염┵를 담┵┿ ┞꾸셔야 합┛┗.

2단계: 일ⓔ 공┭ 단계

┵ⓖ─ ╇╂ 잡을 판을 만들│┤ ┪ⓛ합┛┗. ┗음과 같은 

것을 판╅┿ ┭용할 ┵ 있습┛┗:
● 베┮ 블록 벽돌┿ 만든 섬

● 햇빛 ─╂개 천╅┿ 둘┷싸┮ 떠┗┛게 만든 ┹②┿풀 섬

● 플┨┹틱 탁╇

밧줄╆┤ 통┤┖와 같은 야생동물 ┳ⓐ┿를 반┠┺ 만┠세╁.

3단계: ┒ⓓ막 손질

ⓦ종 물┌┬와 현ⓓ ┵ⓖ를 넣╅세╁. ╆제는 ┓긋⑪게

앉┽┮ 읽을│╂를 곁에 ┻┌ 당신의 집 뒤뜰 연못에┮

음┝를 ┒┺며 ┬분을 만끽⑪┺┬ ┞랍┛┗.

연못 전환 과정은 여름╆ ┻ 번 정┳ 찾┽╀면 새┿운 연못 

환경╆ ╇╂를 잡╅면┮ ┒┖╂ 됩┛┗.

ⓜ운슬은 ┾떤 ┳움을 줄 ┵ 있┤╁?
ⓠ링─╆ 와일┠띵┹ ⑨┿├램은 ⓜ운슬 ⓐ민들에게 ⓦ종

물┌┬와 ┵ⓖ 및 ┬술 ⓓ원을 일┦ 제공⑪┌ 있습┛┗.

┣ ┽┺┌ 싶은 것╆ 있│┤ 연못 탐방을 원⑪┺│┤

┳움╆ 필╁⑪┺면 ┽래 연락ⓕ┿ 연락해ⓐ세╁.

E  wildthings@kmc.nsw.gov.au         P 9424 0000

www.kmc.nsw.gov.au/wildthings

┵영장을 연못╅┿ ┞꾸는 3단계

Pool to Pond brochure 2014 - Korean.INDD   2 5/08/2016   3:41:03 PM

www.kmc.nsw.gov.au/WildTh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