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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강(耽津江)이 섬진강 사천강 등 남

해안 11개 하구(河口) 가운데생물종다양

성이월등히풍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장흥군과 영암군 강진군을 지나

남해로흘러드는탐진강에서다양한생물

종이어우러져살수있었던이유는 탐진

강 하구가 둑이 없는 열린 하구였기 때문

인 것으로분석됐다 둑이 쌓이지않아담

수와해수가자유롭게오가면서다양한생

물종의서식이가능한환경이유지되고있

다는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

까지남해안11개하구의생태계를조사한

결과강진군의탐진강에서식하는생물종

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

일밝혔다

탐진강 하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9

종(1급 1종 2급 8종)을 포함해 1131종의

생물이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수달이며 2

급은 삵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큰고

니 노랑부리저어새 꺽저기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등이다

군별로 분류하면 식물종 424종 조류

75종 포유류 12종 어류 47종 육상곤충

325종 양서파충류 11종 담수무척추동

물 51종 기수무척추동물 53종 식물플랑

크톤 48종 동물플랑크톤 85종이다

이 중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 숭어

뱀장어등 2차담수어종이고루관찰돼민

물과바닷물이섞이는기수역으로서의생

태적인건강성이확인됐다담수와해수가

혼합돼형성되는지역으로염분의농도가

05‰ 이하인 물은 담수(淡水) 30‰ 이상

은 해수(海水) 그 중간을 기수(汽水)라고

한다

특히 탐진강의 생물종 다양성은 지난

2004년부터지난해까지 10년간조사된남

해안 11개 하구의 평균 출현종(632종) 보

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로확인됐다

탐진강 다음으로생물종이많이서식하

는 하구는 광양 수어천(910종)이며 그 다

음은 장흥 남상천(770종) 순천 동천(715

종) 등의순이었다 남해안 11개하구의생

물종 수 평균은 632종인 것을 감안하면

경남 사천의 사천강(543종)과 곤양천(628

종) 등은 상대적으로 종 다양성이 제한적

이었다

탐진강 일대는둑이 없는 열린 하구여

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이 넓고

인근에농경지산지소하천등도많아생

태적으로 여러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

경이다른지역보다좋다고과학원은분석

했다

하구는강물이바다로들어가섞이는곳

으로 염분 농도에 따라 해양생물과 담수

생물이다양하게서식하는특이지역이다

현재전국에463개의하천하구가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관계자

는탐진강하구등특정지역에서생물다

양성이폭넓게관찰된다는것은그지역의

생물서식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식처

가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야생동식물寶庫탐진강비결은 열린하구

하구바닷물유입멸종위기꺽저기등 1131종 서식

광양수어천장흥남상천등전남하구생물종다양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나 부산

까지갈수있게됐다

환경부는전기차의장거리운행과긴

급충전에대비할수있는급속충전시설

100개를 올해 주요 고속도로와 각 지역

거점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

다

전국의 급속충전시설은 2011년부터

설치됐으며 올해 설치된 100개를 포함

하면총 337개가운영되고있다 새로설

치된 지점은 경부서해안중부내륙선

등고속도로휴게소30곳과전국시군

구의 관공서공원체육관터미널공

영주차장등 70곳이다

휴게소 지점별로는 경부선 죽암옥

천황간칠곡경산경주언양 서해안

선 홍성군산고창고인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선산등에설치됐다 권역별

분포는 수도권 11곳 경상권 21곳 전라

권 27곳 충청권 7곳 강원권 4곳이다

새로설치된충전시설은국내모든종류

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멀티형이

다

기존설치된급속충전시설중이용시

간이제한된시설에대해서는연내 24시

간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 설치된

다

전기차의평균주행거리는 130가량

이란 것을 감안하면 현재 충전시설 간

최장거리는경부선 87 서해안선 78

등모두평균주행거리이내여서중단없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게환경부 설

명이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된 급속충전시설은 서울경기권에 10

기 전라권에 2기 경상권에 4기로총 16

기에불과해전기차로200km이상의장

거리운행이어려웠다

서울에서목포까지대략 56번충전

하면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전기

차는 배터리가 약 30% 남았을 때 충전

하도록 권고 된다 이동 시간은 서울

목포구간의경우일반차보다평균 2

3시간더소요된다

충전시설은올해말까지무료로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이용요금은 12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

다

충전시설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운

영하는 충전 인프라 정보시스템(www

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

로휴게소별충전시설설치여부는도로

공사누리집(wwwexcokr)의 휴게소

정보 코너(주유소 항목)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설치된 100기를

포함한 총 337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전

국적으로운영중이며오는 2017년까지

총 637기의급속충전시설을설치 전국

어디든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충전 인프

라를구축할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 풍란과 2급인 석곡 날개하

늘나리등희귀식물 3종을최근월출산

등 3개 국립공원 자생지에서 성공적으

로복원했다고 29일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한려해상 도서에서

풍란 500개체를 복원한 데 이어 8월 말

월출산에서 석곡 2100개체 이달 말 오

대산에서 날개하늘나리 400개체를 각

각 복원했다 난초과에 속하는 풍란은

남해안과제주도일원에분포하며한려

해상국립공원에서는 2012년 처음 발견

됐다

난초과인 석곡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백합과인 날개하늘나리는 강원도 일원

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분포한다

공단은 멸종위기 식물의 자체 번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절멸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내자생지일원에최적지를선

정해복원을추진해왔다 멸종위기종식

물의복원대상지는생존율을높이기위

해 온도 습도 광량 지형 등 종별 생육

여건을 최우선 고려하고 인위적인 훼손

을예방하기위해출입금지지역을중심

으로선정됐다

풍란의 경우 가뭄과 태풍에도 100일

후 생존율이 87%(435개)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자라고있다 42개의 촉(난

초의 포기)이 나온 것도 확인됐다 공단

은 복원된 식물의 채취남획을 예방하

기 위해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철저히관

리할계획이다 국내멸종위기종식물은

77종이며 국립공원 안에는 전체의 약

56%(43종)가자생하고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희귀 식물 3종 복원

풍란석곡날개하늘나리

전기차타고목포서서울까지갈수있다

남해안하구생물출현종수 <자료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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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명 수어천 섬진강 동천 벌교천 사정천 도화천 가화천 곤양천 사천강 남상천 탐진강 평균

년도 2005 2005 2010 2010 2010 2010 2012 2012 2012 2013 2014 평균

628
543

770

1131

632

탐진강하구전경

환경부 충전기 100개 설치

휴게소등전라권 27곳추가

<보고>

풍란

꺽저기 노랑부리저어새기수갈고둥

삵큰고니 알락꼬리마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