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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예방 생태통로 이용 3배 증가

국립공원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

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태통로는국립공원의야생동물들이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단절된 서식지를

횡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로드킬(road

kill)을 줄이려고설치된구조물이다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야생동물의

국립공원생태통로이용횟수가늘어난것

으로 집계됐다 이들 생태통로 12곳은 지

리산 3곳 오대산 2곳 속리산 2곳 설악

산소백산월악산덕유산계룡산각 1곳

이다 공단이 내놓은 국립공원 내 생태통

로 현황에 따르면 무등산월출산 국립공

원에는 생태통로가 없다 지리산 국립공

원 시암재(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생태통

로가광주전남에선유일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통로에 무인

센서카메라과 족적판(모래판) 등을 설치

하고야생동물을관찰했다

그 결과 2012년 생태통로 8곳(지리산 3

곳오대산 1곳설악산 1곳소백산 1곳

월악산 1곳덕유산 1곳)의 야생동물 28종

이용빈도는 1곳당 평균 163회였다 총 이

용 횟수는 1307회였다 2016년에는 37종

의 야생동물 이용빈도가 1곳당 505회(12

곳총 6061회)로늘었다 2012년에비해약

31배 증가했다

20122016년 생태통로를 이용한 야생

동물은총 60종이었다 반달가슴곰수달

고라니등포유류 20종 조류 31종 양서류

5종 파충류 4종이다

포유류가 1만5002회로 964%의 비중

을차지했다 포유류중고라니의이용횟

수가 5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류는

541회(35%) 양서파충류는 25회(01%)

였다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멸종위기 야생생

물 급으로는 반달가슴곰수달산양

매가 있다 급으로는 하늘다람쥐삵

담비 등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

태통로에 동물들이 염분을 섭취할 수 있

는 미네랄 블록과 다람쥐 등 소형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통로 등을 각각 설치

해놓았다

큰규모의생태통로는아니지만도로를

횡단하는뱀족제비등작은동물들이안

전하게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옹벽탈출시설을월악산오대산등도로

변에 만들었다 도로옹벽 탈출 시설은 도

로를 건너는 동물이 높은 옹벽에 막혀 탈

출하지 못해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막아

준다

배수로 횡단탈출 시설 등도 설치해 야

생동물들이 인공구조물로 단절된 지역을

쉽게이동할수있도록하고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름철폭염피해를줄이기위한정책

포럼이열린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기상청 (재)국제

기후환경센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

의회와 함께 도시폭염대응 100인 시민

포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

의실에서개최한다고 16일밝혔다

포럼 주제는 시원한 도시 미래세대

를위한안전한광주다

기후변화 녹지공간 부족 고층건물

난립에 따른 바람길 차단 등의 이유로

여름철폭염피해가늘어나는상황을타

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려고마련된

것이다

이날기조발표주제는▲도시폭염특

성및기후안전도시를위한전략▲폭염

으로부터안전한광주 광주 1도낮추기

프로젝트다

시민 전문가 대학생 등 100인의 참

여단이 직접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포럼

도 진행한다 시민참여단 신청 및 행사

문의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261341728) (재)국제기후환경

센터(06260113209)로하면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더워진광주식힐방법은?

도시폭염대응 100인 포럼22일 김대중센터

환경부는우리나라청년들에게유엔등

국제기구에서인턴십근무기회를제공하

는 2017년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9

기 참가자를 지난 15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대한민국국적을가진대학

교 4학년과 대학원 재학생 대학 및 대학

원졸업 후 1년 이내인자(2017년 6월 1일

기준)이다 서류와영어면접등심사를거

쳐 55명을선발한다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

경협력수요에대응하고우리나라의우수

인재들의국제기구진출을지원하기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

준으로 414명이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

정의 환경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191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되는기회를얻었다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합격자는 7

월 3일부터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환경관련 전문교육을 무료로 받는다 환

경관련 전문교육은 기후변화 생물다양

성 환경통상등국내외환경정책과국제

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다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에

게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

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내와

해외소재환경관련국제기구에서최장 6

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

진다

환경부는해외소재국제기구파견자에

게 왕복항공료와 파견 기간 동안 최대 월

120만원의 체재비를 국내 소재 국제기구

에서 근무할 경우에 월 40만 원의 체재비

를각각지원할예정이다

자세한사항은환경부(wwwmegokr)

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홈페

이지에게재된모집공고문을참고하면된

다 문의는 환경부 국제협력과(044201

6571)와 한국환경공단 국제협력팀(032

5903172 3174 3179)으로하면된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지난 10일제5

회 바다식목일의 날을

맞아 주민 자원봉사자

와 함께 해조류(海藻類)

의 일종인 뜸부기<사

진>복원행사를진행했

다고 16일밝혔다

뜸부기는 과거 서남

해안 암반 조간대에 넓

게 분포하던 종이었으

나 해양오염 기후변화

과다한 채취 등으로 최

근 그분포지역 및개체수가급격히 감소

하고있다현재는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

역과 인근 지역에서 드물게 관찰될 뿐 그

자생지를찾기가매우어려운실정이다

이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암반 조간

대 지역을 조사해 과거 뜸부기가 무성히

자랐었으나 현재는 보기 힘든 지역을 대

상으로뜸부기를복원하는사업을추진하

고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

장은 이번 뜸부기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연산호 거머리말 해

마 등 주요 해양생물에 대한 복원사업과

더불어 해양생태계 교란요인(해중해변

쓰레기 등)을 적극 관리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남해대표해조류 뜸부기 복원 행사국제환경기구인턴십기회내달 1일까지

지리산시암재등 12곳 설치

반달가슴곰수달등야생동물

37종 1곳당年 500회 통행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방

자치단체 학교 산악동호회 등을 대상

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단체를 모집한

다고 16일 밝혔다

자원봉사활동은무등산탐방안내불

법행위근절 캠페인 및순찰 외래종 제

거참여등이있다탐방로환경정화 국

립공원 정책 안내 캠페인도 한다 자원

봉사신청및확인서발급은국립공원자

원봉사 홈페이지(httpsvolunteer

knpsorkr)를 이용하면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사회와함께소통

하며 무등산을깨끗하고 효과적으로 보

존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단체를모집하고있다면서 도심속자

연공간에서봉사활동도하고자연과환

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봉사활

동단체모집에많은지원바란다고말

했다 문의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

소 자원보전과(0613705725화순)로

하면된다 김형호기자 khh@

무등산보호자원봉사자온라인접수

지난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농촌 체험활동 평촌에서 살아남기 행사

가 도구를 주제로열렸다 광주시북구무등산자락평촌마을농촌체험활동에참

여한어린이들은호미 괭이 쇠스랑등농사도구를직접써보고자연에서즐거운

시간을보냈다 다음달 11일에는 불을주제로한체험활동이진행된다 문의광주

환경운동연합0625142470 광주환경운동연합제공

평촌마을에꼬마농부가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곳곳에 생태통로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로드킬(Road�

kill)을예방하고있다노루가지리산시암재에설치된생태통로를이용하는모습

동물이염분을섭취할수있도록생태통로

에설치된미네랄블록

국립공원관리공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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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생태통로 이용 횟수

생태통로수

이용횟수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