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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멸종위기종 65% 서식생물자원 보고

우리나라국립공원에는국내멸종위기

종(전체 246종) 중 65%에달하는 16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

공원에서 살고 있는 야생생물은 총 2만

568종으로우리나라전체생물종(4만7003

종)의 438%를 차지한다 국립공원이 생

물자원의보고(寶庫)로 불리는이유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국립

공원에대해한눈에알수있는 숫자로보

는국립공원통계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전국국립공원 수는 2016년 8월22

일에 지정된 태백산을 포함해 총 22곳이

있으며 총 면적은 6726로 육지 면적

(3972) 기준으로 전체 국토 면적(10만

339)의 396%를차지한다 다도해등해

상을 제외한 국립공원 중 지리산 면적이

483로가장넓었으며 가장규모가작은

월출산(56)과는 86배 차이를보였다

지난해말기준으로국립공원을찾는연

간 탐방객수는 4435만 7705명으로 ▲한

려해상 678만명(153%) ▲북한산 608만명

(137%) ▲설악산 365만명(82%) ▲무등

산 357만명(81%)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

객 수는 2014년 4640만6000명 2015년

4533만2000명 2016년 4435만8000명

2017년7월 현재 3451만4000명 등 매년

12%씩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국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국립공원인

지도부분에서는지리산이 91%로가장높

았으며설악산 882% 한라산 79%순이었

다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무등산

62% 전북 내장산 676%였고 월출산은

322%였다

환경에민감한생물은대부분국립공원

에서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 52

종 중 40종(77%)을 국립공원에서만날수

있으며 이중 국내 멸종위기종은 6종(국내

전체 7종)이다 또 멸종위기종 조류 전체

61종중 50종 곤충 22종중 21종이국립공

원에터를잡고있다

국보보물사적등문화재분야를살펴

보면 국립공원 내에는 총 725건이 있으며

우리나라문화재(1만3040건)의 55%를차

지했다 725건 중 불교문화재는 522건으

로 72%를차지했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는 총 2906건으로 2015년 2611건에 비해

11% 늘었다

하루약 8건수준으로샛길출입이 1347

건(464%)으로가장많으며 취사행위 536

건(184%) 흡연 272건(94%) 순이었다

쓰레기발생량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

다 지난해 국립공원 쓰레기 발생량은 모

두 1208t으로 2013년 1494t 2014년 1375

t 2015년 1298t 등 매년 58%씩 감소하

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국립공원공단

이운영하고있는그린포인트제도의영향

으로분석된다 그린포인트는입산객이쓰

레기를탐방안내소등으로되가져가면무

게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포

인트는주차장야영장이용 양말등상품

교환에사용할수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 자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볼수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야생생물총 2만568종

지난해무등산 357만명 방문

국민 62% 무등산안다

핵 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오는 19

일까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여는 광주시

민탈핵학교(이하탈핵학교)를 운영한다

탈핵학교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의미와광주전남지역현안인영광한빛원

전의안전성문제 고준위핵폐기물관리방

안을주제로하는강좌를개최할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1강 서울은어떻게에너

지를 줄였나?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사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에

는 2강 시민의뜻으로에너지전환을결정

한다!신고리5 6호기공론화의의미와고

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이영희 가톨릭

대사회확과교수)이진행된다

강좌는 3강 구멍난 한빛 핵발전소 안

전한가 ?핵공하자가 바라보는 핵발전의

구조적 문제와 영광 핵발전소의 안전성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으로 마

무리된다

탈핵학교는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열리며 탈핵

과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

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4470311 김용희기자 kimyh@

무등산지리산등국립공원에는국내멸종위기종(전체 246종) 중 65%에달하는 160종이서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리산노고단 <광주일보자료사진>

광주시민탈핵학교 19일까지 운영

국립생태원이 제2회 국립생태원 생태

동화공모전을다음달 31일까지연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생태동화를 대상으로 한다 자연이 들려

주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기를 담은 생

태와환경이주제다

응모자는 단편동화 1편(편당 200자 원

고지 50매 내외)과응모신청서등기타구

비서류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

nierekr) 공모전 홈페이지(wwwnie

contestcom)에서내려받아작성한후접

수하면 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생태

문화 설명과 표현의 창의성 등 예술적 완

성도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오

는 11월홈페이지를통해발표한다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국립생태원

장상과상금 200만원이각각수여된다 우

수상 2명과 장려상 5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20만원이각각주어진다 수상작 9편

은 생태동화책으로 만들어 내년 3월에 발

간될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지속가

능발전협의회가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이하 자원순환교실) 참여 초등

학교(10개교)를 8일까지모집한다

자원순환교실은 일상생활에서 접

하는 쓰레기 문제를 재미와 놀이 이

야기와 영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원

순환에대한인식과습관의변화를만

들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환경운동연

합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강사가 7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별

로 특화된 다양한 교구를 이용한 체

험놀이 방식으로 진행돼 어린이들

이 자연스럽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해결과정을배울수있도록

돕는다

올해 운영되는 7개 프로그램은 ▲

쓰레기통을 말려줘(분리배출)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비닐류 쓰레기) ▲

건전지 분리수거함 만들기(폐건전지)

▲쓱쓱싹싹 잘먹었습니다(음식물쓰

레기) ▲고릴라는핸드폰을미워해(전

자폐기물) ▲질풍노도의 쓰레기(1회

용품) ▲플라스틱은 고래밥이 아니에

요(플라스틱)이다

프로그램별로 쓰레기문제에 대한

영상 수업과 동화책 OX퀴즈 만들

기 놀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연계

된다

자원순환교실을 이끌 자원순환시

민강사를 일컫는 용용씨는 여러번

쓴다는 의미의 용용(用用)과 순환의

영어단어 Cycle에서따온 C의 합성

어다 현재 14명의 시민들이 강사로

활동하고있다

자원순환교실에참여를원하는학교

는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으로전화로신청하면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숫자로 본 국립공원

2만568 생물종

160 멸종위기종

396 국토면적중비율(%)

4435만 탐방객수(지난해)

350 문화자원(건)

1208 쓰레기발생량(t)

22 국립공원갯수

357만 무등산탐방객수

쓰레기어떻게줄일까?

자원순환교실 참여 10개교 8일까지모집여수화학산단등에서화학물질누출사

고가발생했을경우신속한대기오염분석

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될 전

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실

시간관측 불법부적정배출에대한현장

감시를강화하기 위해이동형 감시시스템

을구축했다고 5일밝혔다

이동형 감시시스템은 대기오염물질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신속한 현상 규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유해 대기오염물질을실시간으로연속관

찰(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를 차량에 장

착해 오염물질 배출 시점과 시료채취 및

분석시간단축시켰다

기존 실험방법은 시료채취부터 분석까

지수시간에서수일이소요된반면이동형

감시시스템은 초단위로 오염물질을 실시

간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하기위한분석장비와독자적인전원공급

시스템을 갖춰 이동 중에도 분석이 가능

하다

시료를전부처리하거나운반가스가필

요하지 않고 수분의 영향을크게받지않

아벤젠등대부분의유해대기오염물질을

1조분의 1 단위인 최저농도(pptv level)

수준까지분석할수있다

오염 지역 주변에 대한 고정적 감시 기

능 악취발생지역에대한집중적관리 주

민신고에 따른 시간 위치 경로 추적 등

의자료수집과분석도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무인기(드론)를이용

한상시감시등대기오염물질의공간분포

진단기능도추가할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이동형감시체계구축 생태주제단편동화공모전

국립생태원 10월까지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