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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in ecological pathways creat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were found based on 504 expost environmental impact survey reports submitt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in 2016. A total of five improve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First,

the concept and composition principle of ecological pathways should be unified. Second, Guidelines

for consultation on the EIA should be provided for each stage to be applied on-site. Third, if ecological

pathway is constructed differently than the consultation, the punishment clauses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formal composition of ecological pathways. Fourth, We need to prepare measures to strengthen

basic research for the installation of ecological pathways. Fifth, We need to strengthen the expo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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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ion function to compensate for the poorly created of ecological pathways. It is believed that the

problems of ecological pathways created by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uld be

corrected in the future. And it is deemed possible to systematically manage ecological pathways.

Key Words : Eco-corridor, Wildlife passage, Habitat fragmentation, Line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 서 론

최근교통수요의증대에따라도로신설및확

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도로,철도,댐,수중보와같은선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주변생태계가변화하거나단절되어야생

동물의서식및이동을제한하고로드킬발생이증

가하는원인이되고있다(MOE, 2010; NIE, 2017).

생태계는 주변 환경 변화로부터 원 생태계를

지키려는 성질이 있지만 강한 외부 영향에 의해

생태계 그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도 한다. 하나의

서식지였던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식지가

단편화되고 서식지 면적의 감소, 차량의 통행으

로 인한 소음‧진동, 야간조명 등의 서식조건의

변화에 의해 해당지역에 서식하던 동‧식물의 서

식환경이 변화되어 본래 서식하던 생물종이 해

당지역에더 이상 서식할수 없게되며종 다양성

감소로 이어진다(Forman et al., 2003; NIE,

2015). 종 다양성 감소를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야생생물의 존재가 인간의 생존과 직‧간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살

아가는데 필요한 의약품, 생필품, 식량자원 등의

대부분이 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되어 이들의 멸

종은 곧 인류의 생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Lee, 2010).

선형개발사업으로인하여동‧식물의서식지가

단절되거나훼손되는것을저감하기위한 대안으

로 개발사업 시생태통로 조성을제시하고 있다

(NEXCO, 2016). 우리나라는 1998년지리산시암

재에박스형생태통로조성을시작으로 2018년현

재 459개의생태통로가국내에조성되어있으며,

생태통로의건설비용도유형과규모에따라최소

1천만 원에서 수백억까지 지불하고 있다(KEC,

2008; NIE, 2014). 하지만이렇게많은비용을지불

하고도동물들이생태통로를외면하여해마다약

2,000마리이상의야생동물로드킬이발생하고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NIE,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해

마다 수십 개의 생태통로가 조성되고 있지만 어

떠한 문제점으로 야생동물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야생동물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성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절

차와 사후관리기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생태계 단절 저감 시설 현황 분석

2016년 국립생태원에 접수된 504건의 사후환

경영향조사서 중 생태계 단절 저감 시설(생태통

로, 유도휀스, 생태측구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370개사업에 대하여 분석한결과를 바탕으

로환경영향평가를통하여조성된생태통로의 조

성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및국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생태통로 조성 실태 조사

2016년 선형사업으로 접수된 370건의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재 생태통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14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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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content Classification

Size Width, length, height etc

Form Overbridge, underpass, pipe etc

Supplement facility Fence, Escape paths etc

Monitoring Monitoring status

Field sign Dung, field sign etc

Table 2. Field survey content of ecological pathways in this study

Total
Ministry of Environment(MOE) in local office

Hangang Nakdong Geumgang Yeongsan Wonju Daegu Saemangeum

44 12 6 9 3 6 6 2

Table 1. Field survey site in this study of ecological pathways by MOE in local office

장 중 약 30%에 해당하는 44개의 사업장을 엑셀

의 난수함수(RADNBETWEEN)를 이용하여 무

작위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8월

까지(3개월) 각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선별된 44

개의 생태통로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

였다(Table 1).

현장조사 시 생태통로 유형, 규격,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

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은 부대시설의 설치

현황도 함께 점검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항목은 생태통로의 물리적 특

성 및 기능, 부대시설 설치 유무, 모니터링 여부,

생태통로 이용흔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장조사 항목 및 내용은 Table 2와 같다.

III. 생태통로 관련 기존 연구 현황

1. 선행 연구 고찰

전 세계적으로 도로건설로 인한 로드킬 발생

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저

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생태통로 조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생태통로 관련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Smith(1993)는 설치목적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

지 보전, 수자원 보호 등으로 생태통로 조성 목

적을 구분하였으며, Forman(1995)은 생태통로

조성 기준으로 교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피

하고, 생태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할 수 있는

휀스설치 및 반대편 시야를 확보하고 높이보다

는 폭을 넓게 조성하도록 제시하였다.

Fleury(1997), Keller and Pfister(1995) 등은

목표종에 따라 생태통로의 조성 폭이 결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Gustafson and

Gardner(1996)는 생태통로의 위치는 두 서식지

를 잇는 최단 거리보다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생태통로 위치 선정을 제한하였다.

반면 국내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Choi and

Park(2006), Lee and Lee(2006) 등은 현장조사를

통한 생태통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였고, Kim et al.(2005), Kim(2015), Woo et

al.(2015) 등은 기존 생태통로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Park et al.(2009), Park et

al.(2012), Park and Lee(2014) 등은 야생동물의

이동특성, 서식환경 등 생태적 특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생태통로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생태통로 이외에도 로드가

드시스템이나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방지 시스

템 등의 설치 방안도 제시되었다(Lee et al.,

2011; Jeong et al., 2010).

국내‧외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연구

가 도로건설 후 조성된 생태통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 왔으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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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urrent Status of Installation on the Ecolo-

gical Pathways in South Korea

건설 이전에 생태통로의 형태와 규모, 위치를

결정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었다.

2. 국내 생태통로 조성 현황

1998년 지리산 시암재 생태통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생태통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2017

년 기준 육교형 280개, 박스형 160개, 양서‧파

충류용 생태통로 19개 등 총 459개의 야생동물

생태통가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

년 수백 개의 생태통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신규로 조성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생태통로

의 개수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된 생태

통로의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연환

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생태통로와 도로시설물

(수로박스, 횡배수관, 파이프 등) 및 보행로의

친환경적 설치 사례가 생태통로라는 명칭으로

잘못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통

로가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백두대간 같은

산간지역보다 도심 주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

어 있는 것 또한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통하

여 조성된 이런 도로시설물 때문이다(Figure 1).

지금까지 국내 건설된 많은 도로가 하천을 따

라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물을 먹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야생동물이 로드킬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 건설로 인한 서식지 단

절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성된 국내 생태통로는

총 459개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대부분 환경영

향평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생태통로 위

치 선정이나 구조, 크기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이동경

로, 로드킬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

지만 이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이나 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생태통로 조성 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된 생

태통로 대부분이 야생동물 서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아니라 시공자의 편의성과 경

제성에 중점을 맞춰 현재까지 대부분의 생태통

로가 시공 되어왔었다(Chung, 2017).

그 결과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와 상관없는 지

역에 생태통로를 조성하거나, 보행로에 생태통

로를 조성한 사례, 길 끝에 절벽이 위치한 지역

또는 개착식 구간과 같이 야생동물의 접근이 불

가능한 지역에 생태통로를 조성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조성된

생태통로 중 일부분은 목표종 설정 및 서식지

연결 기능이 미흡하고, 생태통로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은 부대시설의

설치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Kim et

al., 2005; Lee, 2010).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생물이동성(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저감 시설

협의 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국립생태원에 접수된 504

건의 선형사업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중 도

로와 철도 건설 사업이 413건(8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3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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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atio of road and railway among environ-

mental impact assessment

Figure 3. Ecological pathway consultation status

(89.6%)의 사업에서 도로와 철도 건설로 인한

서식지 단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태통

로와 유도휀스, 생태측구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Figure 2). 이는 생태통로와 부대시설이 도로와

철도 건설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 및

파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영향

평가 협의 시 중요한 협의 사항 중 하나로 분석

되었다.

서식지 단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370건의 사업 중 32건의 사업에서만 약 47개

(27.1%)의 전용생태통로 설치를 제시하였고, 대

부분의 사업장이 파이프와 횡배수관, 박스암거

등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

조물을 겸용생태통로라는 명목으로 제시하고

있었다(Figure 3).

겸용생태통로라는 명목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구조물은 박스형으로 야생동물 이동을 목적으

로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단절된 농로와 마을길

연결, 기존 물길의 확보 등 야생동물 이동을 위

한 생태통로의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부적절

한 위치와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겸

용생태통로를 서식지 단절 저감 시설로 제시한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가 공동으로 제작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2010.08)”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

는 환경부에서 제작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2010.6)”과 내용과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

어 제도적 정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었다.

2.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생태통로 조성 실태

44개 사업장에 조성된 생태통로 실태 조사 결

과 전용생태통로로 제시된 육교형 생태통로의

대부분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행자 위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Figure 4), 통로의 맞은편이 시가지 및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실제 야생동물 이용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었다(Figure 5). 또한 개착

식 구간에 설치된 육교형 생태통로 역시 목표종

에 대한 생태적인 고려하지 없이 부적합한 형태

로 생태통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설 보완이 시급

한 실정이었다.

개발사업자는 도로와 철도 같은 선형사업을

시행 시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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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correct example of escape ramp

Figure 4. Ecological pathway installation for humans

passage

Figure 5. Incorrect location of ecological pathway

installation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도 서식지를 단절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생태통로를 조성할 경

우 동법 제45조의 2에 의거 별도의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생태통로의 조성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환경

영향평가 시 별도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

통로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이 결정되어야 하

나 현재 조성된 대부분의 생태통로가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한 동‧식물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관행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생태

통로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이 결정되어 야생

동물에게 외면당하고 도로상의 로드킬이 계속

해서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생태통로 조성에

있어서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생태통로를 건설하다

보니 실제 조성된 대부분의 생태통로가 야생동

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 시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 가

능한 범위와 항목을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등의 순서로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3. 부대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조성된 생태통로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은 부대시설이 생

태통로와 함께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나 370건

의 사업 중 214건만 생태통로와 함께 유도휀스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시하고 있어 일부 생태

통로의 경우 야생동물 로드킬 저감 효과는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양서‧파충류와 소형동물

의 탈출을 위한 생태측구의 경우도 370건의 사

업 중 231건만 제시하고 있어 개발 사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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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식지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 목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

생태측구는 배수로에 빠진 양서‧파충류와 소

형동물이 배수로를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대상지

의 환경조건과 대상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설치된 대부

분의 생태측구가 현장에서 비전문가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제작되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작된 “생태

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6)”과 상반되게 측

구의 탈출방향이 서식지가 아닌 도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탈출용 측구로서 부적합한 형

태와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일부 측구의 경우 측구 내 토사 유입으로

인한 잡초 발생 및 쓰레기 등으로 경사로가 막

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양서․파충

류와 소형동물의 탈출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

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선형사업으로 인하여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로드

킬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통로를 조성할 수 있

도록 협의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었어도 이에 대

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제대

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시 생태통로 협의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강화하고 협의 기준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벌칙

조항을 두어 형식적인 조성 및 유지·관리를 막

아야 한다.

4.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야생동물의 서식지

를 단절하여 이동통로가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자가 서식지 단절에 대한 저감 대책을 구체적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예정공정표 등)으로 환

경영향평가서 내에 제시하고 협의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생태통로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자는 그 결과

물을 바탕으로 이를 조성하여야 한다.

생태통로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

조사이며, 생태통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헌

조사와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종을 선

정하고, 선정된 목표종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를

근거로 생태통로 조성 위치와 규모, 형태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조사 자료는 향후

건설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

확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자연환경조사와 달리 생

태통로 관련 별도의 정밀조사가 필수적이며, 관

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반복적인 조사를 실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환경

영향평가법 제5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8

조 별표5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

설장비 기준이 너무 낮아 동․식물 분야의 실효

성 있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목표종을 잘못 선정하여 조성된 생태통로를

야생동물이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목표종에 대한 생태적 고려 없

이 조성된 생태통로는 대부분 실패하였고 이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이행수단 및 벌칙

조항이 없어 이를 개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도로건설과 같이 서식지를 단편화시키는 건

설 사업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선형사업으

로 인한 서식지 단절을 저감하는 대책으로 생태

통로의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가피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잘못 조성된 생태

통로를 재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유도휀

스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야

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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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지만 이것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

라 건설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훼손 및 피해

발생시 권리구제보다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행정과장에서 사전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대부분의 주체는 국토

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개발사업자가 생태통로에 대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할 수 있지

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2에 의거하

여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 시부터 사후환경양향조사 시까지

동일한 조사시기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개발사업자의 의무

는 도로건설과 같은 선형사업이 서식지를 훼손

및 단절시킴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

에 대한 승인 등을 할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2항은 승

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 내용을 환경부장

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통로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협의

의견에 제시되어 있다면 개발사업자가 이를 검

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승인기관은 협의

권자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 행

정절차라고 여겨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

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규정과 달리

협의기관에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사업자는 협의내

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방법 등을 제

시하지 않고 대부분 “협의의견을 반영한다.”라

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하고 있어 실제 실무

담당자가 협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을 설계도면과 예정공정표, 예산내역 등으로 제

시받지 못하면 현재 제시된 환경영향평가서 내

용만으로는 협의내용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

는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

가 협의 시 각 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협의 기

준을 마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이를 확

인․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

한 실정이다.

V. 결 론

2016년 국립생태원에 접수된 504건의 선형사

업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통하여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문

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환경영향평

가 시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대부분의 주체는 도

로 및 철도 건설 관련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이

러한 국가기관은 자체적인 생태통로 조성 기준

을 만들어 환경부 지침과 달리 생태통로의 의미

를 확대‧해석하고 있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파이프와 박스형 암

거를 겸용통로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협

의 시 서식지 단절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대책으

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환경부 “생태통로



153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물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에 관한 연구

설치 및 관리 지침(2010.6)”과 내용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용어 해석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

하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생태통로 조성은 문헌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목표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목표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통로 설치 위치

와 규모, 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

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

성된 대부분의 생태통로가 목표종에 대한 생태

적 고려 없이 시공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에 초점

을 맞춰 조성되어 야생동물에게 외면당하고 있

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목표종에 대한 생태적

고려 없이 실시된 현장조사와 관행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생태통로의 조성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

경영향평가 시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협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조성된 생태통로의 야생동물 이용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도휀스와 생태측구 같

은 부대시설이 생태통로와 함께 설치되어야 하

나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격과 수량이 부족하게

설치되어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

태통로 설치를 위한 협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

로 마련하여 강화하고 협의 내용과 다르게 조성

된 경우 벌칙조항을 두어 형식적인 조성을 막아

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발사업 시 생태통로의 조성은 환경영

향평가법에 의하여 검토되지만 생태통로의 조

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

하여 결정 및 조성되어야 한다. 생태통로는 인

간이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의 편리성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서식지가 단절

된 야생동물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야생동물

의 눈높이에 맞게 조성되어야 한다. 즉 서식지

를 단절시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야생동물

서식지를 최대한 단절시키지 않고 노선 선정 시

회피, 저감, 최소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도

불가피하게 서식지를 단절할 경우 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생태통로의 위

치와 규모, 형태 등을 야생동물의 관점에서 결

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생태통로를 하나 만들

기 위해서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소

요되는데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없는 생태통로

가 조성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야

생동물의 이용률이 높은 생태통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관련 생태통로 설

치를 위한 기초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동․식물

조사 지침 등이 마련되면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

모, 형태 등이 체계적으로 결정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성 된 생태통로의 사후 점검 기

능을 강화하여 조성목적과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태통로의 경우 이를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후 유지․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동안에는

개발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성된 생태통로에 대

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후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이 이를 인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조성

된 생태통로의 규모와 위치선정 및 부대시설 설

치 등에 대한 협의 기준의 해석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지표를 가지고 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목표종의 선정과 생태통로 위치선정에서

부터 서식지 연결 기능을 고려한 생태통로 조성

과 생태통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은 고려되지 않아 향후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생태통로 관련 국

내 연구의 대부분이 도로 개설 후 도로환경을

바탕으로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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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향후에는 도로 개설 전 어떤 지역에 생

태통로가 조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된

생태통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태통

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성

되는 생태통로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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