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For. Soc. Vol. 104, No. 4, pp. 622~631 (2015)

http://dx.doi.org/10.14578/jkfs.2015.104.4.622

622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ISSN 0445-4650(Print), ISSN 2289-0904(Online)

http://e-journal.kfs21.or.kr

대전광역시 산줄기 단절지점 평가 및 복원방안

조현주·이은재*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The Assessment and Restoration Plan for Fragmented Points
of Mountain Range in Daejeon

Hyun-Ju Cho and Eun-Jae Lee*

Urban Planning Research Group,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Daejeon 34863, Korea

요 약: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산줄기 분포 현황 및 단절지점을 파악하고, 평가를 통해 우선복원지점을 선정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신상경표에 의한 산줄기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전광역시는 3개의 지맥과 이들 지맥에서

뻗어 나온 10개의 세맥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주요 산줄기와 도로망을 중첩하여 산줄기 단절지점을 파악한 결과

총 31개의 단절지점 중 12개의 복원가능지점이 선정되었다.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산줄기 우선복원지점

을 평가한 결과, I등급은 4개, II등급은 5개, III등급은 3개 지점이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등급별 차별화된 복

원방안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객관적인 평가모형 개발 및 구체적인 지점별 복원방안에 대한 방법론

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distribution and fragmented points of mountain range and to

select priority points for restoration by assessment in Daejeon. There were ten Semaek of mountain extended

from three Jimaek in Daejeon. As a result of overlapping the main mountain ridge with a network of roads,

twelve points out of total thirty-one fragmented points were chosen as practical points for restoration. We

developed index and model to assess twelve practical points for restoration. All poi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ades, four points of grade I, five points of grade II and three points of grade III. From this study, we proposed

differentiated restoration plan for each grade. Further studies on development of more objective assessment and

detailed methodology should be needed to prepare effective restoration plan. 

Key words: fragmented points, mountain range, practical points for restoration, restoration plan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지

리산까지 약 1,400의 백두대간 체계 속에 1개의 대간과 1

개의 정간, 14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산

줄기 연결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지유역을 구분하

는데 신산경표(新山經表)에 의한 산줄기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줄기는 대간 1개 구간,

정맥 7개 구간, 기맥 6개 구간, 지맥 149개 구간, 세맥 700

개 구간 등 총 863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Kim et al., 2004; Park, 2010; Park and Son,

2005). 

이러한 산줄기는 우리나라 전 국토 생태네트워크의 기

반이 되는 개념으로, 산줄기연결망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

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요 산줄기 내 개발사

업을 억제하고 산줄기 단절지점의 복원방안에 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0; Park et al., 2009). 그러나 이

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의 개설로 인해

주요 산줄기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식지 고립

화 및 파편화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 의한 서식지 고립

화 및 파편화는 결국 생물의 이동을 단절시키고 서식공간

을 축소시켜 많은 고유종들의 멸종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Forman et al., 2002; Lee et al., 2010a;

Lee et al.,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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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도 대전발전연구원 기본과제인 ‘대전시 야

생동물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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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산줄기를 보완하고 파편화된 서식지를 연결시

키는 방법은 각 지역의 서식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생태통로가 사후 보완적 시설이 될 수 있

다. 여기에서의 생태통로는 광의적 개념으로 서식지 사이

를 연결하는 보호지대이며, 도로 등에 의해 단절 또는 훼

손된 서식지를 연결시키는 인공구조물 및 야생동물이동

통로를 포함하고 있다(Bolger et al., 2001; Jeong,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통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

반 육교형 및 터널형 야생동물이동통로의 개념이 도입되면

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The Ministry of Environment,

1999; Kim and Choi, 1998). 이후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생태통

로 조성 실태와 설치사례, 바람직한 조성계획, 설치위치

선정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hn, 2004;

Kim et al., 199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001). 특

히 Shin and Ahn(2008)은 문헌고찰, 로드킬 조사, 서식동물

모니터링, 이동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생태

통로의 위치선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Lee et

al.(2010b)은 전국에 설치된 367개 야생동물이동통로들의

정비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중요도

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해 도출한바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생태통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생태통로의 개선 및 보완방

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전 국토 또는 지

역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 단절되어 있고 또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태통로의 개념을 대부분

육교형 야생동물이동통로에 국한하여, 생태네트워크 회복

을 위한 단절된 지역의 면적인 확대 및 코리더(Corridor)1)

조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대전광역

시 전체 산줄기 연결망을 분석하여 도로에 의한 단절지

및 복원가능지역을 찾아내고, 이들 지역의 우선순위를 평

가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또한 선정된 복원지

역의 환경특성별 차별화된 복원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지역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내 산림청 소관 국

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적은 총

28,389 ha로 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지리적 위치는 충

남의 공주시, 연기군, 논산군, 금산군, 충북의 청원군, 보

은군, 옥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접해 있으며, 수도인

서울까지는 167.3 km, 부산까지는 238.2 km 떨어져 있다.

임상별 면적의 경우 침엽수림이 51%로 가장 많으며 활엽

수림, 혼효림, 무립목지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

나무림, 잣나무림, 리기다소나무림 순으로 식생이 분포하

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산지구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전산지가 84%로 전국 보전산지 77%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타 시에 비해 공익용 산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줄기 단절지 현황파악 및 현장조사는 2013년 5월부

터 2014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

와 2차 조사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1차 조사는 대전광

역시 내 분포하는 주요 산줄기의 단절지를 파악하는 것이

며, 2차 조사는 분석된 단절지점별 현장정밀조사를 진행

하는 단계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현황 파악, 도로에 의한 산줄기 단절지 파악

및 복원가능지점 선정, 복원가능지점별 현황 및 문제점 분

석, 우선복원지점 선정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모형의 적

용 및 차별화된 복원방안 설정 단계가 이에 해당하며, 주

요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현황 및 단절지점 파악

대전광역시 전체 산림의 산줄기 분포현황은 최근 산림

1)미국 연방고등법원에 따르면 “코리더(corridor)는 행동권이 넓은 야생동물이 이동 가능하고 식물이 번성하며, 유전교류가 가

능하고 환경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급격한 변화 시 개체군이 이동할 수 있고, 국지적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메타개체군의 종

공급이 가능한 넓은 통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 포유류를 위한 코리더는 약 100~800 m의 폭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Walker and Craighead,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적 의미인 생태통로보다 폭이 큰, 면적인 형태의 연결통로(폭 100 m

이상)를 코리더라 규정하였다.

Figure 1.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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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산지유역을 구분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신산경표

(新山經表)의 산줄기체계를 활용하였다(Park, 2010; Park

and Son, 2005). 기존 산경표의 경우 과거에 현대기술의

도움 없이 산줄기와 물줄기의 인식체계를 산경표로 정리

한 자료로서, 전통적인 가치가 있으며 국토전체의 산줄기

체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맥과

지맥, 세맥 등의 구체적인 연결체계는 명확하지 않아 보

다 세부적인 지역사회 산줄기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

산경표의 산줄기체계를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파악된 대전광역시의 주요 산줄기는 GIS

상에 도면화 하여 작성하였으며, 도로망과 중첩하여 산줄

기 단절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분석된 단절지

들을 대상으로 재차 현장정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터널

에 의해 능선이 보호되고 있거나, 상업지구, 주택지구 등

이 넓게 형성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지점들은 복원가능지

점에서 제외하였다.

2) 복원가능지점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이렇게 분석된 산줄기 복원가능지점들은 현장조사를 통

해 세부위치, 분포현황 및 현장상태, 문제점, 복원방안 등

을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단절지 수림면적, 법

종보호종 출현유무(Daejeon Metropolitan City, 2014), 비

오톱 등급비율2), 임상등급, 단절위계, 단절구간 수평거리,

식생구조, 로드킬 종3) 등 8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2)비오톱(biotop)은 독일어원의 생명, 생물종을 의미하는 ‘bio’와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top’의 합성어로 ‘동·식물 군집이 서

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공간’을 의미한다. 즉, 생물적 개체요사가 중심이 되어 주변 환경과의 상호 물질

교환 작용이 일어나는 최소 단위공간을 비오톱으로 해석할 수 있다(Sukopp and Weiler, 1988). 대전광역시 비오톱 등급비율은

선행연구(Daejeon Metropolitan City, 2014)의 비오톱 유형평가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I등급은 56.3%, II등급은 1.4%, III등급은

1.8%, IV등급 1.7%, 가치가 가장 낮은 V등급은 3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가 가장 높은 I등급 지역의 출현비율

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하였다.
3)로드킬 종은 선행연구(Lee, 2014)의 결과를 검토하여,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전광역시 내 주요 도로 및 인근 산림을 중

심으로 월별 야생동물 교통사고 및 인근 포류류상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현황파악 결과, 로드킬은 총 28종 124개체가 확인

되었으며 포유류 60개체, 양서류 30개체, 조류 25개체, 파충류 9개체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on of criteria and index for selection of priority restoration points.

Criteria Index Grade Score Description

Potential of
restoration

Area of fragmented forests

I 3 Over 5 

II 2 1~5

III 1 Under 1 

Percentage of biotop grade 

I 3 Over 80~100%

II 2 51~79%

III 1 Under 50% 

Age class

I 3 Class 2

II 2 Class 3

III 1 Ckass 4

Vegetation status and vertical 
structure

I 3 Fine vegetation status and multiple vertical structure

II 2 Normal vegetation status and two-stories vertical structure

III 1 Poor vegetation status and simple vertical structure

Risk

Endangered species

I 3 More than 2 species 

II 2 1 species

III 1 None

Hierarchy of fragmentation

I 3 Offset and first fragmented point from main forest area

II 2
Offset and second fragmented point from main forest area or fine
chains of mountain and first fragmented point 

III 1
Offset and more than third fragmented point from main forest area
or fine chains of mountain and second fragmented point

Horizontal distance of 
fragmented section

I 3 Over 31 m 

II 2 21~30 m

III 1 Under 20 m 

Appearance of road-killed 
animal 

I 3 Appearance

II 2 No appearance but dangerous zone(discovered to the adjacent road)

III 1 No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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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모형 개발

우선복원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에 앞서 우선

평가지표 항목의 도출이 필요하였던바, 선행연구(Cho et

al., 2010; Chungcheongnamdo, 2013; Forman, 1995; Jeong,

2011; Kim et al., 2000; Lee et al., 2010b; Shin and Ahn,

2008)의 문헌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지표 항목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복원 잠

재력 및 위험성의 측면에서 총 8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Table 1).

우선 복원 잠재력에서는 내부종의 서식안정성 및 산지

유지를 위한 잠재력의 측면에서 단절지 수림면적, 비오톱

등급비율, 임상등급, 식생조성상태 및 층위구조 등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위험성에서는 법정보호종 출현, 단

절위계, 단절구간의 수평거리, 로드킬 위험지역 등 총 4개

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비오톱 등급비율의 경우 대전광역시 비오톱

평가결과도를 검토하여 단절 수림지 면적에서 I등급지 출

현비율을 측정하고, 조사지역들의 상대적 비교·평가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단절위

계는 근본지로부터 몇 번째 단절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것

으로, 지맥이면서 근본지로부터 첫 번째 단절지점인 경우

I등급, 두 번째 단절지점이거나 세맥이면서 첫 번째 단절

지점인 경우 II등급, 그 이상인 경우 III등급으로 적용하였

다. 더불어 단절구간의 수평거리는 각 지점별 도로 폭을

측정하여 현장특성을 반영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 변곡점

으로 보이는 30 m와 20 m를 기준으로 31 m 이상인 경우

등급, 21~30 m인 경우 II등급, 그 이하인 경우 III등급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평가지표들은 합산점수를 통하여 정량화

하였으며, 최종 가치등급은 총 3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기

에서 합산점수가 높다는 것은 복원을 위한 우선순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지점2와 9의 경우 최종 합산

점수가 22점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지점 14

와 26은 11점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점수를 균등분할하여 3단계로 재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결과 및 고찰

1.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현황

신산경표에 의한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현황을 분석

한 결과, 우선 주요 정맥 및 기맥은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경계를 중심으로 관암지맥과 안평지맥,

식장지맥 등 3개의 지맥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지맥

에서 뻗어나온 10개의 세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2). 전국대비 대전광역시의 산줄기는 1.51%

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서 특히 식장지맥 및 이와 연계된 세맥들은 비교

적 도심지와 인접해 있으며, 도로 등에 의해 단절된 양상

을 보이고 있었다(Figure 3). 이러한 지역들은 산지의 생

태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태통로에 의한

적절한 복원대책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살

펴보면, 대전광역시의 산줄기는 전국적 차원에서 핵심적

인 위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적 차

원에서 지역산줄기의 합리적인 관리 및 보전대책을 통해

대전광역시와 연계되어 있는 충남·충북지역의 광역산줄

Figure 2. Assessment modelling for selection of priority restoratio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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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산줄기 단절지점 파악 및 복원지점 선정

앞선 대전광역시 내 주요 산줄기 분석 자료와 도로망을

중첩하여 산줄기 단절지점을 파악한 결과, Figure 3과 같

이 크고 작은 도로에 의해 총 31개 지점이 단절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3번, 7번, 10번, 11번, 16번

지점 등 5개 지점은 터널에 의해 능선이 보호되고 있었으

며, 0번, 4번, 5번, 8번, 15번, 17번, 20번, 21번, 22번, 23

번, 24번, 25번, 28번, 29번 지점 등 14개 지점은 상업지구,

경작지, 주택지구 등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야생동물이동

통로 및 넓은 코리더 조성을 통한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복원가능지점은 이들 19개 지점을

제외한 12개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현황 및 문제점 분

석 역시 12개 지점에 한하여 수행되었다(Table 3). 

3. 복원가능지점별 현장조사

상기 12곳의 복원가능지점별 현장조사 결과(Table 4),

우선 1, 2지점의 경우, 관암세맥의 연속된 산줄기를 단절

시키고 있는 국도 및 고속도로 구간으로 산림을 절·성토

하여 통과하는 도로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1지점

의 도로 가장자리는 절토로 인한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야생동물의 이동이 차단되어 있었다. 2지점은 호남고속도

로 구간으로 낙석방지책은 없으나 가드레일, 중앙분리시

설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단절지 수림면적은 5.40 km2 정

도로 비교적 넓은 편이며, 대부분 비오톱 평가 I등급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지역은 근본수림지에 삵,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소쩍새 등의 법정보호종이 다수 출현하고 있어, 복원을 위

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공간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위험

성의 측면에서 청설모, 다람쥐, 두꺼비 등의 많은 야생동

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Table 2. Distribution of mountain ranges in Daejeon (Daejeon Metropolitan, 2012).

Classification Total Daegan Jungmaek Kimaek Jimaek Semaek

No. of Korean mountain ranges 863 1 7 6 149 700

No. of Daejeon mountain ranges 13 - - - 3 10

Percentage (%, no. of daejeon/no. of Korea) 1.51 - - - 2.01 1.43

Figure 3. Map of fragmented points of mountain ranges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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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점과 2지점은 동일한 산줄기에 도로가 인접해 있는바,

상호 연계적 관점에서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복

합적인 생태통로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6지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장척동 일원으로 식

장세맥을 단절시키고 있는 기타지방도로 조사되었다. 도

로의 폭은 8 m로 비교적 좁은 편이며, 중앙분리대 및 낙

석방지책 등의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와 산

림간 높이 차이가 크지 않으며, 로드킬 발생도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단절지 수림면적은 10.90 km2로 조사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특별히 본 지

역은 단절 수림지에서 법정보호종인 하늘다람쥐가 발견

되었다. 전체적으로 6지점은 산줄기 단절에 의한 생태네

트워크 약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기적 관

점에서 부분적으로 육교형 생태통로의 조성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9지점은 식장지맥의 단절지점으로, 세천저수지에서 800 m

떨어져 위치해 있었다. 본 지점의 경우 1, 2지점과 유사하

게 4번국도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산줄기를

단절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국도 위를 고

속도로가 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중앙분리대

및 부분적으로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었다(Table 5).

본 지역은 식장지맥의 첫 번째 단절지점으로 복원잠재

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도로의 폭 역시 40 m

로 조사지역 중 가장 넓게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단절지 수림면적은 2.80 km2로 넓은 편이며, 대부분

비오톱 I등급지와 II등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

Table 3. The main status of the practical points for restoration.

Fragmentes
 point 
 (No)

District
Detailed information Road names

Location (GPS)

Latitude Longitude

Gu Dong Degrees Minutes Seconds Degrees Minutes Seconds

1 Yuseong Bang
Bangdong reservoir
(far 1.3)

National Highway
route 4

36 16 38.64 127 17 38.79

2 Yuseong Bang
Bangdong reservoir
(far 0.8)

Honam Expressway 36 16 28.63 127 17 47.73

6 Dong Jangcheok Near the village hall General road 36 15 11.10 127 26 3.64

9 Dong Secheon
Secheon reservoir
(far 0.8)

National Highway
route 4

36 20 4.09 127 28 51.13

12 Dong Juchon Near Daecheong lake Local road route 571 36 24 18.20 127 32 15.11

13 Dong Juchon Near Daecheong lake Local road route 571 36 24 43.17 127 36 18.69

14 Daedeok Songchon
Near Maebong
 elementary school

Gyeonbu Expressway 36 22 14.03 127 26 18.44

18 Daedeok Jang
Near Jangdong
elementary school

General road 36 24 42.99 127 26 0.18

19 Daedeok Samjeong Near Daecheong lake General road 36 26 50.29 127 27 56.43

26 Yuseong Geumgo
Daehan Oil Pipeline
Corporation

General road 36 27 6.32 127 23 8.25

27 Yuseong Guryong Obong mountain General road 36 26 42.41 127 22 17.60

30 Daedeok Daehwa
Daejeon industrial
complex

General road 36 21 56.47 127 24 1.64

Table 4. The main results of the practical points for restoration.

Survey point
Area of 

fragmented forests 
(km2)

Biotop 
 grade I

(%)

Vegetation 
structure

Endangered 
species
(No.)

Horizontal distance 
of fragmented 

section (m)

Road-killed 
animal
(No.)

1, 2 5.40 100 middle 4 21(1), 37(2) 4

6 10.90 100 middle 1 8 0

9 2.80 60 multi 3 40 4

12, 13 2.50 80 middle 1 12 3

14 0.05 0 single 0 35 0

18 1.80 90 multi 0 12 0

19 0.80 90 multi 2 10 2

26 0.50 50 single 0 17 0

27 2.40 80 middle 0 10 0

30 0.08 100 middle 0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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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법정보호종으로는 근본수림에서 하늘다람쥐가 발견

되었으며, 새매, 흰목물떼새 등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드킬은 고라니, 꿩, 참새, 개 등이 발견되었

다. 종합적으로 본 지역은 국도 및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생태통로의 설치가 요구되며,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면적인 연결위한 폭 100~500 m 규모의 코리

더를 조성하여 산줄기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13지점은 굽어진 도로에 의해 식장세맥의 산줄기를

두 번 단절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중앙분리대 및 낙석방지

책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록의 폭도 12 m 정도로 비교

적 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차량이동이 적고 도로

와 산림간의 높이차이가 거의 없어 단절에 의한 생태네트

워크 약화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오

목눈이, 능구렁이, 두더지 등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고

근본수림에서 법정보호종이 삵이 발견되었던바, 로드킬

저감 및 서식지 연결의 측면에서 소규모 생태통로의 설치

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14지점은 경부고속도로에 의한 식장세맥의 첫

번째 단절지점으로 나타났으며, 도로의 폭은 35 m로 매우

넓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이 존재하고 있으나, 절토에 의한 낙석방지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본 지역은 단절지 수림면적

이 0.05 km2 정도로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기존수림은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 소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 인해 로드킬 및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

원잠재력의 측면에서 비오톱 등급비율, 임상등급, 식생조

성상태 등은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생태통로 및 코리더 조성에 의한 산줄기 연결성

개선보다는 단절지 수림의 면적확대 및 복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8지점은 대전 대덕구 장동초등학교와 인접한 기타 지

방도로서, 대전시를 통과하는 식장지맥의 네 번째 단절지

점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의 폭은 12 m로 비교적 좁은 편

이며, 단절지 수림면적은 1.80 km2로 조사되었다. 법정보

호종 및 로드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같은 도로상 주변

지역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발견되어 로드킬 위험지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지역은 산줄기

단절에 의한 생태네트워크 약화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

가되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성가능지역에 한하

여 육교형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9지점은 대청호와 인접하여 식장세맥 끝자

락에 위치한 첫 번째 단절지점으로, 합류하는 두 개의 도

로에 의해 산지가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본 지역은 식장세맥의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

지의 유일한 단절지로서 복원잠재력 및 복원 필요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로의 폭은 10 m 정도로 좁은 편이나 차량이동이 많

고 도로와 산림 간 높이차이가 거의 없는 형태로 형성되

어 있었다. 또한 낙석방지책, 가드레일 등의 시설물이 존

재하지 않아, 두꺼비, 개구리류 등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법정보호종인 삵, 새호리기가 발견되었다. 단절

지 수림면적은 0.80 km2 정도로 좁은 편이나, 대부분 비오

톱 I등급지에 해당하며, 식생조성상태 및 식생의 층위구

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지역은 전체적

으로 산줄기 연결의 필요성 및 단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근본 수림지와 단절 수림지를 연결할 수

있는 생태통로의 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6지점은 대전송유관공사와 인접한 기타 지방도로서 관

암세맥의 첫 번째 단절지점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의 폭은

17 m 정도이며, 중앙분리대, 낙석방지책 등의 시설물은 설

치되어 있지 않았다. 단절지 수림면적은 0.5 km2로 넓지

Table 5. Current state and survey contents of point 9.

Survey category Findings Location

Area of fragmented forests (km2) 2.80

 

Percentage of biotop grade (%) 60

Age class 2

Vegetation structure Multilayer

Endangered species
Pteromys volans, Accipiter nisus,
Charadrius placidus 

Hierarchy of fragmentation First (Jimaek) Field condition

Horizontal distance of fragmented section(m) 40

 

Road-killed animal 
Hydropotes inermis, Phasianus
colchicus, Passer montanu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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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비오톱 I등급지 면적비율 역시 50%로 낮은 편이

었다. 또한 법정보호종 및 로드킬도 발견되지 않아, 본 지

역은 전체적으로 산줄기 단절로 인한 생태네트워크의 약

화 위험성 및 복원잠재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생태통로 조성보다는 단절 수림지의 복원 및 면적확대 방

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6지점과 연계된 27지점은 관암지맥의 세 번째 단절지

점으로 오봉산 구룡고개를 지나는 기타 지방도로 조사되

었다. 도로의 폭은 10 m 정도이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

일은 없으나, 경사가 급한 절토면에 낙석방지책이 설치되

어 있었다. 단절지 수림면적은 2.50 km2로 비교적 넓은 편

이며, 이중 80% 정도가 비오톱 I등급지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보호종 및 로드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결된 주변

도로에서 야생동물의 이동이 발견되고 있어 로드킬 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지역

은 육교형 생태통로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30지점은 대전 1, 2산업단지와 인접한 도시

고속화도로 일부구간으로 식장세맥의 네 번째 단절지점

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본 지역의 도로 폭은 30 m로 매우

넓은 편이며,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

어 있었다. 또한 단절 수림지는 0.08 km2의 작은 면적으로

도시화지역에 고립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법정보호

종 및 로드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행량이 매우

많고 도로와 산림간 높이 차이가 큰 편으로, 단절에 의한

생태네트워크 약화의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지역의 경우 14지점과 유사하게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산림지역이 소멸 및 훼손되어 있으며, 단절위계가 세맥의

네 번째 지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생태통로의 조성보

다는 수림지의 면적확대 및 복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

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우선 복원지점 평가 및 등급별 복원방향

앞서 도출된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대전광

역시 산줄기 우선 복원지점을 선정한 결과, 3단계 균등분

할에 의해 I등급으로는 1, 2, 9, 19지점 등 총 4개의 지점

이 선정되었으며, II등급은 6, 12, 13, 18, 30지점 등 5개

지점, 가치가 가장 낮은 III등급은 14, 26, 27지점이 선정

되었다(Table 6). 특히 9지점은 임상등급, 식생조성상태 및

층위구조, 법정보호종 출현, 단절위계, 단절구간의 수평거

리, 로드킬 위험지역 평가에서 모두 가치가 가장 높은 I등

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최종 합산점수 역시 2지점과 더불

어 22점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14, 26지점

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III등급의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었던바, 최종 합산점수는 11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I등급으로 선정된 지점의 경우, 복원 잠재력과

단절 위험성이 현저한 지역으로 시급한 복원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II등급 지점은 중기적 관점에서 5~10

년 내에 지점별 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III등급으로

평가된 지점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복원 잠재력 및 단절로

인한 위험성 낮은 지역에 해당되며, 본 지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충분한 예산

이 확보되면 환경특성별 복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상기와 같이 평가된 12곳의 산줄기 복원지점들은 현행

보전산지 지정 및 등급별 복원방향의 개념을 넘어 보다

Table 6. Final score and grade of 12 fragmented points.

Point
Potential of restoration Risk of fragmentation Adding up 

score
Final
gradeA B C D E F G H

1 I I I II I II II I 21 I

2 I I I II I II I I 22 I

6 I I II II II II III III 16 II

9 II II I I I I I I 22 I

12 II I I II II II III I 18 II

13 II I I II II III III I 17 II

14 III III III III III II I III 11 III

18 II I I I III III III II 16 II

19 III I I I I II III I 19 I

26 III III I III III II III III 11 III

27 II I II II III III III II 14 III

30 III I II II III III II I 15 II

·A: Area of fragmented forests, ·B: Percentage of biotop grade, ·C: Age class, ·D: Vegetation status/vertical structure ·E: endangered species
·F: Hierarchy of fragmentation, ·G: Horizontal distance of fragmented section, ·H: Appearance of road-killed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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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회복 및 복원방안을 각 지역 환경특성별로 차별

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산줄기의 물

리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절되고 파편화된 산지

의 면적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절 수림지 주

변의 초지, 나대지, 방치된 부지들의 매입을 통해 산지 편

입 및 수림조성을 유도하고, 단절 수림지가 사유지일 경

우 산줄기 보호에 참여하는 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산줄기 연결 및 복

원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내시설 설치 및 교육프

로그램 운영을 논의해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파편

화된 산지를 중심으로 지역 생태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

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복원방안은 12

곳 모든 지점에 공히 해당되나, 특히 환경특성상 수림의

파편화가 현저히 나타나는 14, 26, 30지점을 중심으로 추

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 산줄기 연결성 유지를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일

차적으로 주요 산줄기 인접지역의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육교형 야생동물이동통로를 설치하여 단절영향을 완화하

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터널화하여 단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생동물이동통로의 경우 사

후 모니터링을 통한 동물의 이동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기적인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효율적

인 통로의 유지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된

복원지점 중에서는 1, 2, 6, 12, 13, 18, 19, 27지점에 적

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면적인 연결을 위한 코리더 조성을

들 수 있다. 앞선 생태통로의 경우 폭 100 m 미만의 선적

인 연결통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

체 지역경관의 산줄기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태

계 연결을 위한 보다 넓은 의미의 코리더 조성이 필요하

다. 특히 파편화되고 고립된 산지조각들이 지역적으로 분

포할 경우, 주변 토지의 매입을 통해 전체를 연결할 수 있

는 100 m 이상 폭의 코리더를 조성하고 산줄기의 원형을

회복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

전광역시 산줄기 복원지점 중에서는 도로에 의해 가장 넓

게 단절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산지조각들이 분포하고 있

는 9지점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지

역 전체적 측면에서 산줄기 연결망을 분석하여 도로에 의

한 주요 단절지 및 복원가능지역을 찾아내고, 지점별 가

치평가를 통해 복원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복원지점들은 각 지

점별 환경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복원방안을 마련하여, 실

제적인 산줄기 연결망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산림청의 산지관리기본계획, 산

지관리지역계획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산줄기 연결망 관

리체계 구축 및 산줄기 연결망 복원방안 마련 등에 중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산줄기 복원가능지점 평가 결과는 기존의 선적

인 산지관리의 인식에서 벗어나 면적 혹은 네트워크적 측

면에서 산줄기연결망을 확보하고 확장하는데 핵심 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지표별 가중치 적용방안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차후에

는 사례지별 복원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

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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