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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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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 리 말

  천성산(千聖山)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과 상북면·하북면(下北面)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원적
산이라고도 하며 해발 높이는 922m이다. 1979년 가지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천성산은 가지
산도립공원의 내원사지구에 해당된다. 또한, 천성산은 백두대간의 낙동정맥이 지나는 구간이기도 하
다.
  원효대사가 당나라에서 온 1,000명의 승려를 화엄경(華嚴經)으로 교화하여 모두 성인으로 만들었
다는 전설에서 '천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많은 계곡과 폭포 및 뛰어난 경치로 인해 예
로부터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불리어 왔다.
  천성산 식생에 대한 연구는 조규갑(1990)의 연구 외에는 전무하다. 조규갑(1990)은 천성산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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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해발고를 고려한 사면별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천성산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이 73과 235
종 1아종 34변종 5품종으로 총 275종이라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소나무가 우점종이라고 보고하였
다. 
  1990년 경부고속철도 기본노선발표를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천성
산을 관통하는 계획이 수립·진행되면서 천성산의 내원사 및 환경단체는 천성산이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계보존지역 및 습지보호구역 등이 포함되는 중요 국가자원보존지역임을 내세워 불성실한 조사
로 설정된 노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사)대한지질공학회에서는 2002년 6
월~200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천성산 특히, 원효터널이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 자연변화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측에서는 천성산지역의 자연변화 정밀보고서(2003)의 내용 또
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천성산지역에 대해 식생군집구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정밀보고서(2003)와 비교하면서 천성산 일대의 식생구조를 밝히고,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검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1994년 11월자로 완료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산·경남권의 고속철도 사업구간은 약 75km이며, 그 
중 교량이 23개(9,302.2m), 터널이 16개(42,467.0m)로 전체 구간중 56.6%가 터널을 통과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성산 관통터널은 ‘물양터널’로 명명되어 있으며, 특히 천성산 구간에 대
한 검토 내용은 표 1과 같다. 
  조사항목중 식물상은 자연식생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식생은 전체 구간에 대
해 상수리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굴참-서어나무군락 등은 다층위 군락으로, 이차림
중 곰솔군락, 소나무군락, 식재림중 일본잎갈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은 교목층만 있는 군락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면서 군락상세는 단지 상수리나무군락과 갈대군락만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터널구
간의 매목조사는 물양터널 입구부와 평산터널 출구부에 대해서만 10m×10m 크기의 조사구 2개만 
조사결과를 명시하였다. 
  녹지자연도 조사는 가로, 세로 250m격자로 조사하였는데, 물양터널구간은 대부분 7등급으로 표
시하면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8등급으로 사정하였다. 본문에는 천성산구간이 8등급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존식생도는 매우 거칠게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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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식물상은 지하수위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식생은 터널의 입·출구 폭 20m정도 식피훼손을 예측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살펴보면 부산, 경남권의 고속철도 사업의 비중에 비해 생태계분야의 환경영향평
가가 매우 부실하게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계획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
식물은 없음’이라 하였고, 산지 늪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이병인(2004)은 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문제점을 표 2와 같이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표 1.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1994) 생태계 부분평가.
항목구분 조사항목 평  가

육상동·식물상 ■■식물상 ■■자연식생지 조사 누락

■■식생 ■■몇 개의 군락유형 제시

■■터널 구간 일부조사(물양터널 입구, 평산터널 출

구) 

■■터널구간 조사구: 10m×10m 총 2개

■■녹지자연도 ■■250m격자조사

■■천성산지역이 8등급임을 본문에 명시

■■전체 조사구간 7등급 93.2%로 추정

■■현존식생도 및 순생산량 ■■거칠게 조사되었음.

■■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

충류, 곤충류)

육수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 수서곤충, 어

류, 패류, 담수식물

기    타 ■■천성산지역의 늪지에 대한 언급 없음.

영향예측 ■■물양터널 구간 식생파괴면적 8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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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양터널(원효터널) 구간의 녹지자연도(1994년 자료)

그림 2. 물양터널(원효터널) 구간의 현존식생도(1994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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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타 보고서와 생태계분야 자료 비교

*출처: 이병인(2004)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 불교환경연대. 
http://www.budaeco.org /

  (2) 2003년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 검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참고자료1) 기타 보고서 자료(참고자료2,3,4,5)

○육상 동식물상

 -식물상

 식물상: 50과 304종

 평균녹지자연도:4.9

 -동물상

 양서파충류:각각 4과 6종,2과 4종

 조류:20과43종

 곤충류 60과 116종

○육상 동식물상

 -식물상

 식물상: 금정산(105과 609종)

           천성산(137과 832종 )

 평균녹지자연도: -

 -동물상

 양서파충류: 금정산(각각5과 8종,3과7종)

 조류:금정산(34과89종)

 곤충류: 금정산(75과 227종)

 ○육수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11종

 수서곤충:10과16종

 어류:13종

 폐류:8종

 담수식물:7종

 ○육수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종

 수서곤충:금정산(23과35종)

 어류:-종

 폐류:-종

 담수식물:-종

습지식물:  천성산 64과 219종

○보호 동식물 현황: 설계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음

○보호 동식물 현황: 

-금정산: 

동물상: 조류(멸종위기종 및 보호대상종 5종 7개체(붉은 

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삼광조))

양서류(특정야생동물(도룡뇽, 산개구리, 두꺼비, 아무르산

개구리, 무자치, 능구렁이, 살모사등)

식물상(한국특산식물 7종,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6종, 환

경부지정 특정야생식물 3종, 등 다수보호종 서식)

-천성산: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와 참매, 제324호 수리부엉

이와 소쩍새

보호대상종: 수리부엉이(보조39), 새호리기(보조26), 까치

살모사(파9), 도마뱀(파2), 능구렁이(파6), 도룡뇽(양2), 아

무르산개구리(양4), 북방산개구리(양5), 두꺼비(파6), 왕은

림표범나비(곤1), 장수풍뎅이(관22) 등 11종

특정야생동식물: 끈끈이주걱(식75호), 이삭귀개(식115호), 

미치광이풀(식109호), 설앵초(식100호), 개족두리풀(식53

호), 땅귀개(식116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 솔나리(식6호) 등 

다수 확인

○보호지역 현황: 없음.
○보호지역 현황: 

울산무제치늪(국가생태계보전지역: 1998.12.31.)

화엄늪(습지보호지역: 2002.2.1.)

○ 참고자료:

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1994.11.

2. 주기재 외, 금정산의 생태, 1995

3. 양산시, 양산시 고층습지 생태계보전방안, 2000.12.

4.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 개설반대 대책위원회,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 생태복원을 위한 시

민토론회, 2001.9.7.

5. 양산시, 양산시 환경기본계획,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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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1월 천성산 내원사측에서는 1994년도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매우 부실하고, 고산
늪지의 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민원을 제기 함에 따라 천성산 터널구간(13,27km)구간에 대해 자연
변화 정밀조사가 (사)대한지질공학회에 의해 실시되었다.
  생태계부문에 있어 1994년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비해 비교적 정밀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산 지역의 식생을 녹지자연도 8등급이 없는 7등급으로 판정하고 있고(표 3), 
그 근거로는 천성산 산림이 대부분 천이도중단계이며, 임령이 20년 미만이라 하였다.

표 3. 2003년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의 천성산구간 주요 식생의 면적분포 및 구성비.

등급 식 생 유 형
조 사 범 위

면  적(㎡) 구 성 비(%)

DGN 0 수계 109,873.75 0.38

DGN 1 주거지 및 나지 652,964.00 2.26

DGN 2 경작지 1,067,345.00 3.70

DGN 3 과수원 및 묘포지 62,785.00 0.22

DGN 4 5 이차초지 1,105,016.00 3.83

DGN 6

밤나무식재림 65,924.25 0.23

아까시나무식재림 21,974.75 0.08

아까시나무-졸참나무식재림 47,088.75 0.16

DGN 7

소나무군락 6,705,438.00 23.23

소나무-떡갈나무군락 894,686.25 3.10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141,266.25 0.49

소나무-신갈나무군락 216,608.25 0.75

상수리나무군락 18,608.25 0.09

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 527,394.00 1.83

떡갈나무군락 1,318,485.00 4.62

떡갈나무-소나무군락 505,394.00 1.75

떡갈나무-신갈나무군락 335,899.75 1.17

굴참나무군락 1,318,485.00 4.57

굴참나무-소나무군락 3,029,376.25 10.51

굴참나무-소나무군락 1,098,737.50 3.81

신갈나무군락 2,219,449.75 7.70

신갈나무-소나무군락 1,020,256.25 3.54

신갈나무-졸참나무군락 2,078,183.50 7.21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 1,211,750.50 4.20

신갈나무-굴참나무-소나무군락 979,446.00 3.40

활엽수혼효림 2,021,677.00 7.01

DGN 10
고산늪지(무제치2늪) 15,000.00 0.05

고산늪지(무제치1늪) 67,500.00 0.11

합    계 28,869,422.5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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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성산지역의 군집구조조사 및 분석

  천성산 구간의 식생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 8월 식물군집구조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군집구조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를 작성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식생을 평가하였다. 
  대상지는 (사)한국지질공학회의 자료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관통 예정구간을 
중심으로 좌우 500미터씩, 폭 1km 내에 조사 대상지를 10m×10m(100m2)규격으로 65개를 설정하
였다.

그림 3 조사대상지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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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 분석

  조사대상지 내의 현존식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면적을 계산한 것이 표 4이다. 현존식생은 19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수역,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경작지 등을 제외하면 16개 유형으로 구
분되었다. 그 중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침엽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으로 전체의 약 
63.11%를 차지하였다(그림 4).
  조사대상지내 녹지자연도 등급을 산정하고 면적 및 비율을 계산한 것이 표 5이다. 녹지자연도 사
정결과 등급 8이 전체의 86.68%로 가장 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급 10은 
전체의 0.74%로 나타났다.

표 4. 현존식생 유형 및 면적
번호 식생유형 면적(㎡) 구성비(％)

1 수역(저수지) 32818.93 0.23

2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545806.69 3.88

3 논, 밭, 텃밭 등의 경작 422064.64 3.01

4 밤나무단지 46127.53 0.33

5 리기다소나무림 507027.07 3.61

6 일본잎갈나무림 214222.99 1.52

7 소나무군락 599633.26 4.26

8 소나무-떡갈나무 군락 800853.36 5.70

9 소나무-상수리 군락 984080.3 7.00

10 소나무-신갈나무 군락 39234.92 0.28

11 떡갈나무 군락 262495.6 1.87

12 떡갈나무-상수리 군락 434522.33 3.09

13 상수리나무 군락 89478.51 0.64

14 신갈나무군락 69160.68 0.49

15 낙엽활엽수림 3398385.85 24.18

16 침엽활엽수림 5471880.51 38.93

17 서어나무군락 34104.97 0.24

18 고산늪지(무제치3,4늪) 78500.00 0.56

19 고산늪지(밀밭늪) 25000.00 0.18

합  계 114055398.14 100.00

표 5. 녹지자연도 등급 및 면적
등급 면적(㎡) 구성비(％)

0 32818.93 0.23

1 545806.69 3.88

2 422064.64 3.01

3 46127.53 0.33

6 721,250.06 5.13

8 12,183,830.29 86.68

10 103,500 0.74

계 114055398.14 100.00



그림 5 녹지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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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현존식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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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륜 및 생장분석

  천성산 지역 산림의 임령을 알아보기 위해 천성산식생의 주요 군락에 대해 연륜 및 생장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에서 상수리나무의 수령 범위는 23~49년이었으며, 주로 30~50년이었고, 
소나무는 27~44년의 수령범위였다. 상수리나무군락에서도 상수리나무는 40년생 내외였으며, 기타 
떡갈나무와 소나무도 비슷한 수령대를 나타내었다.
  소나무군락에서 전체적으로 교목층의 소나무 수령범위는 31~63년으로 나타났고, 소나무군락의 
기타 수종들도 30년 내외의 수령범위를 보였으며, 개서어나무의 경우 높이 10m, 흉고직경 29cm의 
경우 63년으로 밝혀졌다. 
  상수리나무-개서어나무군락, 개서어나무-때죽나무군락,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의 주요 수종들의 
수령범위도 30~40년생으로 나타내었다.
  신갈나무군락의 신갈나무수령은 30년 내외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주로 능선부에 분포
하고 있는 떡갈나무군락의 수령범위는 30~40년 내외로 나타났다. 기타 군소군락도 대부분 30~40
년 범위의 수령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천성산지역의 식생은 30~40년의 수령을 가진 임상으로 파악되었다.

  4. 연구결과의 비교

  2003년 (사)한국지질공학회에서 동지역에 대해 실시한 조사보고서(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
널)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중 식생조사 부분을 표 17과 같이 비교하였다. 두 연구의 차이는 
(사)한국지질공학회의 식생조사 범위가 계획터널 선 좌우 1km씩 폭 2km로 설정된 반면, 본 연구는 
계획터널 선 좌우 500m씩 폭 1km로 설정되었다. 
  연구결과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녹지자연도 사정에서 (사)한국지질공학회에서는 등급 7이 전체
의 88.98%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결과는 전체 대상지 면적중 등급 8이 86.68%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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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결과 비교
항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본 연구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 등급 7이 전체 조사지 면

적의 88.98%를 차지하고 있음.

■■녹지자연도 등급 8은 분포역이 협소

하여 1/5,000지형도에 표기할 수 없음.

■■녹지자연도 등급 8이 전체 조사대상지

의 86.68%를 차지하고 있음.

수령

■■녹지자연도 등급 7은 20년 이하로 판

단하고 있는 바 천성산지역의 산림 수령

을 대부분 20년 이하로 판단

■■천성산 지역의 산림식생의 수령은 

20~50년 범위로써, 주로 30~40년생 수

목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5.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본고에서는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이어가고 있으나 환경영향
평가가 평가분야가 많고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필자의 전공과 관련된 생태계부문에 한정지어 문제점
과 대책을 논하고 한다.
  1994년도 천성산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비해 환경영
향평가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여건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운영적 문제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가 평가주체에 
의해서 작성되는 근본적인 모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추후에도 환경영향평가는 부실로 일관될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사정하지 못하는 환경영향측정기술의 한계이다. 생태계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녹지자연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녹지자연도는 자연에 대한 인위적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고 자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고안된 것인데, 개발의 분수령이 되는 등급 7과 8의 
사정을 식생의 수령을 통해 산정한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녹지자연도 
사정기준에서는 등급 7과 8의 사정기준에서 식생의 수령을 삽입하지 않고 있다(표 7). 환경영향평
가에 녹지자연도가 사용된 것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후로 약 20여년의 세월이 흘렀
지만, 아직까지도 환경부 내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준을 녹지자연도 등급 7과 8로 삼고 
있어 자기모순에 부딪힌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식생의 가치를 저평가해왔으며, 매 사안 이 문제가 재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 새로운 자연환경평가 기준 마련: 현재의 녹지자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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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을 중심으로 자연의 질을 평가하는 연
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충분한 식생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만큼 다소 복잡하더
라도 새로운 기법이나 도구(tool)가 사용되는 기준마련이 절실하다.

○ 지역적인 배려가 고려된 평가기준 마련: 우리 국토는 지역적 환경이 판이하여 전국을 하나의 척
도로 가치판단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의 산림과 경상도의 산림을 현재의 녹지
자연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내용
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환경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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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급 개요 해 당 식 생 형

반

자

연

지

역

6 조림지

○인위적으로 조림된 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재림▷인위적으로 조림

된 수종이 약 70% 이상 우점하고 있는 식생과 아까시나무림이나 사방오리

나무림과 같이 도입종이나 개량종에 의해 우점된 식물군락

7 이차림(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

간에 의한 교란이 심한 산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

생을 반영하고 있음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복된경우

8 이차림(2)

○자연식생의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

식생을 반영하고 있음

▷난온대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군락, 구실밤나무군락 등), 산지 계곡림(고로쇠

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하반림(버드나무=신나무군락, 오리나무군락, 비술

나무군락 등), 너도밤나무군락, 신갈나무-당단풍군락,졸참나무군락,서어나무

군락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