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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김영준



2



3

유리건축물의 지속적 증가

에너지 효율

전망

외관

유리 건축 구조물 지속 증가 추세

커튼월의 증가



투명 방음벽의 대형화 추세



유리의 두 가지 중요 특성

투명성 반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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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잠재적 문제, 인공조명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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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질문, 우리는 유리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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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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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날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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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충돌과 관련된
조류의 생태 및 해부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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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인식

빠른 비행 속도

시각 특징 높은 시력

충돌 위험
인간의 2~3배 시력

맹금 스티커는 제한적

단안시력

공간적 해석 어려움

36~72km/h

충돌시 강력한 파괴력



충돌시의 파괴력 E=½m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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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시야(깊이 인식 3D)

깊이 인식(유리반사 구조물 인식) 안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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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시력(색상 인식범위와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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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이 바라보는 포도송이

14



15

해결방안

일반 건물

적극적 홍보

신규 건축물

법적 사항

연구조사
• 조류 충돌피해 정밀 연구 조사 필요

• 국외 연구자료 동시 활용

•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한 정보 제공

• 가정, 기업, 소규모 기존 건축물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설계 및 건축가, 인테리어 전문가 홍보

• 해외의 경우 민간단체의 홍보 매우 활발

• 공공건물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도로방음벽 설치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등



1단 방음벽의 피해



왜 낮은 투명방음벽도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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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야생조류 충돌 연구

• 조사 시기 : 2017. 11 – 2018. 10

- 피해량 분석 : 2017. 12 ~ 2018. 10

• 조사 지역

– 유리창 충돌조사: 12개 광역시도 30개 지점

– 방음벽 충돌조사: 10개 광역시도 26개 지점



유리창 충돌 조사지점

지역 세부 지역

강원 원주시

경기
광주시

성남시

경남 남해군

경북 영천시

대구 북구, 수성구

서울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북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인천
강화군

연수구

전남 신안군

전북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제주 성산읍

충남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충북
괴산군

보은군

합계 30



방음벽 충돌 조사지점

광역시도 시군구/고속국도 구분

강원 영동고속국도 고속국도

경기

광주시 국도/지방도

남양주시 국도/지방도

성남시 국도/지방도

안양과천고속국도 고속국도

용인시 국도/지방도

의왕시 국도/지방도

강원/경기 광주원주고속국도 고속국도

대전 유성구 국도/지방도

서울

강남구 국도/지방도

관악구 국도/지방도

구로구 국도/지방도

금천구 고속국도

동작구 국도/지방도

서초구 고속국도

성북구 국도/지방도

성북구 국도/지방도

중랑구 국도/지방도

인천 강화군 국도/지방도

전남 광양시 고속국도

전북
군산시 국도/지방도

군산시 국도/지방도

충남

서산시 국도/지방도

서천군 국도/지방도

예산군 국도/지방도

충북 괴산군 국도/지방도

합계 26



• 유리창 충돌 연간 피해량 추정

연간 유리창 조류충돌 피해량 신뢰구간

7,649,030개체/년

95% 신뢰구간: 568,735 – 702,417,415개체/년

90% 신뢰구간: 732,240 – 339,672,419개체/년

75% 신뢰구간: 2,459,018 – 31,995,554개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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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피해율 추정값

• 방음벽/고속도로 연간 피해량 추정

• 연간 피해량 = 단위 연장당 일일 피해량(단면 기준) × 투명 방음벽 총 연장

× 소실률 × 발견률 × 365일 × 2 (양면)

• 이하 추정 방법은 유리창과 같으나, 방음벽은 양측 면에서 모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어디서 충돌하였을까요?

23



• 전체 방음벽 연간 피해량 추정

도로 유형 연간 조류충돌 피해량 추정값 신뢰구간

고속국도 35,047개체/년

95% 신뢰구간: 2,797 – 1,935,808개체/년

90% 신뢰구간: 3,816 – 1,024,216개체/년

75% 신뢰구간: 12,097 – 124,230개체/년

국도/지방도 등 197,732개체/년

95% 신뢰구간: 15,779 – 10,921,636개체/년

90% 신뢰구간: 21,528 – 5,778,525개체/년

75% 신뢰구간: 68,247 – 700,894개체/년

계 232,779개체/년

95% 신뢰구간: 18,575 – 12,857,444개체/년

90% 신뢰구간: 25,344 – 6,802,742개체/년

75% 신뢰구간: 80,344 – 825,124개체/년



연구 결과

• 건물 유리창 국외 사례 비교

• 국내 사례 비교 (전남 홍도, 4층 이하 건물, 2016년 기준)

• 연간 건물당 피해량 × 총 4층 이하 건물 수

• 5.42개체/동/년(전남 신안군 홍도 조사값) × 6,687,851동

➔ 36,248,152 개체/년

*Machtans et al. 2013. Avian Conservation and Ecology 8(2): 6

국가 연간 피해량 신뢰구간 건물 수 출처

한국 765만 246만–3,200만 7,126,526동 본 조사

캐나다 2,500만 1,600만-4,200만 10,547,200동 Machtans et al. (2013)

미국

5억9,900만 3억6,500만-9억8,800만 138,000,000동 Loss et al. (2014)

9,760만-9억7560만 9,760만-9억7560만 97,563,626동 Klem (1990)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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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꿀 것인가?

• 법 제도 정비(상위법)

• 효과적 예방 및 저감방안 제시

• 대국민 홍보 교육사업 전개

•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 장소 및 인식확산

• 국가 성능평가 기준 마련 및 시행

• 산업제품의 개발 및 우선 보급

• 지자체 조례 및 도시디자인 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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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필요 법률안(예시)

소음및진동에 관한법률 행정규칙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행정규칙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도로법 행정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행정규칙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환경정책기본법 행정규칙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고시 녹색건축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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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해외 관련 법률

국가 도시 날짜 해당사항 비고

미네소타주 2013-05-01 의무

샌프란시스코 2011-11-30 의무

오클랜드 2013-06-15 의무

하이랜드파크 2011-02-14 의무

쿡 2008-07-08 의무

토론토 2009-10-27 의무

온타리오 2014-02-01 의무

캘거리 2011-03-01 권고

서니베일 2014-01-28 권고

팔로알토 2015-03-06 권고

캘리포니아 2011-01-01 권고 그린빌딩 코드

배링턴 2010-12-13 권고

포틀랜드 2012-07-01 진행중

미연방 2015-05-12 진행중 연방조류보호 건축물법

워싱턴DC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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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9.5%

6.3%

11.5%

건축물 소유구분별

국공유

National & Public

개인

Private

법인

Corporation

기타

Others



언론보도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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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결과

네이처링(Naturing application)



2,300여 사례 수집 중(‘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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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84%

136 , 11%

38 , 3% 26 , 2%

발견 1,222 개체의 종별 이동성 여부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나그네새



특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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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 많이 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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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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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2018.4.6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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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비둘기의 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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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이만한 방음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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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방지 시공의 기존 조건 (5X10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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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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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충돌 저감방안 평가체계 구축

• 방음벽의 경우 무늬나 문양이 필요하며 그 크기의 표준

• 수직 무늬너비 : 최소 6㎜ 이상, 무늬간 내부 간격 10㎝ 이하

• 수평 무늬너비 : 최소 3㎜ 이상, 무늬간 내부 간격 5㎝ 이하



충돌방지 효율성 실험

Bird-Friendly Building with Glass and Light에서 발췌
저자: Hans Schmid, Wilfried Doppler, Daniela Heynen & Martin Rösslerhttps://vogelglas.vogelwarte.ch/assets/files/broschueren/Bird-friendly%20Building%20engl.pdf



Plexiglas Soundstop 2.8h 
(2mm*28mm Blackline)



그림만 그려줘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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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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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무늬유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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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반사유리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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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xiglas : 방음벽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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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과 새 보호, 딜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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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구간과 미처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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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리된 공간 혹은 미처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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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결과(2주 간격 3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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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주요 사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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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 주차장 유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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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 전시장의 타공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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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her Friendly Tape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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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 시범사업 : 문에 아크릴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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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조류연구센터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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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아파트 방음벽

62



창의적 건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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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양한 디자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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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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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는 지역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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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충남 서산시 인지면 인근 649번 지방도

67전체 1km 방음벽 구간에서 4개월간 130마리 이상 폐사



정부 시범사업 참여

수원시 영통구 방음벽 저감사업 참여 전남 순천시 저감시범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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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