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02-31
Tel) 061-783-9120
Fax) 061-783-9125
www.bear.or.kr

종복원기술원
SPECIES RESTORATION TECHNOLOGY INSTITUTE

.\PKLSPULZMVY9LPU[YVK\J[PVUZHUK
6[OLY*VUZLY]H[PVU;YHUZSVJH[PVUZ
=LYZPVU

REINTRODUCTION AND INVASIVE SPECIES SPECIALIST GROUPS' TASK FORCE ON MOVING PLANTS AND ANIMALS FOR CONSERVATION PURPOSES

재도입 및 기타 보전이입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Reintroductions and
Other Conservation Translocations)
Version 1.0

재도입 및 외래종 전문가그룹의 동식물 보전이입을 위한 태스크포스
(The Reintroduction and Invasive Species Specialist Groups’
Task Force on Moving Plants and Animals for Conservation
Purposes)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NGO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국가 경쟁력인 생물주권 확립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물전반의 복원방법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IUCN의 재도입 및 기타
보전이입 가이드라인의 한국어판을 출판하였습니다.
본 재도입 및 기타 보전이입 가이드라인의 한국어 번역과 출판은 IUCN/ SSC/RSG의
협력과 승인을 얻어 국립공원관리공단종복원기술원이 수행하였으며 출판자의 사전 승인
없이 책자를 판매와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전제 및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멸종위기종 복원과 재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거나 관심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복원기술원과 IUCN/SSC/RSG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4년 멸종위기 중대형 포유류인 반달가슴곰을 시작으로 산양,
여우를 비롯해 멸종위기식물의 복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통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야생생물 복원 및 보존의
선도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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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executive summary
보전이입 (Conservation translocation)이란 특정 동식물 개체군을 인위적으로 어떤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전이입은 이입된 개체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의 종, 개체군, 생태계에도 측정 가능한 보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보전이입 (그림-1 참조)은 (1) 종의 서식범위 내에서의 재강화(reinforcement)와
재도입(reintroduction), (2) 서식범위 밖으로의 보전도입[생태적 군집화 지원 (assisted
colonization)]과 생태적 대체(ecological replacement)로 구성된다.
이입 (Translocation)은 효과적인 보전 수단이지만 그것을 독립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보전방법과 결합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타당성 평가 (Feasibility assessment)에는 (1)이입과 (2) 다른 대안적 보전방안 각각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상되는 위험요소 대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전효과가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
이입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는 다양하며 기존 서식지와 이입지역에서 이입대상 종(focal
species)은 물론 관련 군락 및 생태계 기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며, 인간에 주는
위험요소도 있다. 이입을 시행할 때에는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종합적인 위험요소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동식물을 서식범위 밖으로 이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멸종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 사례가 많으므로 그만큼 위험효소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입은 인간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주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도 이입 타당성 조사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행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기술적, 사회적 전문성을 갖춘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다. 보전이입의 설계와 실행은 프로젝트 설계와 관리 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기본 정보의 수집, 리스크 분석의 수행과 이입 과정에서 반복적인 관찰과 관리방법의
보정 등이 포함된다. (그림 2 참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입과정과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이입 목적이나 관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입 절차와 과정은 모두 문서화 하여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의 보전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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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가이드라인 개요 및 범위

Guidelines
Section 1
가이드라인 개요 및 범위 Introduction and scope of Guidelines
이 가이드라인은 보전이입의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사례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Annex)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작성의 배경과 목적은 Annex 1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입(translocation)이란 생물체1를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의도적이며 인위적으로
옮겨서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측정 가능한 보전효과를 가져오는 보전이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입된 생물체의 개체군이나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가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이입된 개체만 혜택이 있는 경우라면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보전은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보전이입은 명확한 목표 설정, 관련
리스크의 파악 및 분석, 효과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전이입의 타당성,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을 다른 형태의 보전방법보다 보전이입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이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부분만 추출해서 해석해서도 안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태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의 파괴, 서식여건의 악화, 생물학적 침입,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생물체를 의도적으로 서식
범위 (Section 2의 정의 참조) 밖으로 이입시켜야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는 재강화나 재도입보다 훨씬 잠재적 리스크가 높다. 그러한 “생태적 군집화 지원 (assisted
colonization)”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보다 널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의 예상 전개방향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은 이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모색과
생태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의 파악, 이입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전이입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는 프로젝트이며 각각의 프로젝트가
인위적 개입의 성공 확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G "생물체 (organism")란 특정 종(species), 아종(subspecies) 또는 이보다 낮은 분류군 (lower taxon)을 말하며 생존과
번식할 수 있는 해당 종의 부분, 배우체, 종자, 알, 번식체 등을 포함한다. (근거: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결정사항 VI/23 http://www.cbd.int/decision/cop/?id=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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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정의와 분류

Guidelines
Section 2
정의와 분류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그림 1은 다음 각호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전이입의 유형을 보여준다. 자세한 사항은 Annex
2에 기술되어 있다.
“이입(Translocation)”이란 생물체를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옮겨서
방사2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입은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
이입은 야생 또는 사육된 생물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입은 우발적 (밀항 등) 또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도적 이입은 개체군 감소, 서식여건의 개선, 정치적, 상업적
목적, 여가목적, 보전목적 등 다양한 동기에서 발생될 수 있다.
“보전이입(Conservation translocation)”이란 생물체의 보전을 목적으로하여 의도적으로
옮겨서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이입은 일반적으로 보전대상 종(focal species)의
국내외적 보전상태를 개선시키는 활동과 자연 생태계 기능이나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입은 생물체의 방사를 수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사에는 관리목적으로 생물체를 자연
서식지와는 현저하게 다른 여건에 놓아 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차이 중에는
개체의 서식 밀도, 성비 (sex ratio), 개체군 규모, 번식 체계, 환경여건,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성, 그로 인해 부과되는 선택압 (selection pressure)등 을 포함할 수 있다.
보전이입은 종의 역사적 서식범위 (indigenous range) 내외의 방사를 포함한다. 종의
서식범위란 해당 종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문서 또는 구전) 기록이나 물리적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분포지역을 말한다. 이전의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는 불충분할 수 있지만, 생태적으로 충분히 가까운 지역에 적절한 서식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도 같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1. 개체군 복원 (Population restoration)이란 서식범위 내에서의 보전이입을 말하며,
다음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a. 재강화 (reinforcement)란 기존의 동종 개체군에 개체를 보강하기 위해 생물체를
의도적으로 옮겨서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여기에서 방사 (release)란 여하의 분류군의 개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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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Section 2
정의와 분류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재강화의 목적은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거나 특정 통계학적 개체군이나 단계의 증식을
통해 개체군의 생존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의어: Augmentation; Supplementation; Re-stocking; Enhancement
(식물에 한함)]
b. 재도입 (Reintroduction)이란 원래의 서식범위에서 절멸된 생물체를 원래의 서식범위
안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방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도입은 보전대상 종(focal
species)을 그 서식범위 내에서 재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보전도입 (Conservation introduction)이란 생물체를 그 서식범위 밖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도입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a. 생태적 군집화 지원(assisted colonization): 보전대상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
생물체를 원래의 서식범위 밖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켜서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의 서식범위 내에서 현재 노출되어 있거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용어는 해당 생물체를 기존 서식범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비서식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에서부터 기존 서식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동의어: 온화한 도입 (Benign Introduction); Assisted Migration; Managed
Relocation]
b. 생태적 대체 (ecological replacement)란 생물체가 특정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식지역 밖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물체가 멸종되는 과정에서 상실된 특정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멸종위기 종의 동일 분류군3에 속하는 기존의 아종 또는 근연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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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Taxon Substitution; Ecological Substitutes/Proxies/Surrogates;
Subspecific Substitution, Analogue Species]

3 생물체는 특정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식범위 내에 방사될 수 있다. 단, 이는 “재도입 (reintroduction)”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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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이입 결정시 고려 사항 Deciding when translocation is an acceptable option
1. 보전이입은 의도된 보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
2. 과거의 절멸 사례의 원인이 되었던 위험요소가 정확히 파악되어 제거 되었거나 충분히
감소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Annex 3.2
3. 이입계획을 검토할 때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잠재적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분석해야 한다. 동일 서식범위 내에서의 재강화와 재도입은 서식범위 외부로
이입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4. 세계 각국의 전례를 보면 종을 서식범위 외부로 도입할 경우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도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5. 따라서 서식범위 밖으로의 보전이입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잠재적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
6. 그러므로 이입 리스크 분석은 추정되는 위험요소(Section 6 참조)에 대한 분석결과와
보전이입이 생물체 방사 후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요구되며, 방사지역의
생태계나 인간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7. 이입 진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절대적인 리스크 수준이 기대효과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8. 보전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보전도입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대안적 보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Annex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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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 계획수립 Planning a translocation
4.1 목표, 세부 목표, 실행방안 (Goals, objectives and actions)
1. 모든 보전이입은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모든 보전이입은 최초 개념단계에서부터 설계, 타당성 및 리스크 평가, 결정, 실행,
모니터링, 변경, 평가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과정을 따라야 한다.
3. 보전이입 계획은 종보전위원회 (Species Survival Commission)가 제시한
종보전계획수립절차(목표, 목적, 실행방법 등)4를 참고해서 수립해야 한다. 이입된 개체군의
발전단계를 관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도 계획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Annex 4
4.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순환적 프로세스(그림 2)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표나 일정을 조정한다. (Section 8 참조)
5. 목표는 보전이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목표에는 원하는 보전효과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지정된 일정 내에 국내외적으로 원하는 보전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개체군의 규모와 수를 명시해야 한다.
6. 목표는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단, 목표 수가 증가하게 되면 목적이 모호해 질 수 있다.
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입 대상종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소(기 확인 및 예측 위험)의 대응책을 명시해야 한다.
8. 실행방안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실행방안은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일정표를 첨부하고, 필요한 자원을 명시하고 실행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행방안에 포함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입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Section 8 참조)

4 http://cmsdata.iucn.org/downloads/scshandbook_2_12_08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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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계(Monitoring programme design)
이입과정 모니터링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Section 8 참조), 이입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목표와 세부 목표를 수립할 때 투입한 노력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계에는 이입된 개체군의 발전단계를 반영해야 하며 (Annex 4),
최소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ˍ 이입목표 달성을 위한 진도와 궁극적으로 성패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ˍ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수집해야 하며, 어떤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가?
ˍ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보관 책임자는 누구인가?
ˍ 모니터링 정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배포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4.3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이입은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을 아무리 수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자원투입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입 설계에 실패를 규정하는 지표가 있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출구전략도 이입 계획의 일부로 수립되어야 하며 출구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입 프로젝트를 정당한 이유로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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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계획은 보전대상 종을 이입 후 개체군의 움직임, 행동, 생태적 역할 등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것 인가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입계획 설계에는 기회와 제약이
모두 존재하며 이는 실행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 타당성 평가는 관련된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한다.

5.1 생물학적 타당성 (Biological feasibility)
5.1.1 기초 생물학적 지식 (Basic biological knowledge)
1. 이입 후보종에 대해 파악해야 할 기본 지식에는 생물적, 비생물적 서식지 요구조건,
종간의 상호관계와 심각한 상호 의존성, 기초 생물학을 포함한다. - Annex 5.1. 지식이
제한적일 경우, 가용한 정보부터 이용해야 하며 그런 다음 추가 정보를 토대로 관리방법을
확인하거나 보정해야 한다.
2. 후보종이나 근연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대안적 이입 시나리오와 결과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모델이라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nnex 5.2

5.1.2 서식지 (Habitat)
서식지 적합성과 가용성을 후보종의 요구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성과 설계의
핵심요소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nnex 5.3에 기술되어 있다. 필수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식범위 내에서 재도입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절멸 단계에서는 기존의 서식범위가
이미 생태 역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개체군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라도 최적의 서식여건이 아닐 수 있으며 같은 장소로
다시 돌려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3. 적절한 서식지는 후보종의 전체 생활 단계(life stage)에서 공간적, 시간적 측면의 생물적,
비생물적 요구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서식지 적합성에는 생물체의 방사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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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이동이 해당 지역에 허가된 토지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사지역으로 이입된 종의 생태적 역할도 리스크 분석에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Section 6 참조). 의도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개체수 재보강의 경우가 가장 낮으며, 반대로 서식범위 밖으로 이입이 가장
높다.

5.1.3 기후 요건 (Annex 5.4)
방사지역의 기후는 예측 가능한 미래의 기간 동안 서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Bioclimate envelope model을 사용하여 내성한계 이상의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미래의 기후를 기준으로 적합한 방사지역을 파악해야 한다.

5.1.4 복원대상종(Founders)
복원대상종 선정 (Founder source and availability)
1. 복원대상종은 야생 개체군이나 사육된 개체군일 수 있다.
2. 복원대상종은 방사지역내 원래의 또는 남아있는 야생 개체군과 비교했을 때 유전적으로
근연해야 하고, 유사한 생태적 특징 (형태, 생리, 행동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야생 개체군이나 사육된 개체군에서 유래한 이입대상 개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사육되거나 인공 증식된 개체를
이입대상 동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개체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당초의 포획계획에
보전이입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사육되거나 인공 증식된 개체를 이입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개체는 개체군 통계학적,
유전학적, 보전 생물학적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 개체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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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Taxon
substitution)
어떤 경우에는 원래의 종이나 아종은 야생상태나 사육상태 모두에서 절멸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종이나 아종을 생태적 대체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체종은 절멸된 종과 계통
유사성, 형태, 생태, 행동의 유사성 등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
유전학적 고려사항 (Genetic considerations ) - Annex 5.5
1. 복원대상종을 선택할 때에는 충분한 유전적 다양성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2. 복원대상개체가 방사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유사한 서식지에서 이입될 경우,
방사지역 환경에 유전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
3.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단절된 개체군이나 고립된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를 복원 대상개체로
활용할 경우 유전적 불화합성이 있을 수 있다.
4. 보전도입시 개체간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이입된 개체와 새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복원대상개체를 의도적으로 교류시키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다.
5. 복원대상종 선정에 있어 유전적 고려사항은 그 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입에 활용된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한 경우, 많은 개체 수와 각 개체간의 적응력,
사망률 편차는 클 수 있으며(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이 경우 복원대상종의 유전적 기반은
보전이입을 수행하는데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

5.1.5 동물 복지 (Animal welfare)
1. 보전이입은 가능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복지기준을 따라야 하며, 동시에 원 서식지와
방사지역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스트레스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이입 동물은 포획, 취급, 이송, 수용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사 전후에 좁은
우리에서 낯선 개체와 가둬 놓는 것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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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는 사육 번식된 동물과 야생에서 포획된 동물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연방사(soft release)5 전략은 야생에서 포획된 동물에게는 사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5. 원 개체군에 속한 동물들은 옆에 있는 다른 개체가 하나 둘 이동 될 경우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6. 특히 보전도입의 경우 출구전략에는 이입된 동물 개체의 회수 또는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이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회수 또는 제거의 허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5.1.6 질병과 기생충 (Disease and parasite considerations)
1. 방사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방사지역에 새로운 병원체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질병과 병원체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Annex 5.6에 기술되어
있다.
2. 방사 동물이 기생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생물체 중에는 숙주 간의 복합감염이나 보조인자 또는 파급이
병원성을 촉진시키는 상태를 야기시키기 전까지 비병원성인 경우가 많다. 특히 숙주의
면역상태에 따라 생물체의 병원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입된 생물체가 방사지역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병원체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입된 생물체와 방사지역의 질병과 기생충 문제는 각각의 이입상황에서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와 효과(Section 6)에 비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IUCN 가이드 (IUCN Guide to Wildlife Disease)6(2013년판은 작성 중)는 이와
관련한 모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4.

질병이나 병원체 전염 방지를 위한 검역 실시는 기본적인 예방조치이다. 단, 검역절차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사례 별로 검토 후 실시해야 한다. 반면에 검역기간

5 방사지역에 조성된 울타리 내에서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먹이와 수분을 공급하며, 현지 적응기간을 거친 후 문을 개방하는 방법
6 웹사이트 주소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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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그러한 스트레스는 내재되어 있던 질병을 발현시킴으로써 방사 전 적절한 치료 및
조치 후 방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5. 이입 과정에서 동물을 우리에 가둬둘 경우, 익숙하지 않은 부자연스런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병원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6.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입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경우 질병이나 기생충으로
인해 이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5.2 사회적 타당성 (Social feasibility)
1. 보전이입 계획은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기존의 법적, 정책적 기준과
국가적 생물다양성을 위한 행동계획이나 기존의 종복원계획의 제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 방사지역 주변의 지역사회는 이입과 관련한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다양하여, 지역사회의 태도가 완강하거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회경제적 상황, 지역사회의 태도와 가치관, 동기와 기대, 행위와
행위의 변화, 예상 이입비용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요소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가
이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3. 지역사회(이입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이입 집행기구 사이의 의사소통,
참여, 문제해결 방안은 방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
4. 관련 이해집단 (지역사회 포함)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기 전에는
이동이나 방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출구전략의 일부로서의 회수 또는 제거도
포함한다.
5. 방사 예정지역에서 오래 전에 절멸이 발생된 경우, 또는 보전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동물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방사를1.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러한
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

Annexes to Guidelines

Section 5 타당성 및 설계

Guidelines
Section 5
타당성 및 설계 Feasibility and design
6. 성공적인 이입이 이루어질 경우 생태 관광 등 경제적 기회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설계와 실행 단계에서는 이해 관계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지역사회가 반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역사회가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해당 지역사회나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7. 어떤 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전이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입목표와 보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간, 지역간 또는 국제적 의사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8. 성공적 이입을 위해서는 조직적 측면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여러 기구 (정부기관, 비정부
단체, 비공식 이익단체 (이 중에는 이입에 반대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들이 이입에
대해 적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모든 당사자들이 적합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슈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특수팀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9. 이입에 관여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모두 독자적인 방침, 우선순위, 의제를 갖고 있어
이들을 효과적인 중재나 리더십을 통해 조율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여
이입의 실행이나 성공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 성공적인 이입은 종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일반적인 윤리적 의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전이익은 다른 종이나 생태계 또는 인간의 이익에 역행할 수
있는 피해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는 보전도입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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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규준수 (Regulatory compliance)
보전이입은 모든 국제법, 국내법, 지방법의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해서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방사 예정지역이나 방사 동물을 이동시킬 지역의 허가된 또는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용의 적합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이입 프로그램에 평가, 수입, 방사 허가나 법규준수를 확인하는 담당기관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이입 프로그램에는 그 진행사항과 법규준수에 관해 담당기관에 정기적인
보고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간 이동 (International movement of organisms)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은 국제요건을 준수해서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CITES Appendix
I, II, III에 해당하는 종의 개체 이동은 CITES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유전
자원이나 전통적 지식의 사용에서 나오는 혜택을 다루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에 따라 인허가나 약정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역사적 서식지 외에서 방사되는 종에 관한 법령 (Legislation for species being moved
outside their indigenous range)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관할지역 내에서 종의 포획과 수집을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외래종의 방사를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많으며 이는 고유
서식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서식범위 밖으로의 방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방사허가 (Permission to release organisms)
생물체 수입허가와 관계없이 보전이입은 생물체 방사를 위한 적절한 정부인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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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이동 (Cross-border movements)
생물체를 방사 전에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거나 방사 후에 국경을 넘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관련 사법관할 당국의 인허가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입을 설계해야 한다.
국가 및 국가간 수의 및 검역요건 (National and international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requirements)
생물체를 국가간에 이동시킬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7의 동물이동에 관한 기준과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8의 기준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방사전 식물과 동물보건에 관한 국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간이나 가축질병의 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 정부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5.4 자원 가용성 (Resource availability)
1. 효과적인 이입관리는 사회적 요소와 생물학적/기술적 전문성이 다방면으로 결합된
활동이다.
2. 일반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보장되어야 하고,
예산지원은 이 가이드라인 Section 4에 명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예산지원기관은 실행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입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7 http://www.oie.int/
8 https://www.ipp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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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입에는 이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입 과정이나 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Annex 6.1을 참조한다.
2. 서식범위 밖으로의 이입은 다음 각호의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1) 생태적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및 생태적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2) 서식범위 밖으로 방사한 종이 외래침입종이 되어 고유 생물다양성, 생태계 또는 인간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
3. 리스크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의 중대성을 말한다. 개별 리스크는 다음
요소의 척도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대된다.
1. 절멸 지속기간
2. 절멸기간 동안 생태계의 변화 정도
3. 대상 종이 다른 종에 중요한 의존성
4. 이입대상 종의 수
5. 원래의 개체의 형태와 이입된 개체 사이의 유전적 차이
6. 인간의 이익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7. 용인할 수 없는 생태적 영향의 개연성
8. 서식범위 안이나 밖에서의 이입 실행 여부
총 리스크 상황은 다음 각호의 요소로 결정된다.
1. 발생된 위험요소의 숫자
2. 각 위험요소의 발생 불확실성
3. 리스크 영향의 불확실성
4. 다른 가능한 위험요소를 알지 못함
5. 실행 책임자의 역량 수준
6. 모든 발생된 리스크의 누적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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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러한 리스크의 상호작용 정도
4. 리스크 평가범위는 파악된 리스크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성적
(qualitative) 리스크 평가만 가능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리스크 평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입의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가능하다면, 최선의 증거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는 공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 원칙으로 서식범위 밖의 이입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이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6. 이입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ˍ 원 개체군에 대한 리스크 (Risk to source populations): 지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이입을
목적으로 개체를 이동시키더라도 원 개체군의 존속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 Annex 6.2
ˍGG생태적 리스크 (Ecological risk): 이입된 종은 방사지역에 서식하는 다른 종과 생태계
기능에 중대한 영향(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을 준다.
이입된 종의 생태적 지위는 원래 서식지에서와 같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서식범위 밖으로의
이입의 경우 리스크가 더욱 크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수 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날 수
있다. - Annex 6.3
ˍGG질병 리스크 (Disease risk): 이입된 생물체는 미생물이나 기생충 감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전염의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질병 리스크 평가는 잠재적 병원체의
발생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에 비례하여 계획단계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며 (Annex
6.4), 실행단계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ˍGG관련 침입 리스크 (Associated invasion risk): 병원체 감염 리스크와는 별도로 이입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사지역에 보다 폭넓은 차단방역(biosecurity)의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 잠재적인 외래 침입종이 이입 개체와 함께 우발적으로 방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nnex 6.5) 이는 수중 생물체 또는 도서 생물체를 이입할 때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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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Section 6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ˍGG유전자 탈출(Gene escape): 이입된 개체와 기존 개체 사이의 유전자 교환은 재강화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립된 개체군이 혼합되거나, 생물체를 서식지 범위
밖으로 이동시켜서 가까운 근연종이나 아종과의 교잡 (hybridization) 리스크가 있을 경우,
새끼들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종의 보전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Annex
6.6). 이 역시 리스크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ˍGG사회경제적 리스크 (Socio-economic risks): 방사된 생물체가 인간과 인간의 삶에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해로운 영향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생태적 영향을
포함한다. (Annex 6.7) 서식범위 밖으로의 이입은 보다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ˍGG재정적 리스크 (Financial risks): 이입기간 동안에는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다만
이입을 중단하거나 이입된 종이 야기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nnex 6.8)
7. G또한 보전을 위한 행동조치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도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많은 개체군의 이입을 고려할 경우, 방사지역 생태계에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원 개체군이 줄어들면, 방사지역 개체군의
리스크는 동일 하더라도 원 개체군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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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방사와 실행 Release and implementation
1. 보전이입의 실행은 단순히 생물체를 방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무리 적합한 지역에
방사하더라도 방사설계가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는 이 가이드라인 Section
4, 5, 6, 8 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측면은 물론, 특히 법적 요구조건, 공공의 참여, 서식지
관리, 방사 생물체의 선택 및 방사, 개입, 방사 후 모니터링에 관한 요건 등을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
2. 방사된 개체가 방사지역에서 자연적응 하게 되면, 우선순위는 개체군 모니터링과 이를
토대로 한 관리방법의 보정으로 옮겨간다.

7.1 방사장소와 방사지역의 선정 (Selecting release sites and areas)
방사장소(Release site)는
ˍGG효과적인 방사에 적합한 필요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방사된 생물체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ˍGG방사된 생물체가 새로운 서식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ˍGG언론과 대중의 인식제고와 지역사회 참여에 적합해야 한다,
방사지역 (Release area)은
ˍGG방사하는 종의 생물적, 비생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ˍGG방사 당시의 생활단계는 물론 모든 생활단계에 적합한 서식환경이어야 한다.
ˍGG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한 서식환경이 제공되는 곳이어야 한다.
ˍGG요구되는 보전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넓어야 한다.
ˍGG서식지가 단절된 경우 적절한 서식지와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ˍGG개체군의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고립된 지역이어야 한다.

7.2 방사전략 (Release strategy)
방사전략 수립시 이입된 생물체의 여러 생물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
7에 기술하겠지만 방사전략의 핵심적 요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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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방사와 실행 Release and implementation
ˍGG방사될 개체의 생활 단계와 방사시기 (계절)는 해당 종의 자연상태에서의 분산연령이나
계절을 감안해서 정한다. 방사 후 분산이 바람직한 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ˍGG대상종의 연령/크기, 성비(性比), 사회적 관계 등은 이입 목표에서 설정된 개체군 정착과
증가율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한다.
ˍGG이입 성공률은 방사된 개체 수가 증가할 수록 높아지지만(특히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방사하는 경우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원 개체군에 주는 영향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ˍGG여러 지역에서 동시적 또는 순차적 방사는 방사된 생물체를 널리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ˍGG포획, 수용, 이송, 방사전 관리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게 되면 방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
ˍGG방사 전후의 각종 개입과 보호를 통해 빠른 환경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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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Section 8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 Monitoring and continuing management
8.1 모니터링 (Monitoring)
1. 이입관리는 이입 목표를 달성하고 이입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 및 생물학적/비생물학적 측면의 조절이 순환되는 과정이다. (그림 2)
2. 이입 설계와 모델화 작업을 선행하더라도, 이입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프로그램 (Section 4.3)은 방사된 생물체의 방사목표 대비 실제 상황을
측정하고,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관리방법을 채택하거나
출구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4. 방사전의 기본적 생태자료를 토대로 후속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정보를 분석하면 한층
효과적이다. (Annex 8.1)
5. 모니터링을 통해 이입설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6. 원 개체군과 이입된 개체군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도와 기간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정한다.
7. 모니터링을 통해 내려진 결론은 진행 중인 이입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입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8. 방사후 모니터링의 필수 요소는 부속서 8.2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 개체통계학 적용(Demographic performance)
이입의 주요 측면에는 개체군 증가와 분산 상태의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개체의 생존, 번식,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 행동학적 모니터링 (Behavioral monitoring)
이입된 개체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이입 진행상황에 대한 유용한 초기 지표를 제공할 수

22

Annexes to Guidelines

Section 8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

Guidelines
Section 8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 Monitoring and continuing management
있다. 하지만 이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자연 개체군이나 원 개체군에서 이동되기 전의 동일
개체가 보였던 행동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 생태적 모니터링 (Ecological monitoring)
이입이 특정 생태적 기능의 생성이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표 성취도와 이입에서
발생된 생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그러한 영향이 이로운 것인지, 온화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입 관리방식을 그에 따라 적절히 보정해야 한다.
• 유전적 모니터링 (Genetic monitoring)
유전적 요소가 이입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 경우,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정착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이나 재강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 건강상태와 사망률 모니터링 (Health and mortality monitoring)
정착 개체군이 질병이나 열악한 서식여건에 노출 정도와 사망률을 관찰함으로써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사회, 문화, 경제적 모니터링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monitoring)
모니터링 참여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도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입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과 직간접적인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8.2 지속적 관리 (Continuing management) (Annex 8.3)
1. 일부 이입은 수년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관리방법의
유지 또는 보완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2) 또한 이입목표나 일정 (Section 4) 변경의
타당성도 제공할 수 있다.
2. 이입 결과를 통해 파악된 사항은 보다 체계적인 적응관리법(adaptive management
approaches) 적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다양한 대안적 모델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관리방법 결정에 사용되는 모델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자료에 기초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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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정보의 배포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이입에 관한 정보는 이입을 계획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관련자에
배포해야 한다. 모든 보전이입 수행과정에서 정보의 배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입에 대한 인식 증진과 지원 확보
2. 법적 요건의 이행
3. 관련 단체에 이입에 대한 이해 증진. 관련 학술지에 보고될 경우 신뢰성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이입과학(Translocation science) 발전에 기여. (이입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에 대한 고찰 포함)
4. 정보는 인쇄물, 라디오, 영상매체, 참여방식의 평가,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가상체험,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배포할 수 있다. 정보 배포에 사용될 미디어, 형식,
언어는 정보전달의 대상에 맞게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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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입 스펙트럼 (The translocation spectrum)

방사가 의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가?

아니다

우발적 이입 (Accidental translocations)

그렇다

아니다

방사의 주목적이
ˍ 방사대상 종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거나
ˍ 자연 생태계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것인가

ˍ Non-lethal control
ˍ 재활방사 (Rehabilitation release)
ˍ 상업/휴양 (Commercial/recreational)
ˍ 종교(Religious)
ˍ Biological control
ˍ 동물권 해방 (Animal rights liberation)
ˍ 관상용 (Aesthetic)
ˍ 기타

그렇다

보전이입 (Conservation translocation)

방사가 서식범위 안에서 이루어 졌는가?

아니다

보전도입 (Conservation introduction)

방사의 목적이

그렇다

1. 이입대상종(focal species)의 개체군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생태적 군집화 지원 Assisted colonization
개체군 복원 (Population restoration)

방사지역에 동종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가?

2. 원래의 형태의 멸종으로 인해 상실된 특정
생태적 기능의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 생태적 대체 Ecological replacement

재강화
Reinforcement

재도입
Re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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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전이입 사이클 (The conservation transloca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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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
배경 Background
인간은 수백만년 동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생물체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옮기곤 했다.
이는 인류에게도 혜택을 가져왔지만 어느 경우에는 파국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IUCN은
1987년에 “생물체의 이입에 대한 입장 성명 (Position Statement on the Translocation
of Living Organisms)”을 통해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IUCN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 후
종보전위원회 (Species Survival Commission)의 재도입전문가그룹 (Reintroduction
Specialist Group)은 그에 관한 정책 지침서 개발에 착수했고 1995년 IUCN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8년 “재도입을 위한 지침서 (Guidelines for Reintroduction)”9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지침서는 비교적 분량은 짧지만 초점 분야에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SSC 전문가그룹들도 각자의 분류군과 목적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되었다.10 2010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8년에 발간된
재도입을 위한 지침서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1. 지난 20년 동안 엄격히 설계, 평가되고 실행, 모니터링된 동식물 재도입 프로젝트 수가
크게 증가되었고 동시에 성공적인 재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이론, 윤리, 실무적 사항 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증진되었다.
2. 단일 종을 서식범위로 돌려보낸다는 재도입의 개념은 오늘날에는 제한적이다. 많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입은 다양한 동기와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도입은 보전
목적과 그 이외의 목적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이입이라는 스펙트럼 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1998년에 발간된 지침서에 비해, 이 개정판은 범위를
넓혀 보전효과가 있는 모든 이입을 (Section 1의 정의 참조) 포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3. 종보전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여전히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도입은 서식지와
생태계 복원이라는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4. 서식지 파괴, 종의 감소, 생물침입, 기후변화 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지구환경의
변화속도와 복잡성은 인류가 “생태적으로 급격한 변화(ecological surprises)”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 전례에 기반한 해결방법은 미래의

9 http://www.iucnsscrsg.org/download/English.pdf
10 http://www.iucnsscrsg.org/policy_guideli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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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의 요구조건에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5. 이해관계자가 속한 지역사회 그룹을 재도입이나 복원 노력에 직접 참여시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보전이 갈수록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고
생물다양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로 발생되는 서식지 파괴와 단절(fragmentation)
현상 때문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대 생태적 기록과 오늘날의 관찰 결과 기후변화는 종의 분포와 개체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수록 많은 종들이 현재의 서식범위에서의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서식지 분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절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를 비롯한 생태적인 다른 위험요소들로 인해 현재의 서식환경에서는 조만간
절멸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멸종 위기종을 보다 적합한 서식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서식지는
해당 종의 현재 알려진 (또는 추정되는) 서식범위 밖이 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지침서에는 “보전적/온화한 도입 (Conservation/Benign Introductions)”: 특정
종의 기록된 분포지역은 아니지만 적절한 서식지와 생태-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 내에
그 종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훨씬 전부터 멸종 위기종의 절멸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생태적 군집화
지원(Assisted colonization) 방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 개정판은 이입의
전체 흐름 중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생태적 군집화 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그림 1 참조)
서식범위 밖으로 종을 이입시키는 방안은 보전이라는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로 인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삶, 보건,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침입생물학 (invasion biology)의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입과 관련한 리스크를 면밀히 평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는 재도입 전문가그룹과 외래침입종 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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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보전협약과 상충될 수 있는 보전 개입상황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될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전이입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입 대상 분류군이나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이입활동이 엄격히 설계되고 검증된 후 실행되어야 함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입 프로젝트는 반드시 철저한 리스크 평가와 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프로젝트
규모, 리스크. 불확실성에 비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단일 종 또는 많아야 몇 개의 종과 중요한 상호의존종의 이입을
둘러싼 문제에만 의도적으로 제한시켰다. 다른 이입의 도구와 요소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보존이입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개체수의 재활과 방사 또는 생태관광을
통한 보전의 긍정적 효과 촉진도 그 중 하나다. 또한 보전이입의 여러 측면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갖고 있는 다른 여러 보전원칙과 통합되어 있다. IUCN 내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은 아래에 열거된 지침서와 부합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ˍ 압류동물 처리에 관한 IUCN 지침서 (IUCN Guidelines for the Placement of
Confiscated Animals 2000)11
ˍ 외래침입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에 관한 IUCN 지침서 (IUC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Biodiversity Loss Caused by Alien Invasive Species (2000)12
ˍ 보전을 위한 서식지외 개체군 관리에 관한 IUCN 기술지침 IUCN Technical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Ex-situ populations for Conservation (2013 작성 중)13
ˍ IUCN 보호지역 세계위원회 (2012), 보호지역 생태계복원에 관한 지침 (IUCN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2012), Ecological Restoration for
Protected Areas: Principles)14

11 http://data.iucn.org/dbtw-wpd/edocs/2002-004.pdf
12 http://intranet.iucn.org/webfiles/doc/SSC/SSCwebsite/Policy_statements/IUCN_Guidelines_for_the_Prev
ention_of_Biodiversity_Loss_caused_by_Alien_Invasive_Species.pdf
13 Website to follow
14 https://cmsdata.iucn.org/custom/imageviewer/launch.cfm?img_id=2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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ˍ IUCN 야생동물 질병리스크 평가 가이드 (2013 작성 중) (Guide to Wildlife Disease
Risk Assessment)15
16

ˍ IUCN 멸종위기종 목록 (Red List)

ˍ IUCN (2000). 야생 동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방침 성명 (IUCN Policy
Statement on sustainable Use of Wild Living Resources)17
이 밖에도 많은 단체들이 종의 재도입에서부터 생태계 복원에 이르기까지 제반 활동을
규율하는 자체적인 지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Aichi Biodiversity Targets)의 기본정신을 존중하여 작성되었다.

15 Website to follow
16 http://www.iucn.org/about/work/programmes/species/our_work/the_iucn_red_list/
17 http://intranet.iucn.org/webfiles/doc/SSC/SSCwebsite/Policy_statements/The_IUCN_Policy_Statement_o
n_Sustainable_Use_of_Wild_Living_Resour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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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분류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주목적으로서의 보전효과 (Conservation benefit as a primary objective)
보전이입이 개체군이나 그 종 또는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생태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1998년 지침서에 명시된 자체생존이 가능한 개체군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과 일치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보전효과는 개체통계학적으로 자체생존이 가능한 개체군을 조성(예를 들어
생존에 필수적인 특성을 유지하기위한 조성)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효과가 다른 어느 목적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보전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Where conservation benefit is not obvious)
어떤 상황에서는 보전효과가
ˍ 주목적이 아니거나,
ˍ 식별하기 어렵거나,
ˍ 다른 효과와 뒤섞이거나,
ˍ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거나,
ˍ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상황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1. 재활을 위한 방사 (Releases for rehabilitation)
이 가이드라인은 개체의 복지차원이나 또는 포획상태에서 재활을 목적으로 방사하는 것은 방사
개체 자체에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러한 방사는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재활방사도 어느 정도 보전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에 관한
리스크는 관리 및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른 IUCN 가이드라인18에서
다루고 있다. 재활 방사는 이 가이드라인의 주목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리스크 파악 및 대처 방안을 참조하면 재활방사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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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크레이션이나 상업목적을 위한 개체군 재강화 (Population reinforcement for
recreational or commercial offtake)
레크레이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개체군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역시 방사
동기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개체군이나 생태계 수준의 보전목적이 아니거나
그렇다해도 다른 목적에 비해 부차적인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이입과 방사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리스크와 동일할 것이다.
3. 저감이입 (Mitigation translocation)
“저감이입(Mitigation translocation)”은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개체군에
적용될 수 있다. 저감이입이란 인간의 토지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잃게 된 생물체를 다른 대체
서식지에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개발영향을 저감하거나 상쇄시킬 의무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허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발현장에 서식하는 주요 종의 개체를 다른
“야생” 지역으로 이입시킴으로써 상기 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이입은 성패는 그 특성상 불확실한 요인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의 잠재적인
보전효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개발영향을 저감 또는 상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분석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저감방안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설계,
타당성 조사, 실행, 관찰 및 적응관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림 1의 이입 흐름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아래 옵션 중 적합한 저감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이입 개체를 동종의 기존 개체군 속으로 방사시킬 경우, 이는 재강화(reinforcement)로
본다. 단, 이입된 개체를 받아들이는 개체군에게는 보전효과가 있다. 데이터를 보면 이미
조성된 개체군 속으로 방사된 개체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2. 이입의 개체를 같은 서식범위 안의 빈 서식지로 방사할 경우 이는 재도입(reintroduction )으로
본다.
18 예를 들어 B.Beck et al. (2007).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he re-introduction of Great Apes.
Gland, Switzerland, SSC Primate Specialist Group of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48 pp. http://
www.primate-sg.org/PDF/BP.reintro.V2.pdf

6

Annexes to Guidelines

Annex 2 정의와 분류

Annexes to Guidelines
Annex 2
정의와 분류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3. 같은 서식범위가 아닌 지역의 빈 서식지로 방사할 경우 이는 보전도입(conservation
introduction)으로 본다.
4. 전혀 서식지로 볼 수 없는 지역으로 방사하는 행위는 아무런 보전효과가 없는 무책임한
방사일 뿐이다.
처음 세가지 옵션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룬다. 단, 네 번째 옵션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4. 집중적인 보호를 위한 이동 (Removal for intensive protection)
생물체는 집중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자연상태에서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일차적인 이입 목적이 보전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개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국지적 또는
전세계적으로 절멸할 가능성이 증가되거나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나 파국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볼 수 있다.
일차적인 이입 목적이 개체를 보호하거나 번식시킨 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보전효과가 명확히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집중적 보호를 위해 이동시키는
것은 방사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 개체가 보호장소 내에서 경험하게 될 환경(한정된 공간,
통제된 환경조건, 번식 프로그램 등)은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 밖에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IUCN의 다른 지침서19에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집중적인 보호를 받았던 개체를 다시 자연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은 방사와 이입으로
간주하며, 보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5.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입
(Least risk, least regret translocations)
재도입은 대부분 희귀종이나 멸종 위기종 또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거나 국지적 또는
세계적으로 절멸된 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전이입은 범위가 보다 넓기 때문에 희귀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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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생태적 군집화 지원은 현재의 보전상태에 관계 없이 기후변화로부터
극단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종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희귀종도
아니고 개체수가 감소하지도 않고 멸종 위기종도 아닌 종에 대한 이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보전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지역적 문화유산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소규모 복원사업도 여하의 이입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지만 실패비용이나 부정적 생태영향의 발생 면에서 비교적 리스크가
낮다. 따라서 이런 복원사업은 “저비용, 저위험, 실패요인이 적은” 이입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사업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획, 타당성, 리스크 등 주요
고려사항은 의도된 이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19 IUCN Technical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Ex-situ populations for Conservation (2013 i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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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 (Introduction)
1. 모든 이입계획은 보전효과를 파악하고 리스크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행 가능한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학술 목적의 실험이나 잉여 포획동물의
방사, 복지목적의 재활, 기금 모금이나 홍보 목적 또는 개발목적으로 생물체를 이동시키는
이입은 보전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주로 개체수나 서식범위가 감소하거나 절멸 위기에 있는 개체군이나 종이 이입 대상이
된다. IUCN 멸종위기종 목록 (Red List)에서 사용되는 기반을 사용하여 보전개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해볼 수 있다.
3. 보전이입의 궁극적 목적은 보전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장기적 의지와
소요비용도 대안적 보전방안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보전 우선순위는 종, 생물군집, 생태계 수준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결정된다. 보전이입
후보종은 각각의 생태적 역할, 진화 특성, 깃대종 (flagship species)으로서의 역할,
멸종위기 수준, 생태적 대체 잠재력 등 생물학적 기준을 토대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또한
문화유산 보전이나 문화유산 복원을 근거로 이입이 권장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보전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보전이입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기준은
주어진 상황과 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5. 어떤 종이 절멸되어 그로 인해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했다면, 절멸된 종이 제공했던
생태기능을 복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태적 대체를 모색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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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절멸원인과 위험요소 평가
(Assessing extinction causes and threats)
1. 모든 이입계획은 먼저 과거의 심각한 개체수 감소나 절멸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거의 원인이 앞으로 이입될 개체에 또 다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사(Life history)를 고려해서 모든 계절과 적절한 지리적
규모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3. 해당 종이 서식범위에 살지 않았던 기간 동안 복원된 개체군에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수 있다.
4. 이입을 통한 보전의 긍정적 효과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모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5. 그러한 위험요소의 공간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국지적 멸종의 원인이 된 위험요소의 경우
심각한 성격이라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종의 서식범위 전체 또는 상당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병원체, 포식자, 경쟁자, 광범위한 토지 용도 변경, 대기오염 물질, 기후변화
등)는 관리가 훨씬 어렵다.
6. 특정 위험요소의 영향이나 민감도 수준은 개체 통계학적이나 생활단계(life stage)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험요소 평가는 이입대상 종의 적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유전적 다양성,
분산도, 정착 능력이 높고 수명이 짧고 번식률이 높고, 형태적 유연성이 높고 진화속도가
빠른 개체군일수록 적응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7. 위험요소에는 생물학적, 물리적 (극한적인 기후 포함),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이런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8. 위험요소는 절멸 당시 여건에 대한 문헌, 청문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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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해 후속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9. 절멸이나 개체수 감소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을 설정하고 가용한 증거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이입 프로그램 내에 실험적
접근을 통해 앞으로 실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10. 시험적 방사를 통해 과거의 위험요소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제반 선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그 결과를 적절히 관찰하여 미래의 방사
설계를 개선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3 대안검토 (Considering alternatives)
보전이입은 많은 비용과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는 보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획된 보전 우선순위에 관계 없이 이입계획은 대안적 해결방안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복원, 연결성, 생태 통로, 또는 서식지 보호 등을 통해 서식지 이용성 증진 가능성(지역적
해결방안)
2. 병원체, 포식자, 외래종 관리, 먹이 공급, 인공 번식, 보호 울타리 설치 등 인위적 개입을
통해 기존 개체군의 생존능력 개선 가능성 (종 중심 해결방안)
3. 야생 개체군의 생존능력 개선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법령 개정, 공공 교육, 지역사회
기반 보전, 경제적 인센티브나 보상 등 다양한 도구도 독립적 또는 위에 기술한 지역 기반
대안이나 종 기반 대안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간접적 해결방안)
4.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희귀종이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안적 해결방안과 비교해서 절멸될 리스크가 낮을 수 있으며, 이입대상
종은 인위적 개입 없이도 현재의 서식범위나 서식범위 조정을 통해 자연적인 순응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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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세부 목표, 실행방안은 성공적으로 이입된 개체군의 정착 진행단계를 모니터링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

ˍ “정착 (Establishment)” 단계는 최초 방사부터 시작하여 방사후 효과(post-release
effects)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방사후 효과에는 이입 과정,
작은 개체군의 우발적 사건(chance of events of small population) 또는 번식의 지연
등을 포함하며 이들 요인 모두가 초기의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ˍ “성장 (Growth)” 단계는 개체군이 환경수용력에 근접할 때까지 개체수가 증가되고 서식범위
확장이 계속되는 단계이다.

ˍ “조절 (Regulation)” 단계는 개체군 밀도 증가로 인해 개체군의 증가나 생존률이 감소될 때
시작한다.
2. 정착과 성장단계의 증가율이나 기간은 종별로 매우 다양하며, 이입 흐름도 (그림 2)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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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생물학적/생태학적 배경지식
(Background biological and ecological knowledge)
1. 야생개체군 (만약 존재할 경우)의 생물학과 생태학에 대한 정보를 기존의 간행물, 보고서,
실행방안 또는 동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2. 생물학적 배경지식에는 번식, 교미 방법, 사회구조, 행동양식, 물리적 적응, 개체군의
성장과 발육, 새끼 보육, 서식범위 내 개체군 역할 등을 포함한다.
3. 생태학적 기본지식에는 생물적, 비생물적 서식지 요구조건, 지역 생태적 조건에 따른 종
내의 변이 및 적응, 계절성 및 생물기후학, 분산, 공생관계 (섭식 (feeding), 포식, 질병,
편리공생, 공동생활, 상리공생 등을 포함해야 한다.

5.2 모델, 동종/유사종의 선례
(Models, precedents for same/similar species)
1. 여러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입의 결과를 예측해보면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기본 개념 모델 (예를 들어 구술 또는 다이아그램 사용)을 수립한 후 이를 정량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3. 모 델 링 과 계 획 수 립 작 업 에 는 과 거 의 종 관 리 활 동 ( s p e c i e s m a n a g e m e n t
activating)(동종 또는 유사종 이입 등)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4. 해당 종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근연관계인 아종이나 생태학적으로 유사한 종의
데이터를 통해 추론해야 한다.

5.3 서식지 (Habitat)
1. 서식지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양하므로 종의 서식범위도 역동적이다. 멸종 후에도
환경조건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과거의 서식범위가 당연히 적합한 서식여건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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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2. 원래의 개체군 감소원인만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다. 절멸기간 동안 다른
위험요소도 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반드시 방사예정지역의 현재 서식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4. 개체수가 많은 일반 동물의 서식 요구조건은 쉽게 추론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분류군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성 동물이나 유생시기의 무척추동물과 같이 복잡한
생활 주기를 가진 동물은 특히 그렇다.
5. 서식지 평가에는 계절적 또는 일시적 환경변이에 대한 검토도 포함해야 한다.
6. 종에게 가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 져야 한다.
7. 방사지역의 크기는 개체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
서식지가 단절될 경우 각각의 단절된 지역의 크기나 고립 정도에 따라 서식지 적합성이
결정된다.
8. 서식지가 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전이입 설계시 전이개체군
(metapopulation) (어느 정도 분산되어 서식하는 개체군 사이의 개체군)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단절된 지역 사이에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9. 일부 분류군의 경우 서식지 적합성 면에서 서식지의 질과 다른 지역과의 근접성이, 단절된
서식처 크기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10. 적합한 서식지를 확보하려면 서식지의 복구, 생성 또는 과거에 이입 대상 종에게
위협이었고 또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래종이나 침입종의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제거는 가능한 서식지나 다른 종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인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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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물체를 방사할 때는 방사지역의 서식지 질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만, 그러한 평가에
투입되는 노력의 수준은 이입과 정착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크기, 방사개체의 예상 성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수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비례해야 한다.
12. 서식지 요구조건을 평가할 때는 이입대상 종의 기존 개체군 (야생상태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개체군이 열악한 서식지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라면 현재의 서식범위는 서식지 필요요건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13. 이입된 종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생태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평가해야 하며,
특히 특정 종의 이입으로 인해 보전이 필요한 다른 종이나 서식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Section 6)
14. 생활 주기 중 최소 어느 일부 시기라도 이동이 불가능한 식물, 곰팡이, 무척추동물은
센티미터 단위의 미세한 서식지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극한적, 예측 불가능한
조건에서 서식하는 큰 동물의 서식지는 계절마다 또는 해마다 서식범위의 크기나 위치가
예측할 수 없게 바뀔 수 있다.
15. 서식지 평가를 아무리 자세하게 하더라도 이입대상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환경변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해에는 이입된
개체가 사망이나 분산으로 잃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6. 후보종은 다른 종과 생태적 의존성을 공유하거나 중요한 기능을 제공 (수분 매개체,
공생관계, 숙주 등)함으로써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이입대상 종과 필수적인 공생관계가
있는 종이 방사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만일 존재한다면, 이들 필수
종과 이입대상 종을 함께 이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17. 방사지역과 방사된 생물의 필수 서식지는 보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능한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가능하다면 영구히)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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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후요건 (Climate requirements)
1. 이입대상 종에게 적합한 기후요건을 파악하여 방사지역의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조건과
비교해야 한다.
2. 보전이입 후보종의 기후요건은 후보 종의 현재의 서식범위의 주요 기후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당 종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한 생존 가능한 기후변화 범위를
포함한다. 그 결과 예측되는 기후변화 모델에 작성된 bio-climate envelope를
사용하여 이입대상 종이 미래의 기후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으로 적합한 방사지역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의 활용에는
데이터, 공간 해상도 및 사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20의 가용성 및 신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로 남아있는 범위 내의 종에 대한 생물기후 모델은 잠재적으로 적합한
기후조건의 범위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
3. Climate envelope 모델은 서식지 접합성과 분포를 결정짓는 다른 요소 (필수종,
상호의존종의 존재, 포식자, 경쟁자, 질병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4. 기후 예측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내재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특정 지역이 보전이입에
적합한 서식지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후가 원하는 보전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 재도입된 종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5.5 대상동물 (Founders)
유전적 고려사항 (Genetic considerations)
1. 원개체군은 개체, 식물에 있어 번식체의 이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이동은 비상사태
또는 구조역할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2. 이입 대상 원 개체군에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된 경우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첫째는 근친교배에 의한 번식은 번식력, 출산률, 생존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20 http://www.iucnredlist.org/documents/RedListGuide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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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약세 - inbreeding depression), 둘째는 유전적 다양성이 많이 결여되어
환경변화에 직면할 때 생존력과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3. 그러한 유전적 문제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원 개체군(특히 개체수가 적거나 고립된
개체군)을 대상으로 한 표집이나, 같은 원 개체군을 대상으로 한 편파적 표집,
이입과정에서의 유전적 병목현상, 방사지역에서의 생존률, 정착율 및 출산률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4. 대상동물이 방사지역과 현저히 다른 환경에서 유래한 경우, 방사지역에 적응하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5. 이입 프로그램에 개체군의 혼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혈통 사이의 유전적
불화합성으로 인한 적응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전적 외교배 약세 - genetic
outbreeding depression)가 발생할 수 있다. 유전적 불화합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유전적 불화합성은 2-3 세대가 지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Pilot testing을 실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최근의
메타분석21은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6. 여러 개체군에서 개체를 선택할 경우 이입된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근교약세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 방법은 특히 외교배약세나 (동물의 경우) 개체군 사이의
행동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유용하다.
7. 보다 근본적인 전략으로 원서식지와 방사지 사이의 지리적 또는 생태적 거리를 더 멀리
하거나 다양한 개체군에서 수집한 원 개체를 더 많이 혼합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8. Multiple sourcing은 (1)방사지의 개체군과 지역적/생태적으로 유사한 원개체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와 (2)방사지 개체군과 지리적/생태적으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유전자형
유사성이 낮아지는 원개체 도입에 따른 리스크 사이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Multiple sourcing은 현지에 적응한 변종을 근절하지 않고 때때로 장거리에 걸친 유전자

21 Frankham R et al. (2011).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outbreeding depression. Conservation Biology:
25:46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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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서 유용한 유전적 변종의 이로운 유입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단절된
서식지에 적용이 권장된다. 단절된 서식지에는 근친교배로 태어난 개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개체군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
9. Predictive sourcing은 예측되는 환경변화의 방향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없이 미래의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를 찾아서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10. Multiple sourcing과 Predictive sourcing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단절된 지역에 이입은 기후변화로부터 부정적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다.
11. 원 개체군 선택과 관련한 상대적 장점과 단점은 이입 목표와 유형, 원 개체군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종의 생활사 특성 또한 유전적 다양성의 크기와 공간적 분포를
결정짓는 요소인 만큼 관련성이 있다. 이입에 “혼합(mixed)”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의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 개체군을 제공해야 하므로
그러한 sourcing은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5.6 질병과 기생충 (Disease and parasite considerations)
1. 원 개체군을 관찰하여 특정 병원체에 감염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재도입이나 이입에 적합한 개체를 선택한다.
2. 이입을 시행하는 모든 과정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 검역 여건과
기간, 부적절한 방역 절차, 부실한 이송 컨테이너, 이송 방법, 장시간의 이송, 이송
실시전의 적응 부족 등은 이입과정에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3. 이입과정에서 인간이나 가축 또는 무생물체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입 전과정에 걸쳐 차단방역 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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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4. 방사후 관리시설 (예를 들어 방사된 동물과 야생 동종개체군을 함께 혼합해서 수용하는
feeding station 등)에서도 병원체의 전염을 촉진할 수 있다.
5. 이입된 식품의 경우 질병 리스크 평가에는 이입과정에서 야생식물과 재배식물의 상호작용,
질병 매개체, 또는 무생물체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포함해야 한다.
6. 어떤 절멸된 숙주가, 역시 절멸된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복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입된 숙주화 함께 그 기생충도 재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방사지역에 서식하는
동종 또는 다른 종에게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숙주와 기생충 사이에
외견상 우호적 공리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사지 환경에 서식하는 숙주에게는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다.
7. 질병을 공유하는 지리적/행정적 지역 내에서 이입이 이루어질 경우 광범위한 질병검사
(disease screening)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 서식지역과 방사지역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감염위험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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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잠재적 위험(Risk landscape)의 평가 (Assessing the
risk landscape)
1. 어떠한 이입이라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입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일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란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의 중대성을 말한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범위를 “잠재적 위험(risk
landscape)”이라고 한다.
2. 리스크 평가는 종의 생물학에 관한 모든 정보, 다른 지리적 맥락에서의 침입 이력 (동일
분류군의 근연종 포함), 알려진 병원체나 기생충, 잠재적 영향(경제적 영향 포함)의
발생가능성, 그러한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옵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을 고려하고 이를 적절한 공간규모에 적용해야 한다. 서식범위
밖으로 이입의 경우 리스크 평가는 다양한 기간 동안 서식범위 확장에 대한 예측도 포함해야
한다.
3. 리스크 분석에는 이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과
모든 법적요건을 충적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
4. 특히 서식범위 밖으로 이입의 경우 리스크 평가의 불확실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 프로토콜이 하나의 종에만 초점을 맞추고 해당 종의
생태계에 대한 심도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프로토콜은 주어진 정보가 제한된 다른 종이나 분류군에는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간 이동 리스크가 있는 이입 (Translocations with transboundary risk)
1. 인접국에 줄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 저감, 통제하고 국경을 넘는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가간 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공통적 의무이자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인접국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국가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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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Decision making)
1. 이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대효과 대비 잠재적 리스크의 비중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그러한
결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어떤 이입계획이 성공확률이 높고 방사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생태계의 현재의 기능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 리스크 역시 충분히
평가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러한 의사 결정의 바탕이 되는 논리, 가치 판단, 지식의 차이(gap)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틀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관리(Managing undesirable outcomes)
1. 리스크 분석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항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정착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

6.2 원 개체군에 미치는 리스크 (Risks to the source population)
1. 이입이 기존의 야생 개체군에서 개체나 번식체의 이동이 포함된 경우, 원 개체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2. 원 개체군에서 개체나 식물체에 있어서 번식체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생존능력의 감소를
가져올 경우, 이입목표에는 그러한 리스크가 방사지역 개체군의 생존능력에 있어 기대되는
효과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기간 내에 이입이 없었을 경우보다 전체적인
생존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3. 이입은 이입대상 종의 원 개체군뿐만 아니라 해당 개체를 이동하는 지역에 서식하는
근연종이나 의존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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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존력이 낮은 개체군을 방사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6.3 이입의 생태적 결과 (The ecological consequences of
translocation)
1. 이입의 생태적 결과에는 이입된 종과 방사지역에 서식하는 다른 종과 생태적 과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한다.
2. 원 서식지역의 특정 종의 생태적 특성을 보면 방사지역에서의 예상되는 성과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포식자, 기생충, 경쟁수준의 변화나 기존의 종과의 상호작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방사지역의 새로운 생태적 조건에서는 다른 행동반응을 보일 수 있다.
3. 이입된 생물체는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생태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ˍ 종, 개체군 수준 또는 생태계 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종간 경쟁과
포식, 교잡(종내, 종간), 질병 전염 (병원체 또는 매개체/병원소), 기생, 생물부착 (biofouling), 초식 (grazing/ herbivory), 먹이 찾기(browsing), 땅 헤집기(digging),
나무뿌리 뽑기(rooting), 밟기(trampling), 외래침입종과의 상호작용, 동종 개체나 이종
개체 또는 인간에 병원체 감염
ˍ 생태계 기능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수문학 (hydrology), 영양상태
(nutrient regimes), 먹이그물(food web), 자연 저서생물 군집 (natural benthic
communities), 서식지의 완전한 변화 또는 서식처 손실, 신체장애 (physical
disturbance), 화재상태 (fire regime), 천이 과정, 토양특성(침식, 부착, 구조)
4.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알려진 서식범위 밖으로 이입할 때 크게
증가한다.
5. 도입종이 생물다양성, 인간의 보건, 문화적 가치, 생태계 등에 미치는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인 부정적 효과는 도입 후 수십년이 지난 후에나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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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질병 리스크 (Disease risk)
아무리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입된 개체가 질병이나 병원체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장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평가에는 이입대상 개체가 방사지역의 다른 생물체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려진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방사지역에는 나타난 적 없는 일반병원체의 경우 특히 위험하다.

6.5 관련 침입 리스크 (Association invasion risk)
불충분한 차단방역 절차로 인해 이입 생물체와 함께 외래 침입종이 우발적으로 침투할 경우,
후자는 방사지역에서 침입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입효과는 침입종이 야기시킨 피해로
인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6.6 유전자 탈출 (Gene escape)
종내교잡 (Intraspecific hybridization)
1. 이입이 기존 개체군과 가까운 위치에 재강화나 재도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입된
개체가 기존 개체군에게 유전적 오염(genetic swamping)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즉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이입개체가 소규모의 기존 개체군의 개체와 교배를
할 경우 번식력이 저하될 수 있다.’
종간교잡 (Interspecific hybridization
1. 개체군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근연종 안으로 이입시킬 경우 자연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종간 교잡이 발생할 수 있다. 종간 교잡은 보전이입을 위해 종을
현재의 서식범위 밖으로 이동시킴으로 인해 근연종과의 교잡을 방지하는 지리적 장벽을
허물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교잡은 기존 개체군의 유전적 특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잡에 의한 멸종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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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경제적 리스크 (Socio-economics risks)
1. 리스크 평가에는 인간의 이익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
ˍ 인간과 삶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방사된 식물, 동물, 곰팡이 등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인식된 위험)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ˍ 먹이 공급이나 생태계 기능(깨끗한 물, 침식방지, 수분 (pollination), 영양분 순환.등)을
위협할 수 있는 간접적 생태적 효과
2. 원 서식지역의 대중이 이입대상 종의 보전을 위해 개체를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도 대비해야 한다.

6.8 재정적 리스크 (Financial risks)
이입된 종이 심각하고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킬 경우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해충의
발생이나 증가 등),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결과는
ˍ 그 치유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ˍ 치유비용은 프로젝트 기금에서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ˍ 향후 보전이입에 대한 기금조성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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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물 선택에 관한 필수요소는 상당부분 “생물적 타당성 – 대상동물 (Section 5.1과
Annex 5.5)에서 다루고 있다. 이 Section은 대상동물 개체통계적으로 성공적인 방사와
정착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접요인과 다양한 지원관리 방안을 다루고 있다.
1. 이입에 가장 적합한 생활단계(Life stage)를 파악해야 한다.
2. 가장 적합한 이입 개체수는 종마다 다르고 각 이입의 목표에 따라 다르다. 적합한 이입
개체수는 원 개체군에 주는 영향과 너무 작은 개체군에 주는 랜덤효과 (random effect)와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되어 개체군이 정착에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 이입된 개체군의 사망률은 방사 후 죽어서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를 의미한다.
4. 이입된 개체군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자연스런 암수 성비와 연령군 (동물의 사회적 집단화)에
따라 개체를 방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동물 선택을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함으로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식적령기 개체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 새끼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한 전략은 종과 상황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한다.
5. 식물의 경우 대상식물 선택은 성공적인 이식에 가장 적합한 연령군에 영향을 받는다.
식물은 종자 상태로 방사할 경우 장단점이 있다. 종자는 이송이 쉽고 대량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종자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적용해서 시험할 수 있으므로 이입에
대한 시험적 접근 방식이 용이하다. 하지만, 종자의 사망률은 90%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생장기 식물, 성체을 혼합하는 것이 최적의 방사전략인 경우가 많다.
6. 개체군 모델은 원개체군과 대상개체군 사이의 장단점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통해
최적의 전략을 결정하고 개체수 선정과 대상개체군의 구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초 방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한 적응관리를 통해
후속 방사대상 개체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Annex 8.2
7. 규모가 작고 개체수가 감소하는 개체군에서 개체를 선택할 경우, 개체수, 연령, 암수구성은
현재 이용한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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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입대상 종의 생활사(life history), 생태학, 행동학은 필수적인 자원가용성의 계절성과
함께 방사시기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종마다 분산이나 행동반경을
정하기 좋은 시기와 또는 사망률이나 번식률이 높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9. 여러 해에 걸쳐서 개체를 방사할 경우 경년 기후변화와 자주 발생되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연교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 여러 지역에 나누어 방사할 경우 우호적인 서식지 선택가능성을 높여주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교란 현상을 피할 수 있으며, 국지적으로 아개체군 (sub-populations)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11. 같은 지역에 반복적인 방사는 나중에 방사된 동물이 먼저 방사된 동물로부터 생존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어떤 종은 그 사회행동이나 세력권행동으로 인해 반복적인
방사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12. 방사된 생물체의 생존률이 낮은 경우에는 보건, 행동 또는 다른 생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관리 사항을 사용함으로써 방사후 생존률을 높일 수 있다.
13. 방사된 동물은 생존과 번식, 그리고 방사지역의 동종군과의 공생에 적합한 행동양식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동물군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4. 동물의 경우 포식자를 피하고 사육상태에서 단기간에 또는 몇 세대에 걸쳐 상실될 수 있는
먹이를 포획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사전에 행동 적응훈련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종에게는 특히 중요한 과정이다. 가능한 경우 관련연구자는
적응기술의 효과파악이 가능하고 동시에 방사전 행동과 방사후 생존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5. 방사전에 질병 치료나 약물투여는 방사후에 노출될 수 있는 병원체로부터 동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
16. 동물의 경우 방사지에 일정기간 동안 수용시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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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과의 사회적 그룹으로의 친화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특히 인공번식한 동물에 유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무작정
가정해서는 안된다.
17. 방사된 동물이 급속히 분산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방사전이나 방사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방사 직후 높은 사망률과 낮은 번식률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방사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 수용시킨 후 방사시킬 경우 원
서식지역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18. 식물의 경우, 원예관리를 통해 물, 빛, 영양소 공급 등을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조건에
적응시킬 수 있다.
19. 방사후, 우리, 쉼터, 둥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거나 먹이와 물을 제공할 경우 동식물의
생존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개체를 인공적으로 수용시킴으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20. 무척추 동물, 양서류, 파충류 등의 경우, “알에서부터 보호(head-starting)”함으로써
야생에서 어린 개체들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야생에서 알에서 부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개체는 보호할 수 있는 지역(protective enclosures)에서 보호 한 후 비교적
덜 예민한 크기/연령 때 방사한다.
21. 어떤 종의 경우 인공번식된 알이나 새끼 또는 어미 잃은 알이나 야생 어미가 어느 정도
키운 새끼를 가리지 않고 “양육 (fostering)”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입된 새끼는
야생 동종개체군으로부터 먹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생존에 필요한 행동방식 습득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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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방사전 조사/모니터링 (Survey / monitoring before release)
방사전에 방사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정보 없이는 방사후
모니터링된 변화가 방사개체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전 조사에 투입되는 자원은 방사후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자원보다 적다.
방사전 모니터링과 방사후 모니터링의 비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 방법과 결과치는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8.2 방사후 모니터링 (Monitoring after release)
방사후 모니터링이 책임 있는 보전이입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모니터링의 강도와
기간은 이입규모 (예를 들어 방사된 개체수, 이들의 생태적 역할, 방사지역의 크기 등)와 이입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리스크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개체통계학적 모니터링 (Demographic monitoring)
1. 이입목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원하는 개체군 규모 또는 멸종확률로 표시되는경우가
많다. (Section 4) 개체군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려면
개체군의 통계학적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 취합된 정보는 대안모델
(alternative models)과 모델 매개변수 (model parameters)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단순히 개체군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지만 주요
생존지표(생존률, 번식률, 분산률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훨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2. 표본구(sample plots)를 포함하여 개체군을 측정하는 방법은 불완전한 개체군 파악을
보충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풍부도지수(indices of relative abundance) 또는
생존 여부의 조사(pesence/absence survey)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목표가
개체군의 증가나 분산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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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존률 평가는 표식(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이나 개체 표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편향된 생존률 평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개체군 파악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망과 분산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체에 표식이나
직접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적 특성 표시나 유전자 모니터링(아래 참조)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번식성공률을 추정할 때는 이입, 정착된 개체군의 새끼의 수나 번식체 수, 생존률을
정량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번식가능 개체수, 번식장소, 새끼들의
생존률 (특히 번식가능 연령까지의 생존률)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기존의
개체군에 새로 이입된 개체수를 파악하여 이입량(recruitment)을 추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5.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은 종의 수명이나 특성(최초 번식 연령 등)에 따라 결정한다.
6. 모니터링은 이입된 개체군이 점유하고 있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행동학적 모니터링 (Behavioral monitoring)
이입된 동물이 이입지역에 잘 적응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활동과 이동
패턴, 먹이획득 행동, 먹이 선택, 사회조직, 번식기 및 번식성공 등을 포함한다.
생태적 모니터링 (Ecological monitoring)
1. 생태적 모니터링은 이입과 관련된 생태적 변화를 기록하고 이입 타당성과 설계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이입된 생물체가 아무런 생태적 영향을 주지
않고 의도된 개체통계학적 목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2. 생태적 모니터링은 또한 여하의 원인으로 인한 서식지의 변화와 이입된 개체군의
통계치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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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의 발생 여부도 관찰하여 그러한 결과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4. 이입후 의도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관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곧바로 시행하거나 이입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5. 이입이 생태적 기능 복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기능이 복구되었는지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도 모니터링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전적 모니터링 (Genetic monitoring)
1. 유전자마커(Genetic markers)는 원 개체군에서 포획된 유전적 다양성의 비율과
그 다양성이 방사지역에서 정착된 개체군에 이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입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피부조직을 채취 보관해 두면 나중에 유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 된다.
2. 자원이 충분한 프로젝트에서도 유전적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개체통계학적 추론 (후손을
번식할 수 있는 성체수, 재강화로 이입된 개체가 기존 개체군의 유전적 변화에 주는 영향의
범위, 행동생태학이나 개체군 크기 등) 할 수 있다.
보건 및 사망률 모니터링 (Health and mortality monitoring)
1. 모니터링을 통해 이입된 개체군의 성공적인 정착에 영향을 주거나 인접 개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열악한 복지환경이 존재하거나 질병의 발생률/사망률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재포획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근본적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2. 이입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개체군이 정착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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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재정적 모니터링 (Socio-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1. 이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재정적 영향은 특히 보전이입의 경우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2. 그러한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법의 변경이나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Annex 8.3.

8.3 지속적 관리 (Continuing management)
1. 관리자들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이입목표가 일정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다시 현재의 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법을 보정하고 동시에 다른
이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보정작업에는 관리강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와 관리유형을 변경시킬 것인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입된 개체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관리강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니면, 다른 관리기법을 사용하거나 아예 관리를
중단하고 남아있는 개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모니터링 결과 이입된 개체군이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개체군을 제어 또는 제거하거나, 다른 관리방법
채택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체군의
역동성과 영향, 각기 다른 결과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관련 비용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어떤 결정을 하건 간에 개체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예측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개체군은
개체통계학적 우연성 (demographic stochasticity)이나 환경우연성(environmental
stochasticity)으로 인해 생사가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개체군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뒤에 있는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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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고 생물학적 지식의 불확실한 범위 내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4. 모니터링은 실행자들에게 점진적인 이해 증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후속 예측이나
목표설정에 보다 정확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는 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용한다.
관리결과를 통한 학습과정은 모니터링 후 단순히 관리의 보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의도적인 관리방법의 조정, 즉 “적극적인 적응관리
(active adaptive management)”를 채택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입된
개체군이 특정 관리방법에서 목표한 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그 방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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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의 배포의 목적은 보전이입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target audience에게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주요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모든 관계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2. 보전이입의 모든 수행과정에서 정보의 배포는 아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ˍGG원 서식지와 이입지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이입이 투명하고 어떠한 숨겨진
동기 없이 수행된다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부정적 반응이 나타난 다음에 수습하려
할 경우 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ˍGG이 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적용방법,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다른 이입 프로젝트에 대한 후향적 평가
(retrospective evaluation)와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ˍGG결과의 배포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인 경우가 많다.
ˍGG생존률과 서식범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ˍGG이입된 종의 개체군 기원 (origin)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제공한다.
3.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은 target audience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아래에 열거된
플랫홈을 이용할 수 있다. 하기 플랫홈은 자문과정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ˍGG인터넷 자원, 소셜 미디어, 방사지역에서 프레젠테이션 실시
ˍGG정부기관의 간행물 (기밀유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책자)
ˍGG비정부단체의 간행물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책자)
ˍGG정부기관이나 비정부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이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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ˍGG주요 분류군의 보전이입 성공에 대한 메타분석
ˍGG피어리뷰 (peer-reviewed) 매체를 통한 간행물은 신뢰도가 높고 지속적인 인용이
가능하다. 이런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주요 출처로 인용되고 향후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검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G정보는 이해관계자나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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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이입 스펙트럼 (The translocation spectrum)

방사가 의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가?

아니다

우발적 이입 (Accidental translocations)

그렇다

아니다

방사의 주목적이
ˍ 방사대상 종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거나
ˍ 자연 생태계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것인가

ˍ
ˍ
ˍ
ˍ
ˍ
ˍ
ˍ
ˍ

Non-lethal control
재활방사 (Rehabilitation release)
상업/휴양 (Commercial/recreational)
종교(Religious)
Biological control
동물권 해방 (Animal rights liberation)
관상용 (Aesthetic)
기타

그렇다

보전이입 (Conservation translocation)

방사가 서식범위 안에서 이루어 졌는가?

아니다

보전도입 (Conservation introduction)

방사의 목적이
1. 이입대상종(focal species)의 개체군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

개체군 복원 (Population restoration)

=생태적 군집화 지원 Assisted colonization

방사지역에 동종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가?

2. 원래의 형태의 멸종으로 인해 상실된 특정
생태적 기능의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 생태적 대체 Ecological replacement)

재강화
Reinforcement

재도입
Re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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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G보전이입 사이클 (The conservation translocation cycle)

보전상황

목표

타당성 평가

대안평가
(미이입 및 이입)

리스크 평가

이입결정

타당성 평가

설계
(목표, 실행조치)

리스크 평가

실행

적응관리 사이클
모니터링

결과배포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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