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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결정자들은 국토의 지속가능발 과 환경보호라는 응되는 정책목표를 조화

시키기 해 노력해왔다. 환경보호 부문에서는 국토개발과 자연자원의 이용에 처하는 

많은 정책수단이 고안되었으며, 법제에서는 자연환경보 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그 역

할을 맡아왔다. 최근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책 동향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주

안 을 두고 발 하고 있다. 2012년에 공포된 생물다양성법률(생물다양성의 보   이

용에 한 법률)은 생물다양성의 보 과 함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추구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 에는 생물다양성 보 에 한 세계 , 국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생물다양

성 법률과 리수단이 법제화되었으며, 최근 나고야 의정서에 응하기 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생물자원의 수집과 이용에 한 법규와 정책이 속도로 정비되고 있다. 하지

만 아직 정책의 일 성과 효력, 실행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정부 각 부처  

계기 에서 다발 으로 추진되는 생물다양성정책을 조화시키고 부처간 과다한 경쟁을 

조정해야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생물다양성법률의 제정에 따라 다수의 정책이 고안되었으며, 각 정책별로 이행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생물다양성법률의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정책의 발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국가생물다양성 략 이행 강화, 리조직 마련, 생

물다양성정보의 통합 리, 나고야 의정서 응방안 마련, 통지식의 리시책 마련, 생

물다양성 요인의 리 등의 정책  이슈를 다루었으며, 각 정책별로 효과  실행을 

한 방향을 제시하 다.

주제어 :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생물다양성법, 국가생물다양성 략, 나고야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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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물다양성이란 육상ㆍ해상  그 밖의 수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

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을 말한다. 한 생물다양성은 

종내, 종간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환경  생태계에 

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생물다양성

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과 련된 용어로는 흔히 생물자원

과 유 자원을 쓰고 있는데, 생물다양성 에서 인류를 하여 실질  는 잠재

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 자원ㆍ생물체 는 그 부분 등을 생물자원이

라고 한다. 한 실질  는 잠재  가치를 가진 유 물질을 유 자원이라고 한

다.

세계경제는 2020년을 후하여 생명과학의 발 과 생물자원 이용이 신제품의 보

이나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바이오경제를 주축으로 

발 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과학기술부 외, 2007a). 생물자원은 바이오경제 성장

동력의 필수소재이므로 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에

서는 자국의 고유 생물자원의 탐색․확보  활용과 더불어 타국의 생물자원 입수

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생물자원은 특히 거 생물다양성을 갖는 10～

20여개 국가에 집 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유출된 생물자원은 그 이용국에 

막 한 경제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원산지 국가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 고 오히려 무분별한 포획․채취를 조장하여 일부 생물은 멸종의 에 처

하고 있다(Secritariat of the CBD, 2006).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국제사회가 생

물다양성 보 을 해 력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는데, 표 인 것이 1973

년 체결된 워싱턴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과 1992년 체결된 생물다양성 약(Conven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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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Diversity, CBD)이다.

생물다양성 약은 생물다양성의 보 ,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으로부터 얻

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 유 자원의 주권  권리권한 향유 등을 목 으로 한

다. 동 약의 이행을 해서는 우선 각 생물자원 원산지에서 생물다양성 보 정

책이 히 수립되고 효율 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한 정책의 집행에는 

각국의 생물다양성 목록 작성과 생물다양성 변화 모니터링, 주요 생물자원의 수출

입 리, 생물분류 능력 배양 등이 포함된다. 동 약은 기후변화 약과 함께 환경

분야에서 가장 요한 국제 약이 되었으며, 한국은 1995년에 가입하 고 최근의 

활발한 활동은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회 유치노력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생물다양성 리는 1990년 에 이르러 지속가능한 발 을 강조하고 생물

다양성 약에 가입하면서 제도 으로 크게 발 하 다. 1990년 이후 생물다양성 

제도 발 을 주도한 것은 생물다양성 약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이다. 환경부는 

1991년 자연환경보 법을 제정하고 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 으며, 1997년 12

월 제1차 생물다양성국가 략( 계부처합동) 수립, 2004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

정, 2005년 생물자원보 종합 책 수립, 2007년 국립생물자원  설립, 2012년 생
물다양성 보   이용에 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으로 약칭) 제정 등의 성과

가 있었다.

이와 같이 법제도, 정부계획, 인 라구축 등 제 분야에서 생물다양성정책의 

가 갖춰졌지만 아직 효과 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 생물다양성이 환경부, 

산림청, 농진청,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재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 리

되고 있어서 통합 , 연계  리를 한 필요성이 있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 채

택 등 국제  환경변화로 인해 각 부처들이 빠르게 응하고 있지만,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아직 생물다양성의 효율 이며 통합 인 리에는 다가서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정책의 상을 살펴보고 향후 10여년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먼  생물다양성 계 법률

의 발달 배경, 법률간 계와 문제 을 조사하 다. 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법의 주요 목차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해 재 

수 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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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물다양성 법제 분석

1. 생물다양성 보전 법제

생물다양성 보  법제는 1990년  이 에는 문화재보호법('62), 자연공원법
('80; 공원법('67)의 변경), 조수보호  수렵에 한 법률('83 문개정)에 불과하

다. 하지만 1990년  생물다양성 약에 가입하고 자연환경보 법이 제정('91)

된 이후 생물다양성 보  법제가 속하게 발 되었다. 자연공원법의 하  법률로

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 에 한 특별법('97), 습지보 법('99), 백두

간 보호에 한 법률('0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한 국민신탁법('06)이 

제정되었다. 생물종다양성의 보 을 하여 조수보호법을 폐지하고 야생생물 보호 

 리에 한 법률('0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명 변경, 이하 야생생물보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 다. 산림  해양부문에서는 자연환경보 법  야생생물 보호 

 리에 한 법률을 분법하거나 향을 받아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05), 해양생태계의 보   리에 한 법률('06)을 제정하 다. 카르

타헤나의정서 이행과 련하여 유 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
('01)도 제정하 다. 이 외에 명시 으로 분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산자원(어업생물

자원) 분야에서 소  생물종다양성의 보호 기능을 가진 수산자원 리법('09)이 

제정되었다. 한 수목유 자원의 지외 보 을 담당하는 수목원 조성  진흥

에 한 법률('01)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 련 다수의 법률에 하여 반 인 체계를 조율할 기본

법이 요구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약에 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한 실행법이 필

요하다는 단에 따라 생물다양성법('12)이 제정되었다(국회환경노동 원회 2011). 

생물다양성법과 함께 주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은 자연환경보 법, 야생생물보호법

이다. 여타 법률은 개 이들 3개 법률과 비교해 특정 분야에 해 보다 세부 인 

법규를 정하고 있다. 를 들면 해양생태계의 보   리에 한 법률은 해양부

문에서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습지보 법은 습지에 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유 자변형생물제의 국가간 이동 등에 한 법률은 생물 

는 생태계 안 과 련하여 LMO에 련된 세부사항과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을 

다룬 법률이다. 자연공원법은 보호지역에 련된 많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자연환경보 법의 보호지역 련 조항에 한 실행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에 문화재보호법 는 산림 련 법률 한 업무 내용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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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연환경보 법 생물다양성기본법
야생생물 

보호ㆍ 리법

해양생태계 

보 ㆍ 리법

기본방침

(기본원칙)

자연환경보  

기본방침

생물다양성 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한 기본원칙

국가계획
자연환경보  

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 

략

야생생물보호기본 

계획, 멸종 기종 

장기보 책

해양생태계보 리기

본계획

황조사 자연환경조사 생물다양성조사
야생생물서식실태 

조사

해양생물다양성조사, 

해양생태계조사

황자료 생태자연도 국가생물종목록 해양생태도

정보체계 자연환경정보망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해양생태계정보체계

보호지역 생태경 보 지역
야생생물(특별) 

보호구역

생물종보호 멸종 기종 보호 상해양생물

개체보호 생물다양성 리계약 구조ㆍ치료, 해양생물다양성 리계

<표 1> 생물다양성 보  계 4개 법률과 주요 내용

의 법률로서 일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생물다양성 보  법률의 연  구조



∣16∣　환경법과 정책 제9권(2012.11.30)

포획ㆍ채취 규제, 

질병연구

약, 구조ㆍ치료, 

포획ㆍ채취 규제

생물안

외래생물, 

해우려종, 

생태계교란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유해해양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수출입 리 생물자원 국외반출
야생동물수출입 리, 

국제  멸종 기종
해양생물수출입 리

회복ㆍ복원
생태계복원, 

생태통로

생태계복원, 

생물다양성감소시 

긴 조치

해양생태계복원

생태 생태 해양생태

보 이용인 라
자연환경보 이용 

시설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생물자원보 시설, 

생물자원

해양생태계보 이용시

설, 생물자원

자연경 리 자연경 심의

비용징수 생태계보 력
해양생태계보  

력

연구 생물다양성 연구

기술개발 기술개발

인력양성 문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교육  홍보

외곽단체육성
한국자연환경보  

회
야생생물 리 회

기타 특기사항
생물자원 이익공유, 

통지식
수렵제도

주변 국가와 공동 책 

수립

생물다양성 보호  이용에 련된 주요 국가계획은 다음 <표 2>에 제시하 다. 

국가생물다양성 략  이행계획을 필두로 하여 자연환경보 기본계획, 야생동식물

보호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다. 한 해양, 산림, 자연공원 등 부문별 기본

계획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 비법정계획으로서 환경부에서 수립한 생물자

원보 종합 책과 생물자원 보 리  이용 마스터 랜이 있는데, 이들 계획에서

도 생물자원의 보 이라는 에서 생물다양성 리에 한 사항을 일부 다루고 

있다.

정부계획  일부는 후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생물다양성 략이 

법제화되면서 계 앙행정기 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다(실제

로는 제3차 계획기간인 2014년 이후 수립 정).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은 5년 

단  계획에 하여 역시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 는데, 이에 따라 

개 기본계획이 시달된 후부터 역시도별 세부계획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다.1) 자

 1) 를 들면,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 수립은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서 2011년 5월 연구에 착수하여 2012년 5월에 완료(연구기간 1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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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원기본계획에서도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원별로 보 리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수립근거 계획명
계획기간

(현재기간)
하위법정계획`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제2차 계획

('09~'13)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미수립)
매5년

관계부처별 시행계획

(미수립)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매10년

('06~'15)
-

야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매5년

('11~'15)

광역시도별 세부계획

멸종위기종중장기보전대책

생물다양성협약 중 생물자원 

분야 실행계획 [비법정계획]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일회성

('05~'14)
`-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

일회성

('11~'2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

매10년

('08~'17)

광역시도별 세부실천계획 

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대책 

해양생물다양성보전대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매5년

('08~'12)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기본계획
매10년

('03~'1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표 2> 생물다양성 보  련 주요 국가계획

생물다양성 보  법제와 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먼 , 리

상별 생태계 리 등 정책  필요성에 따라 많은 법률이 있고 다양한 리기 을 

두고 있어 법집행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생태계 리와 련하여 기본법인 자연환

경보 법의 하 법으로 자연공원법, 습지보 법, 백두 간법, 독도특별법 등 리

상별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 해양과 산림부문에서 해양생태계보 법과 

산림자원법이 마련되었으며, 이들 법률은 생물다양성의 리도 맡고 있다. 이와 같

이 습지, 백두 간, 독도, 해양, 산림 등 리 상별로 별도 입법을 통해 공간 리

기 을 마련하고 있어 자연공간의 리가 매우 복잡하다. 별도 입법에 의한 공간

리기 이 만들어져 있어 정부 뿐 아니라 국립공원 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 수립과 법집행에 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2)

농업, 수산, 산림 등 자원이용 부문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의 근거가 미비하다. 농

 2) 별도 입법에 따른 문제 은 환경부(2002, 자연환경보  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보고

서에서 지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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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수산 부문은 생물다양성을 보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이용의 기반이다. 생물

다양성에 을 둔 농수산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농수산 분야에서 생

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한 평가가 제 로 되어 있지 않으며 련 정부계획

의 수립근거도 없다. 생물다양성에 련된 기존 정책수단들(수산자원 리계획, 총

허용어획량제도,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생물다양성 회복, 서식지 복원, 직불제 등)

을 종합하여 농수산 생물다양성 보 정책을 발 시켜야 한다. 한 농수산 부문의 

생물다양성 보 략과 계획 수립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생태계 공간의 보 이라는 측면에서 산림법은 자연환경보 법과 자연공원법, 국

토이용 리법 등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률장치이다(환경부, 

2002). 산림법은 산지 리법('02 제정),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05 

제정, 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산림보호법('10 제정)에 향을 주었다. 산지

리법은 보 산지 지정ㆍ 리와 산지 용허가제도, 산림보호법은 산림유 자원보호

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지정ㆍ 리를 담당한다. 산림분야에서 생물다양성 약의 이

행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이다. 하지만 산

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은 보호구역 등 생태계 리에 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물다

양성 구성요소의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그 원인으로서 산림법이 산지 내지 생태계의 개발과 이용에 앞장서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지 받은 바 있는데(환경부, 2002), 산림법에 기 해 확장된 산림 

부문의 법률도 개발 상으로서 산림의 리와 산림자원의 이용에 을 두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의 정부계획이 수립ㆍ집행되고 있지만 이들 계획이 시기 으로 엇박자를 보

일 뿐 아니라 상하 계획  일 성이 부족하다. 생물다양성 부문의 계획은 2000년

에 처음 수립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며, 그 일부는 2차(수정) 계획

이 이미 실행되고 있고 일부는 2차 계획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를 들면 습

지보 기본계회(2012년 정), 자연공원기본계획(2013년 정), 산림생물다양성기본

계획(2013년 정) 같은 것들이다. 이에 비해 해양생태계보 기본계획은 2차 시행

시기가 2018년이다. 그 외에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기본계획의 문  실행을 

해 멸종 기종 등의 보 책 수립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들 보 책은 계획기간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립되어 있지 않다. 계획기간에 있어서도 상

계획과 하 계획간 일 성이 부족한데, 생태계를 다루는 최상 계획이라 할 수 있

는 국가생물다양성 략의 계획기간이 5년인데 비해 자연환경보 기본계획은 10년

이다. 해양생태계보 기본계획은 10년이므로 해양동식물에 한 내용도 10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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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상 계획인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은 5년이다. 따라서 10년 기계획의 수정

ㆍ보완, 계획기간의 조정(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계획의 조기 종결  2차계획 

수립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미수립된 3개 보 책에 한 배려도 필

요하다.

계획명 계획기간 행 주 부처

국가생물다양성 략 5년 2차, '09-'13 부처합동

자연환경보 기본계획 10년 1차, '06-'15 환경부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5년 2차, '11-'15 환경부

습지보 기본계획 5년
1차, '07-'11

(2차 수립 )

환경부

국토해양부

백두 간보호기본계획 10년 1차, '06-'15 산림청

특정도서보 기본계획 10년 1차, '05-'14 환경부

무인도서종합 리계획 10년 1차, '10-'19 국토해양부

자연공원기본계획 10년
1차, '03-'12

(2차 수립 )

환경부

(국립공원 리공단)
해양생태계보 기본계획 10년 1차, '08-'17 국토해양부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5년
1차, '08-'12

(2차 수립 )
산림청

멸종 기종 장기보 책 - - (미수립) 환경부

해양생물다양성 보 책 - - (미수립) 국토해양부

보호 상해양생물 보 책 - - (미수립) 국토해양부

<표 3> 생물다양성분야 법정계획 추진 황

2.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 법제

생물자원을 효율 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하여 련 법률이 다수 제정  시

행되고 있다. 그 주요 법률로는 생물다양성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 리  활용

에 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함), 산림자원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

리에 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 리  이용 등에 한 법률, 수산자원

리법, 수목원 조성  진흥에 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종자산업법,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있다. 

생물자원의 확보ㆍ활용체계는 크게 두 가지 에서 발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생물다양성 약에 따라 생물자원에 해 각 국가의 주권  권리를 주장하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향후 도래할 바이오경제시 에 비하여 부국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원주권 을 표하는 것은 생물다양성법인데, 동법은 국가

생물다양성센터ㆍ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ㆍ국가생물다양성 원회의 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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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물다양성기본법 생명연구자원법 농수산생명자원법 해양생명자원법

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   

생물자원의 지속가

능한 이용을 한 

기본원칙

각 부처별 소  생

명연구자원 리,
정보종합 리(교육

과학기술부)

국가계획
국가생물다양성 

략

생명연구자원 리 

기본계획

농수산생명자원 보존

ㆍ 리  이용 기본

계획

해양생명자원 리종합

계획, 해양생명 자원

리기 계획 (해양, 
농수산)

계획 심의
상 기  심의 (국
무회의)

상 기  심의

(국가과학기술 )
자체 심의 (농수산 생

명자원심의 원회)
상 기  심의

(해양수산발 )

황조사 생물다양성조사
생명연구자원 확보

ㆍ 리
해양생명자원 조사ㆍ

수집, 목록 작성

해양생명자원 조사ㆍ

수집, 목록 작성
황자료 국가생물종목록

정보체계
국가생물다양성 정

보공유체계

생명연구자원 통합

정보시스템

해양생명자원 통합정

보시스템

농수산생명자원 통합

정보시스템

국외반출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승인

자원에 한 외

국인 근

외국인 등 생물 자

원 획득 신고

수산생물자원의 외국

인 취득 허가

외국인 등 획득시 사

 허가

외국인 권리 제

한

과학조사자료에 근거

한 탐사ㆍ개발 권리 

불허

과학조사자료에 근거

한 탐사ㆍ개발 권리 

불허

자원 분양 분양 승인 분양 승인

이익공유 ABS 이행

심의기구
국가생물다양성 

원회

농수산생명자원 심의

원회

정보기구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

<표 4> 생물자원 확보ㆍ활용 계 4개 법률과 주요 내용

거 마련, 근과 이익공유, 생물자원 반출승인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국화 

을 표하는 것은 생명연구자원법인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ㆍ국가생명연구

자원 통합정보시스템ㆍ기탁등록기  등의 운  근거를 두고 있다.

생물다양성법과 생명연구자원법의 특성은 그 목 에 명확히 밝 져 있는데, 생

물다양성기본법이 생물다양성의 보 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생물다양성 약의 이행에 목 을 두는 데 비해 생명연구자원법은 생물자원을 확보

ㆍ 리하여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산업  활용을 추진하는 종합법이라 하 다. 이들 

2개 법률의 각 조항은 농수산생명자원법과 해양생명자원법에 조합ㆍ반 되어 있다. 

아래 <표 4>에 이들 4개 법률의 주요 조항을 비교ㆍ분석하 는데, 농수산생명자원

법과 해양생명자원법이 가진 하 법률로서 상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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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리기
기탁등록보존기  

 책임기

농수산생명자원 책임

기 ㆍ 리기

해양생명자원 기탁 

등록기 ㆍ책임기

자원가치평가 보존가치 등  부여 보존가치 등  부여

험 응
생물다양성 감소시 

긴 조치

농수산생명자원 감소

ㆍ 험시 조치

해양생명자원 다양성 

감소우려시 조치

연구개발  국

제 력
생물다양성 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지

원 등

해외자원 연구개발 

 국제 력

해외자원 연구개발 

 국제 력

기술개발  이

용 진

지속가능한 이용 기

술의 개발

연구개발  산업화 

활용 시책

다양성  이용 증

를 한 시책

기술개발  이용

진 시책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 문

인력 양성

농수산생명자원 문

인력 양성

해양생명자원 문인

력 양성

통계간행물 발간 통계조사, 간행물 통계  간행물 통계  간행물

기타 특기사항 통지식

수산자원 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조성 등으로 수산자원을 효율 으

로 리하여 어업의 지속  발 과 어업인의 소득증 를 목 으로 하는 법률이다. 

당해 법률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조성(멸종 기수산자원 보호, 포획ㆍ채취 

제한, 허용어획량 설정 등), 수산자원 리기본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국외반출  

국내반입제한, 수산자원정보종합DB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3) 수산자원 리법

은 해양생명자원법이나 농수산생명자원법과 달리 야생에 살아있는 자원을 리한

다. 수목원 조성  진흥에 한 법률은 수목유 자원(수집ㆍ증식ㆍ재배한 산림식

물) 주로 리하는데, 야생생물자원과 달리 지외 보 기 으로서 수목원의 조

성ㆍ운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특정산업을 육성ㆍ지

원하기 한 법률로서 곤충산업법, 종자산업법 등이 있다. 한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ㆍ식품, 산업공정ㆍ환경ㆍ해양수산, 바이오융합 등 5개 

분야에서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기술의 산업화를 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련된 주요 국가계획은 다음 <표 5>에 제시하 다. 

표 인 계획은 국가생물다양성 략  이행계획, 생물자원 보 리  이용 마

스터 랜,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책, 생명자원 확보ㆍ 리  활용 마스터 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이다. 특정 생물자원으로는 농어업유 자원, 수산자원 등

에 한 계획이 별도 수립ㆍ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 생물자원의 활용과 련된 것

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언 할 수 있다.4)

 3) 법의 주요 내용으로 볼 때 야생생물보호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당해 법률은 자원

리의 사유가 생물다양성 보 에 있지 않고 어업발 과 소득증 를 목 으로 한다는 데 

근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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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계획명
계획기간

(현재기간)
하위법정계획`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제2차 계획

('09~'13)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미수립)
매5년

관계부처별 시행계획

(미수립)

생물다양성협약 중 생물자원 

분야 실행계획 [비법정계획]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일회성

('05~'14)
`-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

일회성

('11~'20)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후속대책 

[비법정계획]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책

일회성

('11~'20)
-

[비법정계획]

국가 생명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일회성

('07~'16)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매10년

('11~'20)
관계부처별 시행계획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2차 계획

('07~'16)

연차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생명공학육성법

(계획명은 근거가 없음)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08~'16) -

농수산생멸자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법률

(구, 농업유전자원법률)

농어업유전자원 보존ㆍ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1ㆍ2차계획

('09~'18)
연차별 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1차 계획

('11~'15)

연차별, 시ㆍ도별 

시행계획

<표 5> 생물자원 확보ㆍ활용 분야 주요 국가계획

생물자원의 확보  활용에 있어 다수의 부처와 연구기 이 여하고 있다. 생

물자원 련 정책을 주도하는 곳은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이들 부처는 각

기 생물다양성법과 생명연구자원법을 주 한다. 환경부 주도의 생물자원 이용 체제

는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 략  이행계획에서 역별로 업무분장이 명시되어 

있다.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으로서 생물자원을 다루는 것은 교

육과학기술부에서 종합 으로 리하고 있다. 개별 부처의 역할은 소  분야의 생

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리하는 것

이다.

 4)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물자원의 활용에 일부 련되나, 계획체계로 볼 때 생명연구

자원 기본계획 등과 독립되어 있다. 당해 계획의 수립체계는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계

획)-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분야별 세부계획이며, 분야별 세부계획에는 기세포연구종합

추진계획, 보건의료R&D 장기추진계획, 뇌연구 진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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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서 생물자원 ( 는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소  업무를 책임지고 리, 

감독하지만, 실질 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활용을 추진하는 곳은 소속기 (주로 

연구기 )이다. 생명연구자원법(제10조)에 의하면 계부처별로 책임기   생명

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책임기 은 기탁등록보존기 의 리  정보

교류를 담당하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련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운 을 

담당한다. 한 동법(제11조)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

 리와 유통을 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게다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

업 리규정(제16조의3)에 근거하여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성과로 나온 생명자원에 

한 통합 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임무를 받고 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8).

생명연구자원법과 유사한 규정이 생물다양성법에도 있다. 생물다양성법(제17조)

에는 환경부에서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 하며, 각 부처는 소  분야의 생물다양

성  생물자원에 하여 생물다양성센터를 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생물다

양성센터는 정보의 수집ㆍ 리, 생물자원의 기탁ㆍ등록ㆍ평가ㆍ분양 등 활용 황 

리,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외래생물종 수출입 리, 생물자원의 수출입 리 등

을 수행한다. 동법(제18조)에 의하면 환경부장 은 생물다양성 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  리를 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

축ㆍ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법에 의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물자원 확보  활용 법제와 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우선

으로 생물자원  이에 련된 용어가 복잡하다. 생물자원에 한 용어 정의에 

있어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은 생물다양성 약을 따르고 있다.5)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자원6)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과학기술부 외, 2007b), 이후 생명연구자원법을 

기 하면서 생명연구자원7)이라는 용어를 고안하고 생명자원을 치하 다. 생명자

원 는 생명연구자원 용어 정의는 OECD(2004)에 기 하여 변형한 것이다. 한 

생명연구자원을 3가지(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로 구분하여 리한다. 하지

만 련 계획의 문맥으로 볼 때 생명연구자원은 3가지 모두를 통 하는 것이 아니

 5) 인류를 하여 실질  는 잠재 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치가 있는 유 자원, 생물

체, 그 부분, 개체군 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6) 배양가능한 생물체, 복제가능한 부분, 배양불가능한 생물체  이와 련한 분자, 생리, 

구조  정보를 포함한다.
 7)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 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

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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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종 생물자원을 특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유 자원을 용어로서 사용하며, 생명정보에 응한 표 으로

는 ‘생물다양성  생물자원에 한 정보’라고 표 하 다.

생물자원 련 업무가 복잡할 뿐 아니라 업무기능을 차지하기 한 계기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림 2>는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ㆍ생명정보의 형성과 활용 

에서 각 부문별 업무 역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각 부문별 업무의 복잡성과 

업무 복을 이해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부분 야생생물부문이 거의 담

하다시피 우 를 하며, 여기에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이 주로 계된다. 

생물자원은 농림수산부문이 비교우 에 있지만 야생생물,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여타 부문에서도 소 분야의 생물자원을 상당히 리하고 있다. 생명정보에 있어 

생물자원은 과학기술부문(교과부), 생물다양성은 야생생물부문(환경부)이 주도한다. 

따라서 다수의 분야가 얽  있지만 소  업무와 담당 기능이 분화되어 있으며, 동

시에 타 기능을 확보하고 주도하기 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ㆍ생명정보의 부문별 

담당과 활용 체계

생물자원 분야에서 소 업무를 확 하고 기능을 확보하기 한 경쟁이 발생한 

것은 생물자원 확보  활용 체계가 조기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법ㆍ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아직 각 부처별 업무와 성과는 효과 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

다. 확보한 실물자원과 분석한 정보의 DB에 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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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공통된 인식이 있지만, 가 주도하고 어떤 방식과 표 으로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쟁 에 있어서 교과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등 부

처 간에 다양한 견해와 이견이 있다(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2012).

부처간 소  업무에 한 역 다툼 내지 이해 계가 충돌하는 경우 정책을 조

정하는 방안과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있다. 정책 조정 방안에는 정책조정기구

의 역할이 요한데, 아직 정책조정기구로서 명시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 앞으

로 정책조정기구로는 법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 원회, 생물다양성 원회, 생명공

학종합정책심의회 등의 역할 확 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조정기능을 총리실, 

독립 원회 는 특정 부처 등에 맡기는 것에는 실무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

해 계가 얽힌 각 부처의 반발이 상되지만,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부처간 

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Ⅲ. 주요 정책 이슈별 대응방향: 생물다양성법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법은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리에 한 기본법으로 제정 추진한 것이

며, 2011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제정되었다. 당해 법률은 통합

인 국가생물다양성 리체계를 구축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생물산업 발

의 기반을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생물다양성 약과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제  추세에 응하기 한 것이다.8) 주요 내용은 국가생물다양성 략 수

립(제7조  제8조),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제10조),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획

득 신고(제11조 내지 제13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 (제17조  제18조), 생물자

원 이익 공유  통지식 보호(제19조  제20조), 외래생물의 체계  리(제21

조 내지 제25조) 등이다. 아래에서는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주요 정책 이슈와 황

을 검하고 응방향을 제시하 다.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법제화 및 이행 강화

생물다양성 약 제6조  제26조는 약 당사국들이 국가 략을 수립하고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계부처 합동으로 생물다양성 약에 

 8) 환경노동 원회, 2011.12, 생물다양성 보   이용에 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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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국가생물다양성 략을 2회('97, '09) 수립하 으나 법  근거가 없어 략 

이행에 차질이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제출ㆍ승인된 것이기는 하나 단

순히 부처별 황분석  종합을 통해 수립한 것으로서 법정계획으로서 구속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생물다양성법 제7조는 생물다양성 보 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을 하여 국가생물다양성 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 고, 제8조는 계 앙

행정기 의 장이 국가생물다양성 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 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 다. 따라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략 수립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향후 생물다양성정책의 효율 , 통일  

추진을 가능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생물다양성법에 수립근거가 명시되기는 했으나 국가생물다양성 략이 최상 계

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해서는 상ㆍ하   연  부문간 계획의 계성과 정합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 략이 국

무회의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지만, 평상시 추진할 실행계획의 작성  부처간 업

무조정 등을 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원회와 같은 상설 조정기구의 신설도 필요하

다. 국가생물다양성 원회에서는 각 부문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심사ㆍ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 략이 법제화되면서 앞으로 생물다양성 약의 ‘2011-2020 생물

다양성 략(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과 이와 련된 ‘아이치

(Aichi) 생물다양성 목표’(이하 아이치타겟)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상된다. 각 당

사국들은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생물다양성 략  이행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을 갱신하여 제11차 당사국총회

(2012년 10월) 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에 보고하며 2014년 3월까지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 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국가생물다양성

략 수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수정계획은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한 법  효력을 갖

는다.

국가생물다양성 략은 한 국가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조치, 

기제와 차를 담고있는 문서이다. 국가생물다양성 략에 담을 수 있는 요소에는 

생물다양성 황과 동향의 평가, 우선순 가 높거나 논의되지 않은 이슈의 악, 

국가목표를 세우고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차ㆍ입법조치ㆍ 략의 리와 감독, 

실행계획, 산, 홍보ㆍ교육ㆍ공공인식 활동, 련된 공공정책의 개발 등이 있다

(GEF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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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타겟 (20개)

A. 정부와 사회 반

에 걸친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 

규명

•일반 의 생물다양성 가치 단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한 인식 증진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 한 국가  지역계획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 을 제거하고 필요한 보조 을 개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계획을 실행하고 자연자원이용의 향을 생태  수용범  

내로 함

B. 생물다양성에 한 

직  향을 감소시키

고 지속  이용을 

진

•자연서식지 손실을 반이상 감(가능하다면 무손실)하고 훼손과 단편화를 유의하

게 축소

•어류, 무척추동물  수생식물의 보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임업

•과다한 양염류 배출과 같은 오염의 통제

•침입성 외래종의 등 화  리

•(2015년까지) 산호   취약생태계에 한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향의 최소화

<표 6> 아이치타겟

국가생물다양성 략 수립ㆍ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등은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

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생물다양성 약은 제

출된 국가생물다양성 략  이행계획을 비교 평가한다(Prip & Gross, 2010). 우리

나라의 2차 국가생물다양성 략, 4차 국가보고서는 정량 인 국가지표의 개발  

사용이 미흡하고, 국민 의사소통, 교육  인식제고를 한 구체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지 이 있다(김윤승 등, 2012). 앞으로 국가생물다양성 략의 체계  

수립을 해서 정부부처  문가 집단 간에 극 으로 정보생산  공유가 이

루어질 수 있는 력 랫폼9) 구축이 필요하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은 생물다양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시스

템에 생물다양성을 통합, 주류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생물다양성 략의 성과지표는 아이치타겟과 직  련된다. 아이치타겟은 생

물다양성 상실을 멈추기 한 효과 이고 긴 한 행동을 취함으로서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탄력 이며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그럼으로서 지구의 다양

한 생명을 지키고 인간에게 기여하고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치타겟

의 주요 내용은 <표 6>에 제시하 다. 20개 타겟 에서 한 것은 목표 달성년도

를 2015년으로 하 는데, 특히 COP10의 두 가지 주요 사항( 략계획 2011-2020의 

수립,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은 2015년까지로 요구하고 있다.

 9) 력 랫폼의 우수 사례로서 유럽연합의 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 (EIONET)과 그 산하의 보고서 베이타베이스인 Reporting 
Obligations Database (ROD)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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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생태계, 종, 유  

다양성 보호를 통한 생

물다양성의 상태 개선

•육상 17%, 해양ㆍ연안 10%의 보호

•멸종의 방지  보 등  개선

•재배종, 가축  야생근연종의 유 다양성 보

D. 생물다양성과 생태

계서비스로부터 얻는 

이익의 증진

•물, 건강  삶에 필수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회복과 보호

•생태계의 회복탄력성과 탄소 장에 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증진시키기 하여 

하된 생태계  15%를 복원함

•(2015년까지) 국가법제에 맞추어 나고야의정서를 실행

E. 참여  계획, 지식

리, 역량구축을 통한 

실행의 증진

•(2015년까지) 효과 이고 참여 이며 업데이트된 NBSAP를 채택  시행

•토착지역사회의 통지식, 신  행을 존 하고 이에 한 국가법, 국제  의무 

등을 정함

•생물다양성, 가치, 기능, 상태  추세, 상실의 결과 등에 한 과학기 와 기술의 

개선, 공유와 , 용

• 략계획의 효과  실행을 한 재원의 확보

아이치타겟은 보호지역 설정에 한 목표를 육상 17%, 해양ㆍ연안 10%로 제시

하 다. 한국은 2011년말 기 으로 국토면 의 10.1%, 해면 의 6.2% 가량을 보

호지역으로 지정하 으며(김보 , 2012), 아이치타겟 달성을 해 보호지역의 계획

 확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2009년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 략  이행계획

을 보면, 국제사회가 보호지역 면 확 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계획

은 부분 개소수 확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도 2015년까지 

육상보호지역을 15%, 연안ㆍ해양 보호지역을 13% 이상으로 확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 지만, 구체 인 면 확  실행계획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사

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보호지역 확 를 장기 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보

호지역 확 를 한 공간계획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김보 , 2012).

2.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법 제17조는 생물다양성 정보 리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국가생물다양

성센터를 운 하고, 각 부처의 생물자원 확보 등 련 정보를 통합 리하도록 규

정하 다. 한 법 제18조는 생물다양성 약의 국내 이행과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

합  리를 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통합 리하는 허 로서 상을 가져

야 한다. 부처별로 리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생물자원과 련된 기 정보를 취

합, 분석하고 리하며 업무 복을 조정하는 역할이 기 된다. 이를 하여 환경부

에서 국가생물다양성 종합 리시스템 구축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환경부, 20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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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생물종목록에 기 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통합 구축하

며, 생물자원의 수출입 등을 리할 수 있는 행정연계시스템으로 확장될 망이다.

국가생물다양성 종합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통합 리하려면 

먼  부처별 생물자원DB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 각 부처별 생물자원 DB

로는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교육과학기술부), 생명자원정보서비스(농림

수산식품부), 병원체자원정보 리시스템(보건복지부), 국가생물자원 리시스템(환

경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산림청), 한국 통지식포탈(특허청) 등이 있다. 부

처간 연계를 추진하는 통합DB에는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생

명연구자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구성한 ‘책임연구기  의회’를 통해 정보연계표

(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2012). 하지만 국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은 생물자원의 연구  바이오산업 지원을 하여 생

명연구자원법에 의해 연구기 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리

를 한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그 활용에 한계가 있다. 

법정 리동식물, 토종품종ㆍ종자 등 유 자원, 기타 정책 으로 보호되는 생물

(고유종 등) 등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하지 아니한 생물자원을 

정보화하고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부, 국

토해양부, 산림청,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리하는 다양한 생물이 포함된

다. 를 들면 멸종 기야생동식물, 보호 상해양생물, 국제 멸종 기종, 생태계교

란야생동식물, 국외반출승인 상생물자원, 희귀식물, 특산식물, 천연기념물, 지자체 

보호종 등이 있다. 환경부에서 가장 많은 리 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생물자원 리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구축될 종합 리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생명연구자원 통

합정보시스템과 환경부의 국가생물자원 리시스템의 장 을 결합하여야 한다. 아

울러 국가생물다양성 종합 리시스템은 여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에 요한 정보

와 자료를 연계, 통합하면서 연구지원, 법정 리종 등의 생물다양성 리, 나고야 

의정서 등 정책지원,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HM) 구축, 국제 력에 이르기

까지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 하여야 한다. 

3.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법 제19조는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 성과  그 상업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공유하기 한 시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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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도록 규정하 다. 이는 유 자원의 근  이익공유(ABS)에 한 나고야 의

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마련된 법규정이다. 법 제11조 내지 제13조는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환경부장 의 승인을 받고, 외국인 등이 

연구 는 상업  이용을 목 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환경부장 에게 

신고하도록 하 다. 한 법 제20조는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 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여 통지식의 등록  리시스템 구축 등 생물자원과 련된 

통지식의 리기반을 마련하기 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 다.

정부는 2011년 11월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 으며, 7

개 과제  10개 단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 다. 과제 ‘나고야 의정서 국내의

무 이행 법제 마련’에 따르면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유 자원 근  이익공

유에 한 법률(안)을 마련하도록 하 다. 생물다양성법은 2012년 2월 1일자로 제

정되었지만, 유 자원 법안은 향후 나고야 의정서 후속 상, 외국의 입장과 동향을 

고려하여 입법 차가 추진될 망이다. 나고야 의정서에 해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서명하 으며, 앞으로 비 이 확실시되지만 그 시기에 해서는 련 부

처 의, 산업계 입장 반 , 국제  동향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식은 생물다양성의 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합한 통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는 지역사회의 지식, 신  기술  행 등을 

의미한다.10) 우리나라는 특허청을 포함해 많은 부처와 연구기 에서 통지식 이

용 황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국립생물자원 , 2011). 통지식에 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유 자원의 근과 이익의 공유에 한 논의와 연계된다. 생물

다양성법에 의해 통지식의 발굴, 연구, 보호  등록시스템 구축 등이 정부의 의

무로 규정됨으로써 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  논의에 응하는 것이 가능해졌

다.

생물자원 통지식이 생물다양성법에 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특허청 소 의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신지식재산(경제ㆍ사회 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

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 하는 지식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신지식재산으로서 신품종, 생물자원, 통지식

자원, 지리 표시품을 열거하면서 생물자원과 통지식을 이용하여 지식재산화하기 

한 추진과제를 제시하 다. 다만 당해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과제에는 생물자원 

 통지식자원의 발굴과 리, 산업화 진과 같은 내용이 있고, 이는 기존 환경

10) 생물다양성 약 제8조 j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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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소 계획과 유사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위협요인의 체계적 관리

생물다양성 요인11)의 리와 련하여 생물다양성법에는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한 긴 조치(제14조), 생태계보   복원 지원(제15조), 생물다양성 리계

약(제16조), 외래생물  생태계교란생물 리(제21조 내지 제25조) 등을 두고 있

다. 이들 규정 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생물다양성 요인으로서 외래생물 등

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제도이다. 생물다양성의 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

소화할 수 있는 긴 조치, 생태계 보   복원의 지원 등은 다소 선언 이거나 

재정투자  성격이 강하며, 이를 실행하기 하여 필요한 구체 인 방침 등은 시

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래생물의 유입은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농가소득 증   국민건강 증진 

등 다양한 목 으로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계부처간 력체계와 해성 심사 등

이 미흡하여 생태계교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리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생태 ㆍ경제  피해를 야기하 다.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 요인으로서 외

래생물  생태계교란생물12)을 다룰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다. 한 법 제21

조는 외래생물 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22조는 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에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제23조는 외래생물 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해성을 

평가하여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

법은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생물을 상으로 통합  리체계를 구축하고 사  

방수단  사후 리를 추진하도록 하 다. 

외래생물의 리에는 사  방이 효과 이다. 이번에 외래생물의 생태계 해

성에 한 사 방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외래종에 한 생태계 해성평가  

심사기술이 부재하여 외래종 국내 유입  생태계 교란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래생물 는 해우려생물의 정착 이 에 수입 단계에서 

심사를 통한 차단 등이 필요하며, 기 정착된 해외래생물로 인해 우려되는 생태

계 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 개발도 필요하다.

11) 서식지 괴, 침입종, 오염, 인구, 과다한 수확 등 5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12) 법 제2조에 의하면 생태계교란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외래생물이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 자변형생물체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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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악하여

야 한다. 국내 기 도입종  아직 도입되지 않은 종 에서 생태계 향을 래하

는 국내외 사례가 있는 외래생물을 종합 으로 악해야 한다. 한 외국에서 

해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종, 외국에서 수입이 지가 된 종 등의 사례를 

악하고, 이들 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래생물을 심으로 생태계 해성

심사를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외래생물의 사 리를 구체화하려면 외국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이런 제

도가 몇몇 국가에서 운 되고 있다. 별도 법률이 있는 경우는 미국의 국가침입종

법과 연방유해잡 법, 일본의 외래생물법, 뉴질랜드의 유해물질ㆍ신생물체법과 생

물안 법 등이 있다. 법률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이나 호주 등에서 해성을 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외국의 외래생물 는 유 자변형생물체 도입 

단계의 생태계 해성 심사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합하도록 변형  용

이 가능한 시행방안이 요구된다.

Ⅳ. 요약 및 결론

국토환경정책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환경보호부문에서는 국토개발과 자원이용에 처한 정책수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연보 은 환경보호의 핵심 정책이며, 법제에서는 자연환경

보 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책 동향은 기존의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와 함께 그 구성요소인 생물자원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입법된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

의 보 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반 한 것이 특징이다.

생물다양성 분야 법제를 크게 생물다양성 보 과 생물자원의 확보  활용이라

는 양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생물다양성 보  측면에서는 2000년  들어서 

각종 정책  요구에 근거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다만 각 법률에 따른 계획수

립, 리 상, 규제기  등에 통일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문제로 지 할 수 있

다. 생물자원 확보  활용 측면에서는 2000년  후반 이후 련 법규  정책이 

속도로 정비되었으며, 앞으로도 나고야 의정서에 비하거나 생물자원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규 제정 등 조치들이 추가 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생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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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부처  계기간간 과다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생물다양성법의 제정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각 이슈

별로 정책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략의 이행 강화, 

리조직 마련, 정보의 통합 리, 나고야 의정서 응방안 마련, 통지식 리시책 

마련, 생물다양성 요인의 리 등에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투고일자 2012.9.20,  심사일자 2012.11.23,  게재확정일자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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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Biodiversity Policy in Korea
13)

Hyun-Woo Lee*

Environmental policy makers often have to resolve opposing objective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ly, many policy 

vehicles have been designed to place restrictions on land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uses to minimize their impacts on natural environment, and such 

protectionism has been well reflected in the nation’s core environmental legislation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r the Wildlife Protection Act. 

However, recent trends in environmental policies on biological diversity show 

shifting focus towards the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The recently 

promulgated Biodiversity Act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of 2012 also shares such viewpoint and emphasizes sustainable use as 

much as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Various biodiversity legislations and regulatory measures were enacted in early 

2000 in response to global and domestic demands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y, however, tend to lack policy consistency and sometimes efficacy, without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On the other hand, legislative demands for biological 

resources acquisitions and use have been rapidly growing across the government 

since late 2000 in response to the potenti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refore, measures to adjust institutional competition and overcome 

conflicts are also in demand. 

The Biodiversity Act also seems to have instigated some conflicts, for which 

new policy measures are currently being devised. In this paper, issues includ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rganizational concerns, 

integration and management of biodiversity information, post Nagoya Protocol 

preparations,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initiatives, and elimination of 

* Senior Researche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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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threats were discussed and key policy factors related with these issues 

were suggested.

Key words : Biodiversity, biological resources, biodiversity act,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Nagoya Protoc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