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생, 진정한 생명존중의 의미와 자연환경 보호 및

생태계 교란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신도여러분에게부처님자비가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3면이바다이며, 맑고깨끗한천혜의호수, 댐, 하천을많이

가지고있어어족자원이풍부하나, 방생의진정한의미는생명존중임에도

일부신도님들께서자연에방류가금지된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블루길등외래품종과생태계교란어종을무분별하게방생할경우

자연생태계파괴가우려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수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토종 물고기를 마구 잡아 먹는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교란 시키므로써 우리 고유어종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다음사항을 당부드리니 불교신도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1. 수생동물은 어종별 특성이 달라 방생장소, 시기, 품종 등을 적정하게 선택하여 방생하여야

잘 살수 있으므로 종단별 또는 사찰(개인)별로 수생동물 방생법회를 할 경우에는

방생장소, 방법, 시기, 품종 등에 하여 수산자원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은 후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산자원 전문연구기관에서 생산하여 방류하고 있는 수생동물을 방생품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해 주변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품종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외래어종은 이식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생을 하여서는 않됩니다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한 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청거북), 블루길(파랑볼우럭), 큰입배스를

절 방생하지 맙시다. 만약 이를 자연에 방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방생을 실시한 후 발생되는 운반용 용기, 봉지 등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생금지품종과 생태계 교란( ) 어종

황소개구리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 시킴. 야생동식물보호
법에 방생금지

붉은귀거북

생태계 포식자이며
국내천적은전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방생금지

블루길

우리 고유자연생태계에
위해를 주고, 야생동식물보호
법에 방생금지

큰입배스

우리 고유자연생태계에
위해를 주고, 야생동식물보호
법에 방생금지

이스라엘잉어(향어)

잡종발생에의한 우리 고유
잉어의 유전자를 교란시킴. 
생존율 낮음

떡붕어

일본이 원산인 외래어종으로
토종붕어의 유전자를 교란
시킴

나일틸라피아

우리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고
하절기에 생태계 교란

철갑상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부분
러시아산으로생태계에
피해를 줌

피라니아

남미 아마존이 원산으로
하절기에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줌

무지개송어

미국에서 도입된 양식용으로
우리 고유 자연 생태계에
위해를 줌

칼납자루

우리나라 고유어종으로
특정지역에만서식하여
타지역 방생금지

버들개

특정한 하천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다른 하천에함부로
방생 금지

자가사리

우리나라 특산어종으로
금강이북의하천에
방생하여서는아니됨

가시고기

동해안 하천에 서식하며
남해나 서해로 흐르는 강에
방생금지

미꾸라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부분
중국산으로우리 고유종에
피해를 줌

비단잉어

인공으로 품종을 개량한
것으로 자연상태에서
살아남기 어려움

금붕어

인공으로 품종을 개량한
것으로 자연상태에서
살아남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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