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법

제1장 일반원칙과 목적, 그리고 적용 범위
제1절 일반원칙
제1조(법령 제110-96호 제1조에 따른 개정) (국가이익) 생물다양성은 과테말
라의 자연유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행정적 보호 구역을 선포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국익으로 선포한다.
제2조(법령 제110-96호 제2조에 따른 개정)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수립) 모
든 보호구역과 체계를 관리하는 단체로 구성되는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
(SIGAP)를 수립한다. 이 법은 국가의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전·복구·개
선·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SIGAP의 조직 및 특성을 확립한다.
제3조(환경교육) 전 국민이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과테말라의 자연유산의 확인·보전·
적절한 사용에 관한 공식·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테말라의 천연차원과 문화의
보전 및 보호를 위한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단
체의 규정과 긴밀한 연관성 및 조정 관계를 유지한다.
제2절 법의 목적
제5조(법령 제110-96호 제3조에 따른 개정) (일반목적) 보호구역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과테말라 국민을 위하여 주요 생태적 과정 및 필수적인 자연 시스템의
최적의 기능을 확보한다.

b) 국가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달성한다.
c) 종 및 국토 생태계 이용 능력을 달성한다.
d) 국가의 자연 유산을 보호·보전한다.
e) 공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제3절 법의 적용 범위
제6조(법령 제110-96호 제4조에 따른 개정) (적용) 이 법은 과테말라 전국에
걸쳐 적용되며 그 권한에 관한 지역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농개발
이사회와 시당국은 해당 지역의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확인·연구·계
획·개발 등에 기여한다.
제2장 야생 동물군 및 식물군과 그 서식지 보전
제1절 보호구역의 형태
제7조(보호구역) 보호구역은 야생 동·식물군과 연관 자원, 그리고 자연과 문
화의 상호작용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완충지
역을 포함하여 그 기능이나 발생적·역사적·경관적·휴양·고고학적·보호 등의
가치에 따라 큰 중요성을 지니는 구역을 말한다. 생물군집과 지형현상, 수
원과 물의 공급, 강의 유역, 농지의 보호구역 등의 자연 상태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선택권을 유지한다.
제8조(관리 범주) 보호구역은 관리하는 단체나 개인 또는 법인과 관계없이
최적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국립공원, 소생태계, 생물권 보전지역, 다목
적 이용 지구, 삼림자원, 생물자원, 샘, 자원 매장량, 천연 기념물, 문화 기
념물, 경관 경로, 해양공원, 지방공원, 역사공원, 야생생물 피난처, 자연휴양
지, 개인의 천연 자원,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향후에 설정되는 장소, 과
테말라보호구역체계를 구성하는 장소 등으로 분류된다.

제9조(법령 제110-96호 제4조에 따른 개정) (국유재산)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토지 및 농장은 관리 하에 보전 대상이 된다. 국가보호구역관리소(OCREN)
은 호수 및 바다 연안과 강변 지역의 보전을 위한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사유지) 보호구역으로 선포되거나 선포될 가능성이 있는 사유지의 소
유자는 사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유지하며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의 규
정에 따라 사유지를 관리한다.
제11조(법령 제110-96호 제4조에 따른 개정) (보호구역에 대한 연구) 공식적
으로 보호구역으로 선포되면 CONAP가 승인한 기술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야 한다. 기술연구는 일반적으로 보호구역의 설정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과 같이 해당 보호구역의 물리·사회·경제·문화·환경적 특성 및 조건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술연구는 이 법의 규칙에 명시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환경부문이나 인접과학, 해당 전문직협회
의 자산의 형성과 더불어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된다.
제12조(법령 제110-96호 제4조에 따른 개정) (보호구역에 대한 연구) 국가보
호구역이사회는 이사회에 접수된 제안이나 이사회 자체 내의 제안을 바탕
으로 제안의 정당성에 대한 예비평가를 기반으로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를 시행한다. 기술연구의 결론에서 보호구역의 법적 설정을 권고하면
입법부에 관련 법안을 제안한다. 해당 법령이 공포되면 CONAP의 집행사
무국은 법령의 즉각적인 적용과 계획, 행정, 자금조달, 관리 등을 위한 조
치를 취한다.
제13조(수원) SIGAP의 주요프로그램으로서 플루비알레스(Pluviales) 숲 보전
하부체계를 수립하여. 과테말라 사회에 적절한 품질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
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부체계 내에 민간자연보호구역이 존재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자연보호구역의 관리) 개인이나 법인은 이 법과 시행규칙, 기타
국가보호구역이사회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접 소유하거나 위임 받은
보호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기존 보호구역의 복구) 법적으로 지정된 기존 보호구역의 복구를 국
가의 긴급사항 및 필요사항으로 선포한다.

제16조(완충구역) 보호구역의 기능을 보호하는 영토에 기반을 둔 기존 또는
장래의 보호구역의 주변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한다.
제17조(국경보호구역) 국경보호구역에서 국가 간에 일치되는 보호대책을 도
출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웃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제2절 보호구역의 관리
제18조(법령 제110-96호 제8조에 따른 개정) (종합계획 및 작업계획) 과테말
라보호구역체계(SIGAP)에 속한 개개의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해당 종합
계획에 따라 정의된다. 종합계획은 구역의 집행주체나 관리를 맡은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제작된 연간 작업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작성된
다. 종합계획과 작업계획은 모두 이 법의 보전 목적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CONAP의 집행사무국의 등록·승인·심사를 거쳐야 한다. CONAP
은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관련 법 행위를 취한다.
제19조(양도) CONAP은 해당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
는 경우에 양도 계약을 통하여 CONAP의 관리 하에 보호구역의 이용권을
임대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법령 제110-96호 제9조에 따른 개정) (보호구역 내의 활동) 보호구역
내에서 상업이나 상업, 관광, 어업, 임업, 농축산업, 실험, 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이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장래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 또는
민간 회사는 국가보호구역이사회 당사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영 조건 및 규범에 관한 양자협정을 CONAP와 체결한다.
제21조(도로의 환경영향) 어떠한 사유로 보호구역 내부용이나 일반용도로 사
용하는 운송수단을 위한 도로가 있거나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
설 단체나 회사가 국가환경위원회나 CONAP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출하
는 긍정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양수인이 도로
를 건설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실현되는 건설,
변경,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서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지역에 도로를 건설 및 유지하는 것은 통신교통공공

사업부의 소관으로 한다.
제22조(법령 제110-96호 제10조에 따른 개정) (정주)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보호구역으로 선포될 구역 내에 정주한 개인이나 법
인은 해당 구역의 운영 조건 및 규범, 사용, 지역 구분에 맞도록 조정한다.
제3절 야생 동·식물 보전
제23조(멸종위기 동·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 및 필요 사항으로 간주된다.
제24조(절멸로 위협받는 종의 목록) 국가보호구역이사회(CONAP)는 매년 멸
종 위협을 받는 과테말라 고유의 동식물군의 목록을 작성한다. 멸종위기종
지위에 있지 아니한 종을 이용 및 상업화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
정이나 추가, 삭제, 제외, 변경 등의 사항은 관보에 공포한다.
제25조(국제협약)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과 Ⅱ에 열거되어 있는
동식물종 목록은 과테말라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과테말라의 협
약 행정 당국이 제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수정이나 추가, 삭제, 제외, 변
경 등의 사항은 관보에 공포한다.
제26조(절멸로 위협받는 종의 수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수출
및 상업화는 금지된다. 통제된 조건 하에서 승인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재생산된 표본의 2세대부터 수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25조에서 언급하
고 있는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절멸로 위협받는 종의 규제) 종의 생존이나 구호, 보호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CONAP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의 수집·포획·수렵·어획·운송·거래·무역·수출은 금지된다. 이 경우 이 법 제25
조에 언급하고 있는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법령 제18-89호 제1조에 따른 개정) (금지) 국가보호구역이사회는 국
내 전역의 대륙이나 도서 지역에 대한 금지를 제안한다.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금지를 제안한다. 이행 절차는 규정에

명시한다.
제29조(구호센터) 야생동식물 조사구호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CONAP의 영
구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적절하게 공급받는
다.
제30조(식물 및 동물 반입) 보호체제 하에 있는 생태계에 외생 종을 자유롭
게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종합계획 및 작업계획에 반입에 대한 내
용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식물 및 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CONAP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 또는 민간단체가 외국산 물고기를 반
입하는 경우에도 CONAP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 사유로 보호구역 내
에서 발견되는 야생 가축은 해당 보전 단위의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4절 과테말라 자연 유산 보전에 대한 조세 혜택
제31조(법령 제110-96호 제11조에 따라 개정) (토지세 면제) 조세 및 재정
부문의 면제·경감·공제 폐지에 관한 법률의 제1조 제11호에 따라 폐지됨.
법령 제117-97호.
제32조(소득세 면제) 조세 및 재정 부문의 면제·경감·공제 폐지에 관한 법률
의 제1조 제11호에 따라 폐지됨. 법령 제117-97호.
제3장 야생 동·식물의 합리적인 이용
제1절 야생 동·식물의 이용
제33조(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야생 동·식물의 이용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야생 식물 또는 동물을 수색하거나 채집, 추출, 재생산, 포획, 고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4조(법의 정신) 동·식물의 이용과 관련된 규범 및 규정은 이 법의 제1장
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원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승인) 이 법과 이 법의 규칙,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야생

생물 제품을 이용하려면 당사자는 CONAP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특별한 이용) DIGEBOS가 법적으로 승인한 산림 이용 시, CONAP의
사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서 식물 및 동물을 채집할 수 있다.
DIGEBOS와 CONAP은 상기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를 유지한다.
제37조(수렵권) 동물 수렵을 원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등 국내 거주자는
수렵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8조(예외) 국내 동물 또는 식물군의 이용 면허를 소지한 자라 할지라도
명시되지 아니한 구역이나 사유지에서는 전술된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절 취미용 어렵
제39조(수렵지역)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CONAP)는 취미용 어렵을 위한 기
간과 지역, 기술, 도구, 기타 요건 등을 정한다.
제40조(개인수렵구역) CONAP은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
인수렵구역을 승인할 수 있다. 수확 시기 및 수확량, 기타 수렵을 위한 요
건은 매년 CONAP의 승인을 받는다. CONAP은 개인과 함께 수렵구역을 설
정할 수 있다.
제41조(수렵도구 휴대) 수렵 면허를 획득한 자라 할지라도 둔기, 칼과 창, 화
기 총포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도구를 휴대하려면 해당 당국의 특별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금지 도구) 취미용 어렵을 위해 CONAP이 승인하지 아니한 기술 또
는 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면허 유효기간) 어렵 면허는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허가 기
간은 매년 공식적으로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한번 사용하거나
만료된 면허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수렵 및 낚시 면허의 효력) 수렵이나 낚시 면허는 CONAP이 매년 설
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면허 한 부는 최대 3명으로 구성된 가
족 그룹이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수렵 종별 세금) 면허 수령 시 허가 수수료 이외에 수렵 대상 종별로
CONAP이 정하는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6조(면제) 연구나 생계 목적의 어렵 허가는 세금이 면제된다.
제3절 특별규정
제47조(연구 승인)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CONAP)는 보호구역과 관련된 규
칙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와 범위의 연구를 승인 또는
실행한다.
제48조(보호구역에서의 수렵) SIGAP의 보호구역과 완충지역에서 수렵이나
채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마스터플랜에서 허가되는 경우와 면허에 명
시된 활동은 제외한다.
제49조(수출쿼터) 멸종위기종에 속하지 아니하나 보호대상인 야생동물은

과

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의 요건을 충족하여 연 또는 월단위의 쿼터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제50조(야생생물의 수입) 야생 식물 및 동물을 수입하려면 서면 승인이 필요
하다. 국제협약 및 법이 시행규칙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표준을 정한
다.
제51조(야생생물 선적 관리)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 사무국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거나 이 법과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하여 발송이나 이송의 단계
와 관계없이 과테말라를 원산지로 하거나 과테말라를 경유하는 야생생물
제품의 선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52조(야생생물 이용 규칙) 살아있거나 죽은 야생식물이나 동물의 부분이나
파생물의 절단, 채집, 수렵, 포획, 운반, 상업적 소지, 무역, 연구, 상업화 등

에 종사하거나 이를 행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
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경우에 대한 요건은 규칙에 명시된다.
제53조(야생 동·식물의 재생산) 상업이나 예방적 목적으로 야생 동물이나 식
물의 재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이 법과 관련법, CONAP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4조(야생생물의 재생산 감독) 상업이나 예방적 목적으로 야생 식물이나
동물의 재생산 및 상업화에 종사하는 업체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감독을
받는다.
제55조(천연자원 보호) 야생 지역에서 천연자원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자
신의 직원이나 부하, 허가 양수인, 기타 타인에 의해 허가받은 지역 내의
승인되지 아니한 자원이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오염
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예전과 같이 되돌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변형된 군
집 또는 생태계를 복원하여야 한다.
제56조(수집) 동물원, 개인과 박물관 등의 동물 수집과 연구단체의 수집은
CONAP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비정부기구) SIGAP의 구성원인 비정부자연보전단체는 구체적인 협약
을 통해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CONAP)의 대표 및 간부가 될 수 있다.
제58조(관광) 과테말라관광청(INGUAT)과 인류역사연구소, 과테말라보호구역
이사회 등은 보호구역의 개발 및 관광활동의 개발과 더불어 경관, 천연 및
문화 자원의 보전이 양립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함께 긴밀
하게 협력한다.
제4장 이 법의 적용 담당 기구 및 담당자
제1절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와 그 사무국
제59조(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의 설립) 과테말라공화국 대통령의 직속 기관
인 법인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를 설립한다. 이 법에서는 약어인 CONAP

이라고 하거나 이사회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해 수립된 과테말
라보호구역체계(SIGAP)의 최고관리조정기구로서 전국과 영해, 영공에 대하
여 관할권을 갖는다.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며 예산은 국가의 예산 분배와
개인 및 우방국, 국제기구 및 단체의 기부로 구성된다.
제60조(법령 제110-96호 제11조에 따라 개정) (CONAP 사무국) CONAP은 정
책결정과 행동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갖는다. 사무국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기술적·행정적 사안의 원활한 처리
에 필요한 부속 조직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에 최소한으로 마련되어야 할
부속 조직은 다음과 같다.
a) 입안, 연구, 프로젝트
b) 야생생물과 산림 관리
c) 보전 단위 관리
d) 행정
제61조(법령 제110-96호 제13조에 따라 개정) (본부, 지소, 기간) CONAP은
과테말라시티에 본부를 두며 지방 분권화의 형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테말라공화국 내에 지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62조(법령 제110-96호 제14조에 따라 개정) (CONAP의 목적) 과테말라보
호구역이사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과테말라 자연유산의 보전 및 유지를 장려한다.
b)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를 조직·지도·개발한다.
c) 과테말라 생물학적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전 전략을 계획·지휘·보급한다.
d) 각각의 집행 조직을 통하여 야생 동식물과 국가 생물학적 다양성 자원의
관리를 조정한다.
e) 과테말라가 비준한 국제문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계획·조정한다.
f) 국내 및 해외에서 조성된 재정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자연보전기금을 설
립한다.
제2절 조직 및 권한

제63조(법령 제110-96호 제15조에 따라 개정) (구성)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a) 국가환경위원회 (CONAMA)
b) 환경보호연구센터 (CECON/USAC)
c) 국가인류역사연구소 (IDAEH)
d) CONAP에 등록된 천연자원 및 환경과 관련된 비정부기구의 대표
e) 국가지방정부연합 (ANAM)
f) 과테말라관광청 (INGUAT)
g) 농축산식품부 (MAGA)
제64조(이사장) CONAP의 이사장은 국가환경조정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환경조정관은 비상 시 이사회의 구성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자
신의 기능을 위임한다.
제65조(CONAP 사무국) 이사회 사무국은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의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CONAP의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
한다.
제66조(CONAP에서의 대표)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의 구성단체는 최소 2년
동안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당국이나 전문가에 의해 대표된다. 기간은
각 단체의 판단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법령 제110-96호 제16조에 따라 개정) (회의 및 결정) 과테말라보호
구역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매15일마다 회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이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갖는다. 결정은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중 4명으로 한다.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회의의 주재자가 이중의결권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68조(법령 제110-96호 제17조에 따라 개정) (회의 참석) 과테말라보호구역
이사회의 구성원은 정기 및 임시 회의에 참석한다. CONAP의 사무국은 회
의에 필요한 경비를 결정·편성·제공한다.

제69조(법령 제110-96호 제18조에 따라 개정) (CONAP의 권한) 과테말라보
호구역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SIGAP)를 통하여 국가 자연유산의 보전·보호·유지
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한다.
b)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SIGAP)의 기능에 관한 규칙 및 법규를 승인한다.
c) 국제단체와 체결하는 협정 및 계약을 승인한다.
d) 기관의 전략계획과 연간 근로 계획 및 프로그램, 연간 예산안 등을 승인
한다.
e) 연간 근로 보고서 및 연간 예산 결정을 승인한다.
f) SIGAP 보호구역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양도 신청을 승인한다.
g) SIGAP의 구성단체와 국가환경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교류를 유
지한다.
h) 국가, 특히 보호구역 내 자연자원의 보전·보호·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자문기관 역할을 한다.
i) 그 밖에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SIGAP)의 원활한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
제70조(법령 제110-96호 제19조에 따라 개정) (사무총장의 권한) 관리 및 행
정 당국으로서 사무국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와 CONAP의 기술·관리 활동을 지휘한다.
b) 이사회 이사장의 동의하에 정기 및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제를 제안
한다.
c) 발언권은 있으되 의결권 없이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d)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전략지침을 적용하고 이사회가 공포하는 결정 및

규정을 실행한다.
e) 요청받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f) 다른 부속 기관과 CONAP의 직원, SIGAP의 다른 부문을 공식적으로 평
가한다.
g) CONAP 내부에 생물학적다양성과 과테말라 보호구역에 관한 과테말라보
호구역체계의 정보체계를 전개한다.
h) 구매계약법 및 관련 현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
여 CONAP의 행정 경비를 승인한다.
i) CONAP과 사무국의 부속기관, 그리고 SIGAP 등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규칙을 제안한다.
제71조(법령 제110-96호 제20조에 따라 개정) (사무총장의 자질) 사무총장이
갖추어야할 자질은 다음과 같다.
a) 과테말라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b) 학사학위가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c) 보호구역 행정 전문가이거나 보호구역 관리 및 야생생물 보전 부문에 최
소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d)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 성직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72조(사무총장의 대리권) 사무총장은 CONAP의 법적 대리권을 갖는다.
제73조(CITES 권력 기관) 사무총장은 CITES 협약의 행정 기관을 대표한다. 관
련 학술 기관과 협약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장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74조(법령 제110-96호 제21조에 따라 개정) (부사무총장의 권한) 부사무총
장은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며 사무총장을 수행한다. 이 법의 규칙에 명
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능과 함께 사무총장의 자질과 동일한 자질이 요구
된다. 사무총장이 무자격이나 부재의 경우에는 부사무총장이
제3절 기타 CONAP의 책무 및 활동

대리한다.

제75조(법령 제110-96호 제22조에 따라 개정) (기록리스트) CONAP은 야생
생물과 보호구역 자원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 그리고 원활한 관리를 위
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기록 리스트를 구축한다.
a) SIGAP 보전 구역 기록
b) 과테말라 야생 동물군 기록
c) 제혁, 박제, 야생 동·식물의 거래, 직업적 수렵, 야생동물의 모피 가공, 야
생 동·식물 연구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록
d) 외국 야생 동물의 기록
e) 개인 보호 구역의 기록
f) 그 밖에 CONAP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
이 법의 규칙은 전술된 각각의 기록에 적용되는 요건 및 법규를 결정한다.
제76조(면허 발급) 야생 동·식물 제품의 이용, 수렵, 취미용 낚시, 운반, 상업
적 소지, 취급, 수출, 판매 등의 면허는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가 발급한
다. CONAP이 발급하는 모든 면허나 허가증은 개인의 소유이며 양도할 수
없다.
제77조(인력의 구성) CONAP은 야생 동·식물의 취급과 보전, 관리에 특화된
인력의 구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상설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이를 위하여
CONAP의 자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과 정부나 비정부 기관의 교육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문의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과르다레쿠르
소스(Guardarecursos)의 교육 및 선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78조(검사) CONAP과 사무국의 임원 및 관리는 야생생물 제품을 취급하는
농공 및 상업 시설 등 SIGAP의 각기 다른 구역 내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임을 얻어야 하며 관련 규칙 및
법률의 내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9조(직원의 채용) 이사회와 부속기관에서 근무할 기술 및 행정 직원의 채
용은 이사회 각 부문의 특화 요건을 충족하면서 과테말라공무사무소의 조
례에 따른다.

제4절 CONAP의 경제-재무 체제
제80조(법령 제110-96호 제23조에 따라 개정) (CONAP의 예산) CONAP과 그
사무국은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과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되는 자원
을 바탕으로 연 예산을 구성한다. 그 밖에 고유자원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현금이나 현물 기부로 인한 수입
b) 다양한 품목으로 취득한 채권이나 증권
c) 국가 부속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으로부터 이전된 재산
d) 다양한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
e) 다양한 명목으로 기부된 부동산
f) 개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국가 기관에 소속된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
(SIGAP)의 보전 단위에 의해 발생한 수입
g) CONAP 사무국 및 기술행정 부속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직된 활동
의 금융 상품
h) 그 밖에 이 조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현행 과테말라 법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사항
제5장 벌칙
제1절 불이행 및 위반
제81조(법령 제110-96호 제24조에 따라 개정) (불이행) 야생생물 및 보호구
역과 관련된 불이행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벌칙에 처한다.
a) CONAP이 발급한 면허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는 1백케찰에서 1천케찰
의 벌금에 처한다.
b) 요청한 검사나 CONAP의 직원 또는 임원이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하는 자는 5백케찰에서 3천케찰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의2(법령 제110-96호 제25조에 따라 개정) (국가의 자연문화유산에 대
한 가해행위) 해당관청이 발급하는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살아있거나
죽은 야생 동·식물 종의 일부나 파생물을 절단하거나 채집하는 자, 야생
동·식물의 고고학적 조각이나 파생물을 운반, 교환, 판매, 또는 수출하는 자

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 그리고 1만케찰에서 2만케찰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남용하는 자는 동일한 벌
에 처한다.
제82조(법령 제110-96호 제26조에 따라 개정) (동식물읠 불법거래) CONAP
의 멸종위기종 리스트에 있는 종 및 고유종 등 살아있거나 죽은 멸종 위기
에 처한 동·식물 의 일부나 파생물을 불법적으로 운반, 교환, 판매, 또는 수
출하는 자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 그리고 1만케찰에서 2만케찰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의2(법령 제110-96호 제27조에 따라 개정) (보호구역 침해) 점령이나
이용, 또는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보호구역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영토
를 개발하거나 침범하는 자는 보호구역 침해죄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4년에서 8년의 징역 그리고 3천케찰에서 6천케찰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기업에 대한 벌칙) 야생 동·식물 제품 취급을 허가받은 기업이 이 절
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범할 경우, 두 배의 벌금에 처하며 재발하는 경우
에는 폐쇄 조치한다.
제83조의2(법령 제110-96호 제28조에 따라 개정) (벌금) 이 법의 적용에 따
라 부과된 벌금은 특별 계좌로 CONAP의 고유 자본으로 들어간다. 이는
보호구역의 취급과 보전, 관리 등에 특화된 인력의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
그램을 위하여 사용된다.
제84조(법령 제110-96호 제29조에 따라 개정) (재산 압수) 이 법과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의 목적이 되는 모든 야생 동·식물은 즉시 CONAP에
보관된다. 이용가능한 부패하기 쉬운 재산은 CONAP이 필요한 경우에 직
접 사용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보낼 수 있다. 범죄 수행에 사용된 무기나
차량, 장비, 도구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85조(개시 절차) 야생생물 및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
주되는 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CONAP을
상소할 수 있다.

제86조(공무원의 협력) 국가공무원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범
위 내에서 과테말라 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이사회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87조(법령 제110-96호 제30조에 따라 개정) (결정에 대한 반론)
제6장 부칙
제1절 과테말라보호구역체계
제88조(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 법이 공표되는 날짜에 법률의 효력이
있는 입법부의 위임 명령이나 긴급명령, 협정(acuerdo gubernativo)를 통하
여 수립된 모든 보호구역은 이 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인지하고 SIGAP의
설립 및 구성의 기반을 구성한다.
제89조(법령 제110-96호 제31조에 따라 개정) 법률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의해 선고되지 아니하지만 보호 및 관리되고 있거나 선고를 위한
최종 연구 단계에 있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선포된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a)

바하

베라파스(Baja

Verapaz)주

푸룰라(Purulhá)시에

소재한

케찰

(Quetzal) 새 보전을 위한 소생활권 “마리오 다리 리베라(Mario Dary
Rivera)”
b) 페텐(Petén)주에 소재한 소생활권 “세로 카우이(Cerro Cahuí)”
c) 이사발(Izabal)주에 소재한 바다소 보전을 위한 소생활권 "쵸콘 마챠카스
(Chocón Machacas)"
d) 페텐(Petén)주 북서부에 소재한 소생활권 티그레 리오 에스콘디도
(Tigre-Río Escondido)
e) 페텐(Petén)주 북부에 소재한 소생활권 엘 소츠(el Zortz), 산 미겔 라 팔
로타다(San Miguel la Palotada)
f)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페텐(Petén)주 북부에 소재한 소생활권 “나아치툰
도스 라구나스(Naachtún Dos Lagunas)”

g) 알타 베라파스(Alta Verapaz)주에 소재한 라구나 라츄아(Laguna Lachuá)
국립공원
제90조(법령 제110-96호 제32조에 따라 개정) (특별보호구역) 국내에서 보전
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우에우에테낭고(Huehuehenango)주의 욜나바흐(Yolnabaj)
2.

우에우에테낭고(Huehuehenango)주와

키체(Quiché)주의

쿠츄마타네스

(Cuchumatanes)
3. 키체(Quiché)주의 엘 카바(El Cabá)
4. 레탈울레우(Retalhuleu)주와 산 마르코스(San Marcos) 주의 남부 해안에
위치한 만쵼 우아무챨(Manchón-Huamuchal)
5. 과테말라 서부의 화산 보카 코스타(Boca Costa)
6. 이사발(Izabal)주의 시에라 아랄(Sierra Aral)
7. 이사발(Izabal)주에 위치한 생태지역 세로 산 힐(Cerro San Gil)
8. 이사발(Izabal)주 북부에 위치한 푼타 데 마나비케(Punta de Manabique)
9. 이사발(Izabal)주에 위치한 시에라 데 산타 크루스(Sierra de Santa Cruz)
10.

이사발(Izabal)주

동부에

위치한

몬타냐

에스피리투

산토(Montaña

Espíritu Santo)
11. 알타 베라파스(Alta Verapaz)주 북부에 소재한 시에라 치나하(Chinajá)
12. 페텐(Petén)주 북부에 소재한 생태지역 엘 피노 데 폽툰(El Pino de
Poptún)
13. 페텐(Petén)주 멜쵸르 데 멘코스(Menlchor de Mencos)시에 위치한 국
립공원 약스하 얄로치(Yaxjá-Yaloch)
14. 페텐(Petén)주 라 리베르타드(La Libertad)시와 y 사약스체(Sayaxché)시
에 위치한 야생생물 안전지대(Refugio de Vida Silvestre)와 문화재 알타
르 데 로스 사크리피시오스(Altar de los Sacrificios), 익스코체(Ixcoché)
호수
15. 알타 베라파스(Alta Verapaz)주의 문화재 세묵 챰페이(Semuc-Champey)
16. 토토니카판(Totonicapán)주의 쿰브레 데 마리아 테쿤(Cumbre de María
Tecún)
17. 치키물라(Chiquimula)주 이팔라(Ipala)시의 이팔라(Ipala) 화산
18. 치키물라(Chiquimula)주의 생물권보전지역 프라테르니다드(Fraternidad)
19. 이사발(Izabal)주 북부의 사르스툰(Sarstún) 강

20. 치말테낭고(Chimaltenango)주의 텍판(Tecpán) 산
21. 사바나스 데 산 프란시스코(Sabanas de San Francisco)
22. 국내 화구구에 형성된 생태지역 및 문화재
23. 치말테낭고(Chimaltenango)주의 Xacaxá
24. 이사발(Izabal)주와 사카파(Zacapa)주의 쿰브레 알타(Cumbre Alta)
25. 페텐(Petén)주 돌로레스(Dolores)시, 폽툰(Poptún)시, 사약스체(Sayaxché)
시를 흐르는 치키불(Chiquibul) 강
26. 페텐(Petén)주의 라구나 페르디다(Laguna Perdida)
27. 페텐(Petén)주 사약스체(Sayaxché)시의 라구나 델 리오 살리나스(Laguna
del Río Salinas)
28. 페텐(Petén)주 리베르타드(Libertad)시의 생태 지역 사바나 델 소스
(Sabana del Sos)
29. 치말테낭고(Chimaltenango)주의 다목적이용지구 산 라파엘 픽스카야
(San Rafael Pixcayá)
30. 후티아파(Jutiapa)주 동부의 라구나 데 구이하(Laguna de Güija)
31.

치키물라(Chiquimula)주의

산

이시드로

카페탈레스(San

Isidro

Cafetales), 쿰브레 데 치라마이(Cumbre de Chiramay)
32. 치키물라(Chiquimula)주의 바예 데 라 아라다(Valle de la Arada)
33. 산타 로사(Santa Rosa)주의 라구나 데 아야르사(Laguna de Ayarza)
34. 알타 베라파스(Alta Verapaz)주 산 크리스토발 베라파스(San Cristóbal
Verapaz)시의 라구나 치크 쵸크(Laguna Chic-Choc)
35. 레탈룰레우(Retalhuleu)주 아신탈(Asintal)시의 유적 아바흐 타칼리크
(Abaj-Takalic)
36. 페텐(Petén)주 멜쵸르 데 멘코스(Melchor de Mencos)시, 플로레스
(Flores)시, 산 호세(San José)시, 산 안드레스(San Andrés)시에 소재한
국립공원 미라도르 리오 아술(Mirador Río Azul)
37. 페텐(Petén)주 멜쵸르 데 멘코스(Melchor de Mencos)시, 산 호세(San
José)시, 플로레스(Flores)시,

산 안드레스(San Andrés)시에 소재한 다목

적지구 왁삭툰 카르멜리타(Uaxactún-Carmelita)
38. 그 밖에 이들 구역에서 생태통로의 형성에 기여하는 장소
이 법 제12조에 따라 이들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예비 연
구, 지리적 경계 설정, 관리 범주 지정 등을 제출한다.

제2절 최종 및 폐지 조항
제91조(CONAP의 조직 및 설치) 재무부는 과테말라보호구역이사회와 기술행
정 부속기관의 조직과 설치, 근로 개시 등을 위한 자금을 지정한다.
CONAP의 제1차 소집 및 공식적인 운영의 개시는 국가환경위원회가 맡는
다.
제92조(CONAP의 조직 및 설치) 이 법에 따라 규제되는 보호구역 및 야생생
물 관련 활동을 실현하는 자는 이 법이 발효된 이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허가서 및 면허를 최신의 것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신규 허가는 이 법의
규칙이 발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규칙) 이 법의 규칙(reglamento general)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94조(폐지) 이 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은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폐지된다.
제95조(효력) 이 법은 관보에 공표 후 3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1989년 2월 7일 과테말라 대통령궁
이에 공포하고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