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나고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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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의정서명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2010.10.29. / 발효 : 2014.10.12.
 당사국 : 129개국 (130개 비준국, 2021.05. 현재)
대한민국도 당사국임 (2017년 05월 19일 비준)

생물자원 주권 인정 : 유전자원을 국가적 권리로 인정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이행 방법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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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이해
 목 적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적인 이용에 기여

 핵심요소 – ABS의 ABC

A

Access : 접근
- 유전자원 제공자(국)으로부터 허가권 취득 (이용목적, 이용자 정보, 유전자원 종류/양, 유효기간 등) : 주권
- 제공국 법률 및 규제요건에 따름
- 사전통고승인(PIC)

Benefit-Sharing : 이익공유

B

- 상호합의조건(MAT), 거래 계약 개념
- 계약 당사자간에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합의사항
(이용의 방법, 용도제한, 이익공유 방법, 제3자 이전조건 등)

- 물질이전계약(MTA) 등 활용

C

Compliance : 의무준수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국가점검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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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원산국 법령 확인
 나고야 의정서 제 6조
1.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접근 및 이
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설치를 조건으로 ,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 접근은 , 해당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
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사전통고 승인에 따
라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확립된 권리를 가진 경우, 그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또는 승인과 관여를 취득
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상기 제1항에 따라, 사전통고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
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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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적용범위
유전자원 적용범위 : 모든 생물자원 + (파생물) +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
- 생물다양성협약 제 2, 15조 참조
- 나고야의정서 제 2, 3조 참조
 유전자원 이용에 적용되는 활동

 유전자원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 활동

-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생화
학 합성물을 분리하는 연구 (활성
여부와 상관 없음)
- 식물 신품종 개량
- 유전자 변형 동물, 식물 또는 미생
물 발굴
- 실험동물의 개발
-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효모의 개량
또는 발굴 등
- 효능과 특성 연구

- 이미 특성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원의 생
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 원료를 제품에
후속적으로 포함시키는 첨가 및 가공
- 테스팅/지표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원
(실험동물 등)
- 맥주양조에서의 효모 사용
- 생물자원센터에서의 유지관리 활동, 형태
학적 분석 등 표현형 연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용
- 합성화학물(케미컬)을 이용한 연구개발,
상품화 (합성의약품 등)
- 합성생물학 연구
- 단순진달을 위해 접근하는 유전자원

* 상기 적용범위의 해당 관련 여부를 확인 후, 구체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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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유전자원

이익실현 후

이용 계획 수립

공유

원산국 확인

연구 개발

원산국 법,

사전통고승인
취득

절차 확인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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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국 확인
 원산국은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자연서식처, 생태계)에서 보유하
고 있는 국가로서,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
하여야 함.
원산국

제공국

사전통고승인 취득

원산국 = 제공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원산국 ≠ 제공국

인도

한국

인도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확인하는 방법
1. Catalogue of life 사이트 (http://www.catalogueoflife.org)
2. 2019 Annual Checklist 접속
(http://www.catalogueoflife.org/annual-checklist/2019/info/ac)
3. 학명으로 검색
4. 검색결과 목록 중 종명 클릭하여 확인
5. 분포지역(Distribution)을 확인하여 원산국 확인
 국내 자생종을 확인하는 방법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사이트
(https://species.nibr.go.kr) 접속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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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국 법, 절차 확인 / 사전통고승인 취득

 CBD ABSCH 사이트 (http://absch.cbd.int) 홈페이지에서 각국의
법령제정 현황,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등의 정보 확인 가능.
 접근 계획 중인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이전에 사전통고승인을 취득해
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식은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에 문의하
여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함.
 유전자원 원산국의 법령을 한국 번역본으로 확인하려면 국립생물자
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 (www.abs.go.kr) 자료실에서 확
인 가능.
- 국내외 ABS 정보 -> 자료실 하위메뉴의 ‘해외 ABS 법령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목으로 ABS 관련법 및 국제조약의 한글번역본이 게
재되어 있음.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 신고의 의
무가 없지만 유전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www.abs.go.kr에서 내국인도 신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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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Back to The 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