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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평가
 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or
 A Worst piece in Ambiguous

Creativity?

생물유전자원 주권의 시대 개막
 1993 생물다양성협약 이전 생물유전자원

-인류의 공동유산
-자유 이용의 시대
-아스피린(이집트 버드나무 껍질)
 1993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생물유전자원
-원산지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당사국의 개별적 권리(포기 가능)
-자유 이용의 시대 종언
-접근허가(PIC) 취득 및 발생 이익 공유의 시대 개막

이행법률 제정의 필요성
제1조: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할 것
제15.1조: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생물자원주권 인정 및 접근허 가 결정
제15.3조: 원산지국(제2조)/제공국 제공하는 유전자원
제15.5조: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PIC 취득 의무
제15.7조: 당사국은 이익공유 위한 입법, 행정, 규제 요건 조치 채택 의무

나고야의정서상
이행법률 채택의무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당사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 의무: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공;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 규칙과 절차의 제공;
사전통보승인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리적 기간 내에 국가책임기관의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 결정의 제공;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응 문서의 발급과 이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통보의 제공;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내입법을 조건으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승인과 참여를 위한 기준
그리고/또는 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상호합의조건의 요구 및 체결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의 설치

MAT내 재량적 규정
 상호합의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특히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 가능:
 분쟁 해결 조항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3자의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사용 목적의 변경에 관한 조건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의 대상:
유전자원 v. 생물(유전)자원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동물, 식물, 미생

물, 그 밖의 기원의 물질
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생물자원: 유전자원+파생물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의 대상
-주요국의 입법례
 중국: 생물유전자원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동물, 식물, 미생물, 그 밖의 기원의 물
질
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생물자원: 유전자원+파생물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
-주요국의 입법례: 중국
 적용범위: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 활동에 적용
 생물유전자원: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에서 유래한
생물유전자원의 기능적 단위를 갖는 재료, 파생물 및
그것이 생성한 정보자료
 파생물: 생물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신진대사작용
으로 생성된 생물화학물질, 그리고 직접 천연산물이 구
조를 변형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 정보를 인
공 합성한 화합물

인도의 ABS 적용범위
 생물자원: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 또는 그 일부분, 그

유전물질과 부산물(by-products)
 접근목적: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바이오조
사 및 바이오이용
 특별고려대상:
-ITPGRFA 부속서 I에 기재된 작물 포함성 여부
-재배(cultivated), 사육(domesticated) 또는 야생

베트남 ABS 적용범률
 2008년 생물다양성법 제5장에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

유 관리 방안을 마련
-유전자원의 관리(제55조)
-유전자원 피위탁자(개인, 가정, 기관)의 권리와 의무(제56조)
-유전자원 접근 명령 및 절차(제57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제58조)
-유전자원 접근허가증 취득절차(제59조)
-접근허가증 취득자의 권리와 의무(제60조)
-이익공유방법(제61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
 2017년 7월 1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
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발효

베트남: 국가책임기관
 농업 및 농촌개발부: 농작물, 가축, 수생생물종

(aquatic species), forest seedlings(임업종묘)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허가증 발급, 갱신, 철회 수행
 자연자원 및 환경부: 위에 명시된 유전자원 외 기타 유
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증 발급, 갱신, 철회 수행

베트남: 접근 또는 접근자
 베트남 주권 영역 내에 있는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행위를 수
행하는 개인 그리고/또는 조직
 “유전자원의 이용:“동 시행령에 규정된 바이오공학기술의 응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을 이용하는 연구 및 개발 행
위”라고 정의
 제3자(수입업자):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에 따라 접근자로부터 유전자
원 또는 그 파생물을 양수받는 개인 또는 조직
 제3자는 접근허가증을 가진 자로부터, 접근허가증에서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유전자원이나 파생물을 양도받을 수 있음
 접근허가증서가 없는 자로부터 또는 접근허가증에 양도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양도로서 제3자가 될 수 없음
 특히 유의할 점은 제3자 양도 허가는 상호합의계약(MAT)가 아니라 접근허가증
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함.
 유전자원의 원산지: 야생(wild) 유전자원이 수집되거나, 유전자원이 “오랜 기
간 동안” 토착화되어 생산되는 장소(domesticated and produced)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유전자원의 접근자인 경우 국가책임기관이 허가한 경
우에만 유전자원에 접근 가능

베트남의 접근허가증
등록 및 신청
접근허가증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하는 문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접근자가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행위를

허락하는 문서: 비상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 상업적 제품 개
발
 베트남 국민 및 기관: 상업적 목적이나 상품개발을 위해 유
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외국인 및 기관: 목적을 불문하고 베트남 내에서 유전자원
에 접근하려는 경우
 해외양도 베트남국민 및 기관: ABS 특별시행령 제20조에 달
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자원을 해외로 양도하려는
경우

베트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증 등록 또는 신청 자격
생물학, 바이오기술학, 약학 또는 농업과학과 같은 유

전자원 관련 분야 학위보유자(학사학위 이상)
생물학, 바이오공학, 약학 또는 농업과학 분야에서 해
당 기관이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과학, 기
술 기구의 회원인 경우, ABS 특별시행령에 부속된
Annex에 부착된 양식 01에 따라 서면으로 동 기관의
보증을 받을 것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허가증 신청 의무 및 절차
 국가책임기관에 유전자원 접근 신청할 것
 제공자와 계약 협상 및 체결
 Commune 레벨 인민위원회에 계약서의 공증(certify)을

요청할 것
 유전자원 접근허가신청서(dossier requesting a license)
를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할 것
 접근허가신청서 심사 기간 중 국가책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 및 추가문서 제공하고 신청서 종결
 순서: 국가책임기관에 접근신청서 제출—제공자와 이익공
유계약 체결—지방인민위원회 보증—국가책임기관에 접근
허가증 신청—발급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허가증 내용 및 유효기간
접근허가증은 ABS 특별시행령 부속서 양식 4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접근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접근신청서에 기재된 제안된
목적 및 접근계획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이 결정할 것임
 그러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접근허가증을 발급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유전자원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로 양도할 권한을 가짐
 해외 수출을 위한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 없음에 유의

유전자원 접근신청서 등록
 개인과 기관: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를 (이하 등록문서)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할 것: 우편 또는



















online을 통해 국가책임기관의 주무부서(head office)에 직접 제출
ABS 특별시행령 FORM 2에 있는 유전자원 접근등록양식
□ 신청사항:
-유전자원(공통명칙, 기타 명칭, 과학적 명칭)
-접근할 유전자원의 수량(유전자원의 종류, 무게/부피)
-접근목적(비상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 상품개발 중 선택)
-예정된 접근기한(최대 3년)
-접근 예정지역
-제공자(제공자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추천된 제공자에 대한 소개요청서)
-수반행위(해외 반출, 용도 변경 없는 제3자 양도)
□ 접근방법
-기간(시작 및 종료일)
-접근방법(수단 및 장비 등)
-접근장소(야생지역, 생물다양성보존시설, 수집보관시설 등)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집을 수행하는 베트남 기관 및 개인(이름과 주소 그리고 접촉방법을 상세히기재)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 여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정보
□ 첨부서류(ABS 특별시행령 제9.2조에 기재된 첨부서류와 기타 서류
□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서약

베트남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이익공유 협상 및 체결과정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신청 확인서 접수 후, 제공자와 계약 체결 가능
 계약서의 내용은 ABS 특별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준수:

1. 계약서는 ABS 특별시행령 부속서 양식 3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야 함: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은 ABS
특별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계약서는 국가책임기관이 접근허가증을 발급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
3. 접근허가증 효력이 종료한 후 계약의 이행사항:
a. 접근자는 접근허가증의 효력이 종료한 후에는 접근이 불허
b. 이익공유 규정은 효력 지속
4. 접근허가증이 철회된 경우에는 ABS 특별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함
5.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베
트남법과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
 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으로 계약 체결 가능

베트남 유전자원 제공자
 제공자: 생물다양성법 제55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국가가 위
임(위탁)한 개인 그리고/또는 조직
 제공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해당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위임 또는 위탁 받
은(assigned) 개인 또는 기관만이 될 수 있음
 법 제55.2조: The State assig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manage genetic
resourc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a) Conservation area management units and organizations assigned to manage
conservation areas shall manage genetic resources in conservation areas;
 b) Head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facilities,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genetic resource storage and
preservation establishments shall manage their own genetic resources;
 c)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duals assigned to manage or use land,
forests or water surface shall manage genetic resources assigned to them for
management or use;
 d) 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manage genetic resources in their
localities, except cases specified at Points a, b and c of this Clause.

베트남 유전자원
IRCC 발급 및 공개
유전자원 접근허가와 이익공유계약에 관한 기본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전자문서로서, 국가연락기관이 ABSCH에 발급
한것
 농업 및 농촌개발부장관은, 유전자원 접근허가증 교부, 갱
신 또는 철회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
를 공개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자
연자원환경부장관에게 결정원본을 송부할 책임
 자연자원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접근허가증의 교부, 갱신
또는 철회를 결정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나고야의정
서에 따라 CBD 사무국 ABSCH에 해당 정보, 또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이행준수증명서(IRCC) 취소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을 공개할 책임

베트남 유전자워 이용 이익의
금전적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창출된 상품: 상품 총연간소득액(total annual revenue
of such product)의 1% 이상이어야 함
 유전자원이나 그 파생물의 이전으로 취득된 금전적 이익: 총이전가치의 2% 이

상을 제공자에게 제공
 해당 유전자원에 기반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총소득
의 2% 이상을 제공자에게 제공
 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
 a, 제공자가 지역인민위원회이거나 보호지역의 관리청, 또는 유전자원을 저장
또는 보존하는 국영시설인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보전시설, 또는 주정부가 위탁
한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소인 경우: 공유 금액의 30%를 동 조 제1항 및 2항에 따
라 유전자원 제공자에게 지불되어야 함. 나머지 70%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회계에 귀속되어야 함
 b. 제공자가 개인이거나 가정 또는 국가가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기
관인 경우: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익공유 금액의 50%를 제공자에게, 나
머지 50%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회계에 귀속되어
야함

베트남 유전자원 이익의
비금전적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과

그 공유: 당사자들간에 계약에 따라 합의됨
 비금전적 이익의 수혜자: 국내제공자, 해외접근자의
국내동업자,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
 유전자원의 기원(출처) 공개요건: 과학적 연구 결과 발
표, 또는 동 유전자원을 접근 및 이용하여 혁신적 결과
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때, 명확하게 공개

파생물 적용성? 일부

-Utilization of GR: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합성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파생물(Derivatives):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작용의 결
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생화학적 합성물. 단, even if it
does not have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범위에 대해서는 원산지국 ABS 조치(법률) 참조/준수

인도-상업적 이용 목적
 상업적 이용?“의약품, 산업용 효소(industrial enzymes),

음식의 향료(food flavors), 화장품, 유화제(乳化劑), 수지
성 유제(oleoresins), 색감(colours), 추출물과;
 유전적 개입(genetic intervention)을 통해 농작물과 가축
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유전자(genes) 등과 같은 생물자원
을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최종용도(end uses)로 이용하는
것
 제외: 전통적 육종 및 관행(conventional breeding or
traditional practices in use in any agriculture, horticulture,
poultry, dairy farming, animal husbandry or bee keeping)

브라질-연구
 과학적 연구/기술개발/바이오탐사로 분류
 과학적 연구? 비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유산의 표본에 대하여 수행








되는 연구. 유전자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또는 과학적 활동은
molecular methodological tools를 사용
(i) 종이나 분류그룹의 진화적 과정, 이들 생물체 사이 또는 환경
과의 관계, 또는 밀집군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평가 또는 확인;
(ii) 종이나 specimen의 존재 확인을 목적으로 affiliation 검사,
sexing techniques 그리고 karyotpye 이나 DNA 분석;
(iii) epidemiological 연구, 또는 질병이나 physiological state
의 측도라고 할 수 있는 생물체내 특징물질의 농도 측정과 더불어,
질병의 etiological agents 확인을 위한 연구;
(iv) DNA, tissue, germplasm, blood 또는 serum 수집을 위한
연구

말레이시아-연구와 개발
 연구: 분석, 표본조사, bioassaying 그리고 목록화 또는 분류학적 연구

를 포함한 모든 목적의 기타 방법을 통한 연구, 체계적 조사 또는 기술적
응용과 상업적 잠재성이 있는 생산방법
 적용제외:
(i) 상업, 레크리에이션 또는 게임 목적으로 어로행위;
(ii) 식량 목적의 동물 또는 식물의 취득;
(iii) 식용기름과 꿀 등 천연상품 취득 목적;
(iv) 번식목적의 식물증식물질의 수집;
(v) 상업적 삼림행위 수행 목적
 기타 제외:
-(i) 유효한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2007년 생물안정성법에 정의된
LMO ; or
-(ii) 육종가의 권리가 부여된 식물신품종으로서 2004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행법률 필수 요소: 국가책임기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가책임기관을
지정 의무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 발급 책임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 책임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국가책임기관 및
소관 유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별 소관 유전자원
 과기부: 생명연구자원(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
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
 농림부 : 농업생명자원(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보건복지부 : 병원체자원(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
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
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와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

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환경부 : 야생생물(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
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분야 생물자원(사람을 위하여 가치
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
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와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
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신고의무 적용 주체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개인
 재외국민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







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기관 또는 국제기구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준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계 대한민국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
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동연구 내국인: 위 5개 주체(외국인 등)와 공동으로 국내유전자
원 이용하는 내국인
인계내국인: 국내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등에게 국내유전
자원을 인계하는 내국인
인계외국인: 국내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등에게 국내유전
자원을 인계하는 외국인등

소관 불명 책임기관
순차적 확인절차
 첫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려는 기관이 소

속 또는 산하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 관할하는 책임기관
 둘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병원체인 경우 농림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인 경우 보건복지부
 셋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서식지(농지, 산림, 야
생, 담수, 해양 등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이 있는 물리
적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책임기관
 넷째, 유전자원법 제18.1조상 관계부처협의체 결정

이행법률 필수 요소: 국가점검기관
 점검기관 지정 의무.
 사전통보승인(PIC),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MAT),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
 위에 명시된 정보 제공 및 미 준수 상황 해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 채택
 K-ABSCH 통해 기밀 정보 보호 제외하고, IRCC 등 정보를
적절한 관련 국가 기관(국가책임기관), 사전통보승인을
하는 당사국, 그리고 ABSCH에 제공
 유전자원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모든 진행 단계 정보 효과적 이행 의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신고의무
 '18.8.18일부터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








하려는 자는 점검기관의 장에게 절차 준수의 신고
절차 준수의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이나 용도, 이용 목적·내용 등
을 고려하여 접근한 유전자원등을 소관하는 점검기관의 장
에게 신고
신고기간: 접근에 대한 승인(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소관 점검기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우리나라 점검기관 및
소관 유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공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








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 「농업생명자
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안전성센터) : 「생명연구자원의 확
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
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해외 유전자원 소관 점검기관
판단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 생명연
구자원(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명자원(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보건복지부 : 병원체자원(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
원체 및 관련 정보와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환경부 : 야생생물(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분야 생물자원(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와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
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신고기관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이나 용도, 이용 내용, 접근 가능한 책임

기관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을 소관하는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소관유전자원 검색시스템: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 http://kobis.re.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aris.re.kr/
-생명자원정보서비스 : http://www.bris.go.kr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http://nccp.cdc.go.kr/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 http://www.kbr.go.kr/index.do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 http://mbris.kr/main.do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소관 불명 점검기관
순차적 확인절차
 첫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려는 기관이 소

속 또는 산하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 관할하는 책임기관
 둘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병원체인 경우 농림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인 경우 보건복지부
 셋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서식지(농지, 산림, 야
생, 담수, 해양 등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이 있는 물리
적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책임기관
 넷째, 유전자원법 제18.1조상 관계부처협의체 결정

해외유전자원 점검 신고 제출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









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접근하려는 유전자원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 및 이용기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
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의 이용방법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국내유전자원 접근사항 변경신고
 변경신고의 대상

1. 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
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
 변경신고 구비서류
1.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2.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만 해당)
 변경신고 기관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책임기관의 장

접근신고서 처리 실무











① 접근 신고서는 신고인이 통합신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소관 책임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접수한 접근 신고서(접근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제7조의 기준에 따른 소관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접근 신고서를 지
체없이 해당 책임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관분야 판단기준에 따라 소관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른 책임기관 소관분야의 접근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책임기관에 이송
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접근 신고서
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책임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2 이상의 유전자원등을 제공받아 하나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
한 경우에는 1건으로 접근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접근 신고된 2 이상의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소관 책
임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책임기관이 처리기관이 되며, 관련 책임기관은 협조기
관이 된다.
⑤ 제4항단서에 따라 소관 책임기관이 다수인 신고서를 접수받은 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신고
내용을 협조기관에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기관은 그 회신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접근 신고서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협조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접근 신고서를 접수한 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신고 증명서(별
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를 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
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접근 신고의 갈음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
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
인을 받은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
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위에 따라 접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가 필요한 경우 접근 신
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한 신고기관, 제출서류 등에 대한 구
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준용

상호합의조건(이익공유계약)
체결 확인신청
 접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

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
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신청을 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호합의
조건 체결 확인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 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국내 유전자
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가능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을 받은 자가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
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접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해외 유전자원 소관 점검기관
판단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 생명연
구자원(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명자원(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보건복지부 : 병원체자원(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
원체 및 관련 정보와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환경부 : 야생생물(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분야 생물자원(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와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
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해외 유전자원
절차 준수 신고 내용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

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영
업비밀 해당 가능성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사전통고승인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이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영업비밀에 해당)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영업비밀에
해당)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영업비밀이고 불필요함)
 접근허가 승인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영업비밀이고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문서

국가연락기관
 (유전자원) PIC/MAT 체결 절차 정보

 (전통지식) IPLC 전통지식의 PIC 취득,

승인과 참여 절차, MAT 체결 정보
 국가책임기관, IPLC, 관련 이해관계자
 (우리나라) 외교부와 환경부

ABS Clearing House
 ABS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ABS 관련 모든 정보의 제공 및 통로
 ABS 관련 모든 법률 및 조치(공개담당관)
 국가연락기관 및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허가증(PIC) 또는 상응 문서 발급 내용
 기타 IPLC, MAT, 점검방법 및 기법과 같은 비구속적

사항도 가능
 (우리나라)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합법적 이용 방안

















제공국/원산지국 ABS 입법의 엄격한 준수
(생물)유전자원/생물자원(파생물포함)
연락기관에 접근하여 적용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기관(국가책임기관) 확인
ABS 입법상 국가책임기관에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위한 절차적 정보 확인
제공국/원산지국의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접근허가증(PIC) 또는 상응 문서 취득
제공국/원산지국의 공개담당관이 자국 ABSCH 통해 간략한 PIC/상응문서 정보 등록하
여 국제이행준수증명서(IRCC) 발급
이용국의 점검기관에 신고
보통 IRCC 제출
필요시 점검확인증(CHC) 취득
제공국/원산지국의 담당기관(국가책임기관) 보고
MAT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상 의무 이행
단계별 연구 결과 공유
중요 연구결과 보고
연구 목적 변경시 또 새로운 다른 PIC 취득
제3자 양도 금지 또는 새로운 PIC 취득
이익공유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