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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가 2010년 채택된 이후, 각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를 비

준, 이에 대응한 국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향후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

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의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나고야의정서의 의무준수가 당면해 있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들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

률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체계의 마련이 필

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보제공과 동향파악은 전반적인 측면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밀도 있게 접

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국내 산업계에 다소 영향력이 있는 베트

남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2017년 5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칙령’을 공포하면서 베트남 내의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

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방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유전자원의 

상업화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 중 선도적인 입법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고 있

는 베트남의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의 대응방향 수립할 수 있으며, 베트남 이외의 동

남아 국가들의 입법방향을 대략적으로 나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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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베트남의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베트남은 남북으로 1,600km에 

걸친 넓은 해역을 가진 나라로 국토의 4분3이 산지이며 남북에 걸친 좁고 긴 형태

의 국가지형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많은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제(國制) 및 정체(政體)로 하는 국가로 국민의 대부분은 베트남 민족이

나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4개의 다수의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1)를 보유하여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국가이다. 전체인구

의 66%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가 전체의 과반수

를 차지하여 농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토지의 3/4이 경사가 있는 구릉지로 농작물 같은 1년생 작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년생 작물은 20% 미만 비율을 가지는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은 토양오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토양의 약 

50%가 생산력이 부족한 토양으로 파악되며 토양침식, 산성화, 오염, 가뭄, 산사태 

등의 이유로 토지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

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지역의 생태계 교란은 큰 문제로 부각되고 

 1)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5항과 제7조에 따르면 토착 및 지역사회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
지식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토착지역 사회의 전통지식과 관련
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국제적인 정의에 따르면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서 생활
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땅 또
는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있다. 또한, 독특한 언어,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단체 구성원이다(오선영, 구아.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동향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46권, 2015,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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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로 인해 동식물의 멸종, 토지생산성 저하, 농지 감소 등의 문제가 이어지

는 바, 현재 토양의 유실을 막고 생물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수변정비와 산성토양

의 개량, 조림 등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2)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베트남의 

입장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것으로 국가의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베트남은 1995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비준한 이후 2014년 4월 23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

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에 가입, 같은 해 10월 나고

야의정서를 발효시켜 관련한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3)에 대한 유전자원 의존도가 심한 상황4)과 중국이 입법

을 예고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生物遗传资源获取与
惠益分享管理条例)이 수정 없이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원료 공급를 다양

화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바이오업계의 특성상 

시간이 걸리지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지속적인 업계의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베트남의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 관련 법제도와 베트남의 ABS 이행절차를 서

술하여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법제도

1. 베트남의 법체계 및 조직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제(國制) 및 정체(政體)로 하고 있으며, 공산당은 

 2) 산림청, 『해외산림투자 가이드 – 베트남』, 산림청, 2013, 8면.
 3) 중국은 8만6000종이 넘는 동식물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다.
 4) 2017년 6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바이오업계의 약 49.2%

가 중국으로부터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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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국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부

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공

산당은 주요 국가 기구로서 1930년에 결성되었으며, 당원 수는 360만 명으로 5년

마다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본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의 국가

주석과 총리의 임기 또한 5년이다. 공산당은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

행하는 정부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베트남에서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단 하나의 권력으로, 이들 삼권은 국가권력의 각 측면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이해해야 한다.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은 1959년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지고, 단지 국

가권력의 행사를 분담하는 분업적인 개념이다. 베트남 최고 사법기관은 최고인민재

판소로서,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재판소에는 최고인민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재판소가 있다. 사

법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사법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

가와 조직의 재산보호, 공민의 생명ㆍ재산ㆍ자유ㆍ명예 보호 등이 있다. 헌법의 해

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약

하다는 지적이 있다.5)

2. 베트남의 생물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

(1) 생물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기본방침

베트남은 생물다양성협약 비준 후 일찍이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자원자원의 안정적인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구조를 만들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

하여 2008년 11월 13일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1일 발효, 2009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본 법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여 보호종에 대한 판매 및 교역, 반출 전반에 걸친 관리

를 규정하여 왔다. 베트남 「생물다양성법」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주요

기관,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법을 구체

 5)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overview (2017.9.12. 최종접속).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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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을 2010년 7월부터 시행하여왔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물다양성법에서 규정하여 왔

던 베트남은 2017년 5월 12일 생물다양성법 및 정부조직법, 계약법에 의거한 「유

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칙령」(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칙령)6)을 새로이 공포하였다. 이 칙령은 

베트남 내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공유 관련 활동의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총 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절차수행에 필요한 9가지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바, 베트남의 유전자원을 이용

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반적인 법률 내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

다. 1972년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을 공포하였으며 그밖에도 「환경

보호법」(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3), 「토지법」(Land Law, 1993), 

「숲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특별법」(Decision No. 08/2001/QD-TTg issuing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Special-use Forest, Protection Forest and 

Production Forests, which are Natural Forests) 등에서 ABS 관련 규정들을 일부 찾

아볼 수 있다.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1) 원칙

2017년 5월 12일 공포된 본 칙령은 베트남 내에서의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베트남 영토 내의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며, 유전자원의 접근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인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한하여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내기관 또는 내국인이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은 이해관계자 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 생물자원의 효

과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과학연구 절차 및 유전자원의 상업화를 촉진하며, 특히 

6) vietnam ABS Decree No.59/2017/ND-CP
7) 산림청, 앞의 책,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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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2) 대상 및 범위

이 칙령은 연구 또는 상품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에 적용된다고 하여 인적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9) 여기서 유전자원의 이용이라 함은 본 칙령에 규정한 생명공학기술의 적

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10) 베트남 칙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나고야의

정서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의 범위는, 파생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칙령

에서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

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파생물로 규정하고 있

다.11) 그 밖에도 칙령에서는 칙령의 대상이 되는 주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유전자원 접근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12)

8) 칙령 제5조.
9) 칙령 제2조.
10) 칙령 제3조 제11항.
11) 칙령 제3조 제6항.
12) 칙령 제3조.

제공자 정부가 유전자원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개인 또는(그리고) 기관

접근자 베트남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그리고) 기관

제3자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의 조건에 따라 접근자로부터 이전된 유전자
원 또는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접근하는 개인 또는 기관

생명공학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생물
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 의무
준수인증서

국가연락기관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공개되며, 유전자원 접근허가, 접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에 관한 계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문서

<표1> 칙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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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은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이다. 국가연락기관은 ①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 발

급·갱신·취소 업무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모니터링, ② 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한 연

락, 정보제공 및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의 정보교환 조율 및 국가보고서 작성, 

당사국 회의 시 의견제시 및 결정 이행, 국가의무사항 이행 조율의 추진, ③ 나고

야의정서 준수를 위한 이행조치에 대하여 타 국가와의 조율 등 양자·다자 국제협

력의 추진의 업무를 수행한다.13)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으로는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Development)와 천연자원환경부를 지정하고 있다. 국가책임기관으

로서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작물 품종, 가축, 수중생물종, 묘목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증을 발급·갱신·취소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천연자원환경부는 농업농촌개

발부의 관리 대상 범위로 지정되지 않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증을 발급·갱신·

취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연락 기관 및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천연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13) 칙령 제5조.

파생물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
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비상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 또는 상품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활동수행을 허가하기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에서 접근자에게 
발급한 문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
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에 관한 계약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조건에 관한 제공자와 접근자 사이의 협약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약칭

유전자원 원산지
야생 유전자원이 수집되거나 유전자원이 장기간에 걸쳐 사육되거나 생산
되어온 장소

유전자원 이용
본 칙령에 규정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그리고)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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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14) 천연자원환경부는 ① 칙령에 규정된 지정된 과업을 이행해야 하며, ② 유

전자원,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③ 유전자원, 유

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

에 대한 전자포털 및 정보망을 통한 등록·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

며, ④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⑤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의 업무추진15) 시 관련

부처16)와 조율하여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 농업농촌개발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농업농촌

개발부는, ① 본 칙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업을 이행해야 하며, ② 관리대상 

유전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천연자원환경부와 유전자원에 대한 정

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환하여 한다.

천연자원환경부 및 농업농촌개발부 이외에도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기

관들로는 보건부, 기타 정부기관, 지역인민위원회,17) 코민18)급 인민위원회 등이 있

다. 보건부는 지정된 의무 및 권한 내에서 칙령의 규정을 이행하고, 국가책임기관

의 요청 시 제약용 유전자원의 접근허가 신청서류 심사위원회의 후보 추천 및 심

사활동을 위하여 제약용 유전자원 관련 정보 및 데이터의 제공·교환의 의무가 있

다. 기타 정부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은 국가책임기관

의 요청 시 담당의무 및 권한 내에서 유전자원의 접근허가 신청 서류의 심사에 참

여하고, 심사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

관과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교환할 의무가 있다. 지역인민위원회

는 관할권 내의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허가 신청 서류의 심사업무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책임기관

과 조율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요청 시 관리지역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및 데이

14) 칙령 제26조.
15) 여기에서의 업무추진은 천연자원환경부가 주체인 업무를 의미한다. 
16) 칙령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관련부처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17) 지역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이며, 국회의 산하로 분류되나 정

부조직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지역인민위원회의 경우 베트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결과로 보고가 요구되는 절차는 존재하나,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점검기관으로서 ABSCH
에 기재되어 있는 조직은 아니다. 

18) 코민의 사전적 정의는 프랑스의 주민자치제로서 프랑스 중세의 주민자치제, 특정관리지
역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코민의 경우 지역, 지방보다 낮은 단계의 소규모 인
민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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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민급 인민위원회의 경우 칙령의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을 수행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행 및 코민 내 유전자원 겁근

이 허용된 기관·개인의 관련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유전자원 접근 허가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하여 처리하고 국가책임기관에 보고, 국가책임기관의 서면요청 시 코민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기관·개인의 유전자원 접근 및 기타활동 현황 

보고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4)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칙령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내용을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칙령 제2장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허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유전자원 중 접근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19) ① 상업

적 목적 또는 상품개발을 위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개인 

및 기관, ② 목적에 관계없이 베트남 영토 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외국

이 및 외국 기관, ③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개인 및 

기관이다. 베트남의 경우 내국인이라 할 지라도 상업목적, 상품개발 및 국외반출에 

있어서는 접근허가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접근허가가 있어야지만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유전자

원 접근 및 등록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인

데, 유전자원 접근을 신청하는 자는 ① 생물학·생명공학·제약학 또는 농학 등 유전

자원 관련 분야에서 고등교육학위20)의 소지자 또는 ② 베트남 법령에 따라 운영되

는 생물학·생명공학·제약학 또는 농학 분야의 과학기술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기관에서 본 칙령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증된 자이어야 한다. 접근신

청에 있어서 학사학위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타 법령에서는 찾아보기 어려

운 독특한 조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칙령은 접근 및 허가발급 신청요건21)과 등록절차,22) 이익공유 계약 협상 

및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접근허가를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은 등록된 

목적에 한해서만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만약 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9) 칙령 제7조.
20) 우리나라의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문에 표기된 ‘graduate 

degree’는 대학원 이상 학위이지만 본문 내 부연설명이 학사 이상의 학위로 명시되어 있
어 대학 교육 이상을 포함하는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의 오기로 판단된다.

21) 칙령 제8조.
22) 칙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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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 대한 신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23)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접근

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허가증에 명시된 목적의 

변경 없이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를 부여한 국가책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 이전이 만약 허가증에 명시된 목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취득하기 전의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별도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제3자에 대한 이전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

유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접근자와 제공자 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이전을 수

반한다.24) 칙령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의 이용으로

부터 도출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에는 접근된 유전자원

의 출처 또는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5)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는 금전적 이익공유와 비금

전적 이익공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26) 이에 대한 상세한 처리규정을 포함

하고 있다.27)28) 

5) 연구 목적의 유전자원의 반출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전자원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이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나, 연구목적의 유전자원 반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

의 제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주체가 베트남 

국적의 “학생”일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29) 

우선 학술목적으로 유전자원을 반출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학생30) 또는 박

사과정은 국가책임기관 사무실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

23) 칙령 제14조.
24) 칙령 제14조 제2항.
25) 칙령 제14조 제3항.
26) 칙령 제21조.
27) 칙령 제22조 내지 제23조.
28)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Ⅲ. 베트남의 ABS 이행절차에서 후술한다. 
29) 칙령 제20조
30) 법에서는 Students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Researcher)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또한 법에서는 Students 와 doctoral students로 구분하고 있는 바, students의 
경우 박사과정을 제외한 학생, 즉 학사 또는 석사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학생에 초·중·고의 학생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 문제되
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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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는 ① 학술을 위한 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서(별지서식 제8호), ②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효한 서류(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 및 개인

정보가 기재된 기타서류)의 원본 또는 공증사본(이하 통틀어 신분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외국 과학기술기관 또는 대상 학생이 학술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서면

추천서(이 때 추천서는 해당 학생 또는 박사과정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학술

을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이며, 제출은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 분석 또는 평가수행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

하고자 하는 베트남 과학기술기관은 국가책임기관 사무실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①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신청서(별지서식 제8호), ② 신청기관의 법적지위를 나타내는 문서,31) ③ 베

트남 과학기술기관의 요청시 유전자원을 수령할 외국기관의 서면 동의서, ④ 국외

반출 예장인 유전자원과 관련된 국가책임기관이 승인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법적 서류이며, 제출은 직접제출 또는 온라인,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만약 국외로 반출되는 유전자원이 “조건부 이용 및 접근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

는 반출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은 법에 따라 관리담당부처의 서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첨부서류를 수

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외반출 허가여부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을 실시해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칙령에 첨부된 별지서식 제9호에 의해 작성하며, 만약 거절통

보의 경우 국가책임기관은 거절 사유를 명시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6) 보고 및 공지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한 자는 국가책임기관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

무가 있다. 칙령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대상, 즉 유전자원 접근허가증을 신청한 개

인 또는 기관은 유전자원접근허가증에 명시된 유전자원 접근활동에 대한 보고서, 

유전자원 이용현황 및 결과에 대한 격년보고서 및 국가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비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칙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목

적으로 유전자원을 반출한 학생 및 기관 등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전자원의 국외반출을 허용한 국가책임기관에 학술/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천연자원환경부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

31)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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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샘플보고서 지침을 배포해야 한다.32)

국가책임기관인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

유에 대한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유전자원의 접근허가 발급, 갱신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천연자원환경부로 해당 결정문 원본 1부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천연

자원환경부는 유전자원의 접근허가 발급, 갱신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국제인

정 의무준수인증서를 취소하는 의무와 기타 관련 사안을 ABSCH에 공지할 의무

를 지닌다.33)  

농업농촌개발부와 천연자원환경부의 정보 공개 기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천연

자원환경부의 경우 국가연락기관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다소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7) 기타 사항

본 칙령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과 타 법령에서의 규정 등으로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본 칙령의 발효일 “이전”에 국가책임기관에 제출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신청서류는 2009년 7월 1일에 제정된「생물다양성법」의 규정에 따라 고려되

고 심사된다. 2009년 7월 1일부터 본 칙령의 발효일(2017년 7월 1일)까지 유전자

원에 접근한 기관 및 개인이 유전자원의 이용을 지속할 의사가 있으나, 허가를 취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칙령에 따라 접근허가 등록 및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한 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인민위원회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접근

신청허가가 부여된 서류를 천연자원환경부에 이관하여야 한다.34)  

칙령의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의하여 

이행되며 칙령의 규정과 중복되는,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65/2010/ND-CP)」상

의 제18조,35) 제19조,36) 제20조37)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38) 

32) 칙령 제25조.
33) 칙령 제24조.
34) 칙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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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법(No.20/2008/QH12)및 시행세칙

「베트남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여 보호종에 대한 판매 및 교역, 반출 전반에 걸친 관리를 규정하

고 있다. 2017년 발효된 칙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생물다양

성법이 적용된다. 

생물다양성법은 유전자원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

양성보전, 현지 내 보전, 현지 외 보전, 생물다양성보전 시설, 생물다양성, 유전

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료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험평가, 

유전자, 생물다양성 지형, 생태계, 자연생태계(natural ecosystem), 새로운 자연생

태계(new natural ecosystem), 자연보전지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39) 주요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물다양성법에서는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40)과 그 역할,41) 사전통고승

35)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제18조 (유전자원의 접근허가서 발급절차, 수속)
36)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제19조 (유전자원 접근관리 및 이익공유)
37)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제20조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공개, 공유)
38) 법령상에서는 “무효화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39)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40) 생물다양성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국가책임기관과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1) 생물다양성법에서는 특별히 유전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고 있다. 멸

종위기에 처한 희귀종이나 희귀종 목록에 기재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를 부여하는 

대상 적용범위

유전자원
유전자원은 자연보전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과학연구·기술개발
시설의 모든 종 및 유전자 검체(genetic specimens)가 포함된다.

소급적용
생물다양성에 관한 베트남 국내법 및 베트남정부의정서 65/2010/ND-CP
는 소급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전통지식

생물다양성에 관한 베트남 국내법에 전통지식 자체에 대한 정의는 규정
되어 있지 않으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of 
genetic resources)에 대한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원주민의 
지식, 경험 및 이니셔티브를 의미함

<표2> ABS 관련 주요 정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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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상호합의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2017년 공포된 칙령에 의

하여 현재로는 무용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법은 더불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42) 제64조 1항에 

의하면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저작권은 국가에서 보호하며 국가가 기관 및 개인에

게 전통지식을 등록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제2항은 과학기술부가 관련 부처 및 장

관급 부처들과 전통지식 저작권 등록에 관한 지침에 있어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벌칙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이용국 조치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2009년 7월, 「베트남 정부의정서 생물다양성법의 세부규정 및 시행 안내에 관

한 정부의정서(65/2010/ND-CP)」43)을 제정,  2010년 7월 시행하여 유전자원의 접

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이른바 베트남 생물다

양성 시행세칙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전구

역, 각종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개발 계획에 관한 일부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의정은 베트남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개발에 관한 직접 활동이 있

거나 관련이 있는 국내조직, 가족, 개인 및 외국인 조직, 기관, 개인 및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전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승인절차 및 수속에 관하여 정하면서 성 또는 중앙직할시, 부처나 부처급 기

관으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보전계획의 조정절차와 수

속, 보전구역 등급의 분류기준, 국가적 보전구역의 설립사업 수립 및 심사 책임, 

보전구역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설립 

시 등록과 증명서 발급 및 회수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 접근과 

유전자원 접근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수속, 유전자원 접근의 관리 및 이익의 분배, 

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공급, 공유 및 공개에 대하여 각각의 조문을 두고 구체적으

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역시 생물다양성법과 마찬가지로 칙령과 중복되

는 부분의 경우에는 칙령에 따르게 되며, 세칙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경우는 칙령

에 의하여 무효화가 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

권한은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그 밖의 유전자원의 경우에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제정된 칙령에서는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를 명시적으로 
국가책임기관으로 정하면서,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유전자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42) Artical 64. Traditional knowledge copyrights on genetic resources
43) No.65/2010/ND-CP, 

(http://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5513)

http://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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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법 시행세칙은 칙령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작용됨

을 알 수 있다. 

(4) 과학기술부령 01/2007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 시행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06년 9월 22일 정령 

제103/2006/ND-CP의 의행을 제공하는 성령」44)(이하 과학기술부령 01/2007)이라 

한다)에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베트남 특허제도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령 01/2007 제23.11조에는 다음과 같이 특허출원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3.11조 발명이 그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또는 전
통지식에 관한 발명등록신청서에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접근한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원천에 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선언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을 진다.

<표3> 과학기술부령 01/2007

과학기술부령 01/2007에는 별도로 ‘유전자원’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베트남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45)에서 유전자원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과학기술부령 01/2007에서 의미하는 유전자원의 명확한 범위에는 모호한 면이 

존재한다. 또한 특허출원 시 출원인에게 출처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접근자의 

국적 등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관계없

이 출처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전자원 및 관련한 전통지식

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원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출원인은 관련 정보

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출원인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을 직접 입수한 경우와 중개인을 통해 입수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처공개에 

44) 과학기술부령 제 01/2007/TT-BKHCN
45) No. 36/2009/Q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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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46) 

다만 출원일 인정요건47)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요건은 포함되어 있

지 않다. 해석에 따르면 출원인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더

라도 베트남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48) 하지만 산업재산권 등

록출원의 경우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 출원은 유효하지 않다.49) 출처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원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거절통지를 하고, 

출원인이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청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0) 또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요건의 미

준수에 대한 처벌은 정해져있지 않다. 

현지 법률사무소의 견해에 따르면, 출원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출처를 공개하지 

않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출원인이 출처를 공개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특허출원

은 거절되지 않고, 제3자의 이의신청의 이유도 되지 않으며, 특허의 무효이유도 보

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 베트남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할 때 유전자

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베

트남 특허청의 입장은 과학기술부령 01/2007 제15.3조 및 제17조에 따라 즉시 특

허출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기간 내에 출처에 관한 문서를 보충하는 

것을 출원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51) 

이러한 출처공개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부령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9일 이후

의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일 이전에 유

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입수·보관하고 있던 경우, 이러한 유전자원을 발명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때에 출처공개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해석하기로는 이

전에 입수한 유전자원이라고 할지라도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부령

의 시행일 이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52) 또한 과학기술부령 제23.11조의 출처공개요건은 

46)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各国における遺伝資源の利用と特許制度に関
する 調査研究報告書」, AIPPI·JAPAN, 2016, 148면.

47) 과학기술부령 01/2007 제7.1조 및 제12.2조 (a).
48)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各国における遺伝資源の利用と特許制度に関

する 調査研究報告書」, AIPPI·JAPAN, 2016, 148면.
49)  No. 36/2009/QH12 제109조 제2항 (a).
50)  No. 36/2009/QH12 제109조 제3항 (b).
51)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各国における遺伝資源の利用と特許制度に関

する 調査研究報告書」, AIPPI·JAPAN, 2016,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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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루트에 따른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

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및 PCT 출원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듯 베트남에서는 발명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직접적으로 근거할 

경우에는 출처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베트남 특허청과 나고야의정서 이

용국가조치의 연관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5) 환경보호법(52/2005/QH11)과 시행세칙(80/2006/ND-CP)

베트남은 2005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 국회조직법 

제91조,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라 환경보호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

은 환경보호 활동, 정책, 조치, 재원 등과 환경보호에 관한 단체, 가정 및 개인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국내단체, 가정 및 개인,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재외 베트남인, 외국 단체 및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환경보호법은 총 15장 1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환경보호법은 제1장 총칙규정에서 국가의 환경보호정책, 환경보호 활동의 

장려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구체적인 환경기준에 대하여 자세

히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서약, 제

4장에서는 천연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생태다양성의 보

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생태다양성 보호는 지방인민공동체 및 관련 법인

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보장하는데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희귀 토

착 유전자원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유전자 은행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치 있는 

유전자의 수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희귀 및 멸종위기 동물 및 식물은 다음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환경자원부는 생태다양성 관련법에 따라 생태다양성을 보호할 책

임을 진다. 또한 자연조경의 보호 및 개발, 천연자원의 조사 및 탐사, 개발, 사용 

등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천연자원 조사 및 탐사, 개발, 사

용은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기획에 따라야 하며, 천연자원 개발 및 사용 허가 

시에는 모든 환경보호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천연자원 개발 및 사용 시에는 관

할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개발 및 사용 허가의 환경보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체 및 개인은 천연자원 조사, 탐사, 개발 및 사용 중 환경보호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2)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各国における遺伝資源の利用と特許制度に関
する 調査研究報告書」, AIPPI·JAPAN, 2016,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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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보호법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채택되었으며 정부조직법(2001) 및 환

경보호법(2005)에 기초하고 있다. 총 3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첨으

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대상 프로젝트 및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천연자원환경

부가 평가, 승인하는 부처 간 및 지방간 프로젝트에 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이 시행세칙은 환경기준,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서약,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 환경보호, 유해폐기물의 관리, 환경정보 및 데이터의 공개에 관

한 환경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 국내단체, 

가정 및 개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활동을 영위하는 재외 베트남인, 

외국단체 및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시행세칙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범위와 적용대

상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구체적인 환경기준,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보호서약, 생산, 사업 및 서비스 활동 시 환경보호, 폐기물 관리에 관

하여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6) 자원환경 데이터의 수집, 관리, 사용에 관한 정부의정 (102/2008/ND-CP)

자원환경 데이터의 수집, 관리, 사용에 관한 정부 의정은 2008년 9월 15일 채택

되었으며 총 6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정은 토양, 수자원, 지질과 

광산, 환경, 수문기상, 측량과 지도, 해양과 섬의 자원환경 데이터의 수집, 관리, 사

용 및 자원환경 데이터의 수집, 관리, 사용과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과 권한

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 규정에서는 의정의 범위 및 적용

대상, 자원환경 데이터의 정의, 자원환경 데이터 수집, 관리, 사용의 기본원칙, 국

가의 인센티브 정책 및 자원환경 데이터의 국제협력 장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장은 자원환경 데이터의 수집,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환경 데이터 

수집과 제공에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의 책임 및 권한, 자원환경 데이터 수집, 처리

를 위한 경비조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3장은 자연환경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형식 및 절차, 조직이나 개인의 책임 및 권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자원환경 데이터의 관리기관의 책임 및 권한을 정하면서, 국가, 환

경부,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있다. 제5장은 위반에 대한 처리, 

분쟁, 고발의 해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시행효력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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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의 ABS 이행절차

1. 유전자원의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관련 사항

(1)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 기본 사항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에 유전자원 접근허가 등록

을 한 후,  제공자와 계약서 협상 및 체결을 실시한다. 이후 코민급 인민위원회에 

계약서 보증을 신청하며, 보증 결과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에 유전자원 접근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기타 서류의 제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의 절차를 따라

야 하며,53) 접근허가를 또는 갱신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요금 및 수수료 관련 

법에 따라 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54)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가책임기관에 유전자원 접근허가 등록 및 

허가증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데, 이 때 적용대상은 상업적 목적 또는 상품개발을 

위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개인 및 기관, 학술 및 연구목적

을 제외하고55)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개인 및 기관과 

목적을 불문하고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기관이다. 이 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칙령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청하는데, 유전자원 분야의 학사학

위를 소유하거나 칙령 별지서식 제1호서식에 따라 베트남 내의 과학기술기관이 보

증한 자이다. 

우선, 유전자원의 접근하기 위한 개인 및 기관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등록서

류를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의 등록서류는 ① 유전자원 접근등록 

신청서(칙령 별지서식 제2호), ② 접근자가 기관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기

관의 법적 지위를 나타는 문서,56) ③ 접근자가 개인일 경우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

하는 문서57)의 원본 또는 공증사본, ④ 접근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일 경우 베

트남과학기술기관에 체결한 협력약정서, ⑤ 다수의 기관 및 개인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을 담당할 대표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서면 

53) 칙령 제8조.
54) 칙령 제19조.
55) 칙령 제20조.
56)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7)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기타증서로서 신분증을 의미

한다. 



∣178∣　환경법과 정책 제20권(2018.2.28)

위임장이다. 국가책임기관은 접근자로부터 등록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허가를 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58)

 등록에 대한 서면확인증을 수령한 이후, 접근자(신청자)는 제공자와의 계약 및 

협상을 체결하는데 이때의 계약은 칙령 제15조(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 이상의 개인 또는 기관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동

으로 계약을 협상 및 체결해야 한다.59)

코민급 위원회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유전자원 제공

자의 주소가 등록된 지역에서 접근자(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서를 보증해야 

한다. 계약의 심사 및 보증을 접근자(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류를 코민급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 때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등

록승인서 사본, ② 관련당사자(제공자과 접근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③ 신분증이

다. 계약에 대한 보증은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코민급 위원회의 보증을 완료한 접근자(신청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접

근 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①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등록승인서 사본, ② 코민급 인민위원

회의 보증을 취득한 제공자 및 접근자 간 합의 후 체결한 계약서, ③ 접근대상 유

전자원이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된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유전자원 관리 담당부

처 또는 기관의 서면 인가, ④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적법한 자격60)을 지니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최초의 유전자원 접근등록승인서 발급일

로부터 최장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지정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신청서류는 무효로 간주한다.61) 

제출된 ‘접근허가 신청서류’에 대하여 국가책임기관은 그 내용과 형식적 요건을 

확인한 뒤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가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실시해

야 한다. 만약 신청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절 결

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접근자가 서류보완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족한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58) 칙령 제9조.
59) 칙령 제10조
60) 칙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 학위 및 칙령 별지서식 1호에 의한 보증을 의미한다. 
61) 칙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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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기관은 유효한 신청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심사

를 수행하는 데, 이때 비상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허가 신청서류의 경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상업적 연구 또는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접

근허가 신청서류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

성하게 된다. 이때의 심사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 및 기타부처 

담당자,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지역 소속 인민위원회 및 관련전문가

로 구성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① 생물다양성법 제59조에 명시된 규정 준수 

여부, ② 신청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 ③ 현행 규정에 따른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 내용의 관련성, ④ 생물다양성, 경제, 사회에 

대한 접근활동의 영향평가, 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에 대한 기

관 및 개인의 역량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허가여부를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만약 거절통보를 하게 된다면,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거절사유를 명시

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6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를 받게 된다면, 국가책임기관은 장은 칙령 별지서식 

제4호에 근거한 서식에 의하여 접근허가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접근허

가증의 유효기간은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허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목적 및 유전자

원 접근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책임기관이 설정하며 최장 3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접근허가가 부여된 개인 및 기관은 유전자원이 수출금지 또는 제한목록에 수

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해당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권리

를 지닌다.63)

(2)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

접근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지속하고자 하

는 개인 또는 기관은 허가증의 기간이 만료되기 2달 전에 허가 연장 신청을 위하

여 필요한 서류(허가갱신서류)를 를 국가책임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갱신서류는, ① 칙령 별지서식 제5호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허가 

갱신 신청서, ② 기발급된 허가증 및 제공자와 접근자간 체결된 계약서에 의거한 

62) 칙령 제13조.
63) 칙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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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결과보고서, ③ 기발급된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사

본, ④ 접근자 및 제공자 간 체결된 계약서 사본, ⑤ 당사자 간 유전자원 접근 활

동의 연장을 위한 제공자의 서면 동의서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를 부여하는 국가책임기관은 신청자로부터 허가갱신서

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 

후 허가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문은 칙령 별지서식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다. 

연장기간 역시 최초의 허가 기간과 마찬가지로 칙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최장 

3년이며,64) 갱신 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3) 접근 목적의 변경 및 제3자 양도에 관한 규정

접근허가증을 수령한 개인 또는 기관은 최초 등록한 목적에 한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최초의 접근목적과 다른 이용을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신규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칙령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접근된 유전자원 및 파생물을 제3자에게 이전할 때에도 별도의 절차를 필

요로 하는데, 우선 허가증에 명시된 목적의 변경없이 유전자원 또는 파생물을 이

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경우, 유전자원 대한 접근허가를 부여한 국가책

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접근된 유전자원 또는 파생물의 

이전이 허가증에 명시된 목적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최초의 접근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취득하기 전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허

가 취득을 위한 칙령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65)

접근된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은 허가증에 대한 이전 뿐만 아니라, 제공자와 계

약한 이익을 공유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의무의 이전을 수반한다.66)

(4) 접근 허가 취소

국가책임기관은 칙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적발한 때에는 개인 또는 기

관에 부여된 접근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사유로는, ① 개인 또는 기관에서 

64) 칙령 제17조.
65) 현실적으로는 목적의 변경이 있는 이전은 불가하며, 제3자가 직접 계약 및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6) 칙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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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출한 경우, ② 유전자원

의 접근 및 이용활동이 베트남 국민, 환경, 안보, 국방 또는 국익에 반할 경우, ③ 

허가범위를 초월하여 유전자원에 접근 및 이용한 경우와 ④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는 접근허가를 취소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이미 발급된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 허가에 대한 위반 정보 또는 이의사항을 접수한 날로부

터 최장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접근허가 취소에 대한 결정

문은 칙령 별지서식 7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허가취소에 대한 결정문이 발행된 때부터 접근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

용을 지속할 수 없으며, 다만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접근된 유전자원

의 이익공유 협약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타법에 관련규정이 존재할 경우 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훼손에 대한 보상 및 복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67) 

2.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관련 사항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계약은 칙령 별지서식 제3호에 규정된 주요내용을 포

함하여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칙령의 조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이 때의 계약은 국가책임기관에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허가증을 부여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만약 접근허가증이 만료될 경

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허가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 내의 이익공유 조항만

이 그 효력이 유지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칙령 제18

조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익공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베트남법 

조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으로 가입된 조약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

다.68)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종류로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칙령에서 규정하는 금전적 이익의 예시로는, ① 표본 접근

료/수집료, ② 로열티, ③ 상업화 시 사용료, ④ 일시금 또는 단계별 목표달성 기술

료, ⑤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금전적 이익이 있다. 비금전적 이

익의 예시로는, ① 연구결과의 공유, ② 상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유전자원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④ 제공

67) 칙령 제18조.
68) 칙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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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유저자원에 대한 기술이전, ⑤ 제공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연구개발에 대한 

연수 및 역량개발 실시, ⑥ 유전자원의 접근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공

헌율에 비례한 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⑦ 기타 비금전적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69)

금전적 이익공유는 제공자와 국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지분은 적어도 해당제품의 

총 연매출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또는 파생물의 이전 또는 유전자

원에 기반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의 지분은, 

총 이전가치 또는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부터 창출된 총 매출의 최소 2% 이상이

어야 한다.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처리는 제공자의 소속에 따라 달

리 정해진다. 제공자가 코민급 인민위원회, 보호구역의 이사회, 유전자원을 저장·보

전하는 국가관리시설,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또는 국가연구기술개발기관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공유된 금액의 30%는 유전자원에 제공자에게, 잔여 70%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귀속된다. 제공자가 단순한 개인, 

단체, 또는 국가에서 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일 경우에는 비율에 따

라 공유된 금액의 50%를 제공자에게, 잔여 50%를 국가예산으로 귀속한다.70)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경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비금전적 이익 및 

이러한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야 한다. 비금전적 이익의 수혜자에는 베트남 내의 제공자, 국외 접근자의 베트남 

지역 내 파트너 및 기타 관련기관과 개인이 포함된다. 특히 과학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 또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

원 시에는 접근된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71)

Ⅳ. 베트남 이행법률의 평가

1. 베트남의 이행법률의 의미

(1) 국가차원의 보전 전략의 수립

69) 칙령 제21조.
70) 칙령 제22조.
71) 칙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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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개발도상국 국가로서는 최초로 1985년에 국가보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

다. 이후 1991년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가 10개년 계획을 승인하였고, 

1994년에는 환경보호법 채택 및 과학기술환경부(MOSTE) 설치, 1995년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의 발효 등 다양한 ABS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1972년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의 공포, 1993년 「환경보호법」과 「토지법」, 2001년 「숲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특별법」등을 제정하였고,  2008년 11월 13일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였다. 

2017년 5월 12일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

유에 관한 칙령」을 제정하여 나고야의정서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2) 1차산업 투자에 대한 우대와 세금 제도

베트남의 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이나 기타세금 관련 규정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베트남의 특유한 정책 운

용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는 다른 계약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으며 베트남 기업이 부담하는 기타세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한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제

도를 개발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72) 경작 및 농업, 임업가공, 수산물(소금 등), 새로운 

종자, 동물의 품종개발(조림 및 육림, 경작, 미경작지의 임산물 및 수산물, 지하수)

과 경제적 효율이 높은 품종의 개발73)에 있어서는 특별한 우대 투자를 실시한다. 

또한 경작 및 농업가공, 임산물 및 수산물, 소금, 동식물 품종개발(약초재배, 동식

물 품종보전, 사료생산, 농산물 및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술 서비스, 축산업 및 양

식업을 위한 기술 서비스, 식물 및 가축 보호 기술 서비스, 생산, 번식, 동식물 보

호, 500명에서 5,000명의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과 미술 및 수공예품, 전통식품 

생산관련 전통거래 형성 및 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대를 실시한다.74) 

두 번째로 베트남은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천연자원의 개발 및 목재의 벌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금을 부여하는 

72) Deree 108/2006/ND-CP 2006-9-22.
73) 5,000명 또는 그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하는 사업, 주요사업 및 인프라를 개발하는 사

업에 해당한다.
74) 산림청, 앞의 책,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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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천연자원세(Natural Resortces Tax)는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에 부

과되는 세금으로서 해당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광물, 산림, 수산, 수자원이 있다. 

세율은 채취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1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해서 로열티를 부과한다. 예컨대 10~40%의 세율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천연림 

특정 수종 군에 적용되며, 1~5%의 세율은 상품성 있는 목재의 초단부 및 가지에 

적용된다. 입목세(Standing timber charge)란 목재가격과 벌채비용을 바탕으로 주 

당국에 의해 산림 관련 정부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입목세란 수입과 관련비

용의 차이를 산출하게 되며, 이렇게 걷힌 입목세는 다른 주의 산림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역 세금으로 사용된다.75) 

이용자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베트남 국내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대한 조치는 정해져 있지만, 국외의 유전

자원을 베트남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조치, 즉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는 이용

국 조치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베트남 특허청은 2015년 7월 3일 과학기술부

령 01/2007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실시하였으나 개정내용에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요건 개정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최근 나고야의정서를 비롯한 

국제법에 따른 형태로 지식재산제도를 수정 및 보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

보가 존재한다.76)

(3) 사전통고승인(PIC) 제도의 정비

베트남은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절차에 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전자원에 접근절차는 국가책임기관에 유전자원 접근허가 등록, 제공자와 계약

서 협상 및 체결, 코민급 인민위원회에 계약서 보증신청, 국가책임기관에 유전자원 

접근허가증 신청서류 제출, 정보제공 및 기타서류의 제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보

완의 절차의 순이다. 

접근허가 등록 대상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

업적 목적 또는 상품개발을 위해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

의 개인 및 기관은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및 기관은 목적을 불문하고 

75) 산림청, 앞의 책, 95-96면.
76)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各国における遺伝資源の利用と特許制度に関

する 調査研究報告書」, AIPPI·JAPAN, 2016,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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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의 내용은 코민급 위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한은 신청자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기타 비상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허

가 신청서류의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상업적 연구 또는 상

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허가 신청서류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4) 금전적 이익의 처리방식의 차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처리는 제공자의 소속에 따라 

달리 정하였다.  제공자가 국가와 관련된 기관이면 비율에 따라 공유된 금액의 

30%는 유전자원에 제공자에게, 잔여 70%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귀속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제공자가 개인, 단체 또는 국

가에서 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일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공유된 금

액의 50%를 제공자에게, 잔여 50%를 국가예산으로 귀속하도록 하여 금적전 이익

의 처리방식을 다르게 정하였다. 

2.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과 비교

(1) 법의 구성과 절차 

베트남의 칙령은 총칙(제1조~제5조), 유전자원 접근 허가발급, 갱신 및 취소(제6

조~제20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제21조~제25조), 공지 및 

보고(제24조~제25조), 이행조한 및 실행규정(제26조~제28조), 첨부서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첨부서식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구성

되어 있다. 연락기관은 우리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천연자원환경부가 맡고 있으며 

책임기관은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발전부를 지정했다. 특이한 점은 코민급인민

위원회가 게약보증신청을 받고 3일 이내에 보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총칙(제1조~제6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제7조~제12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제13조~제

16조), 보칙(제17조~제25조), 벌칙(제26조~제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락기관은 외

교부와 환경부가 맡고 있으며, 연락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

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총5개의 부처를 지정했다. 접근신고 대상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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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는 상기의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다르게 취급하

고 있다. 

베트남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접근 등록을 위한 허가를 요청하고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코민급인민위원회의 보증을 취득하고 국가책임기관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

부, 해양수산부, 산업부의 총6개 점검기관 중 해당하는 부처에 신고를 하여야 한

다. 베트남은 이용국의 지위로 인하여 점검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점검기관이 너무 많아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주의

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접근절차의 규정

베트남은 접근과 관련한 절차와 서식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심지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도 제시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명확한 부분도 있다. 접근 

신청서는 신청인, 신청 내용, 접근 방법, 전통지식의 이용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

다. 신청내용에는 상업적·비상업적 연구인지를 밝히도록 하였으며 접근기간에 대하

여도 알리도록 하였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에는 제공자와 이용자

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근대상, 접근목적, 이익의 공유, 이용자의 의무, 제공자의 의

무, 분쟁해결, 보고 및 회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서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확인

하는 확인신청서와 동규칙 제4호서식에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증에 발급 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

여하는 것으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관련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이익공유 비율

베트남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처리는 제공자의 소속

에 따라 다르게 정했다. 제공자가 코민급 인민위원회, 유전자원을 저장·보전하는 

국가관리시설인 경우에는 제공자 30%를 갖고 국가가 70%를 갖는다. 반면에 제공

자가 단순한 개인, 단체인 경우에는 개인이 50%를 갖고, 국가가 50%를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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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반면에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이익공유의 방식에 대하여 규정을 하지 않

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책임기관은 향후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익공유에 대

한 구상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Ⅴ. 맺음말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계약서 및 내부지

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ABS 칙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서식에 의하여 

투명하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칙령에서 제시하는 첨부서식은 총 9종으로 ① 

유전자원의 접근 허락을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과학기술기관 보증서, ②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③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④ 유전자원 접근허가에 대한 

결정문(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⑤ 유전자원 접근 허가 갱신 신청서, ⑥ 유전자원 

접근허가 갱신에 대한 결정문, ⑦ 유전자원 접근 허가 취소에 대한 결정문, ⑧ 비

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신청서, ⑨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허가 결정문이다. 

베트남이 칙령을 제정함으로 국내 기업이 베트남 진출 시에 겪어야 할 모호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 이는 중국에 비하여 진일보한 조치로 보이며, 중

국의 대안으로 베트남을 고려할 충분한 이유라고 본다.  

나고야 의정서 제6조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

리고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설치를 조건으로”라고 

규정하여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취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이 제공국으

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시 접근등록서류를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하면 10일 이

내에 허가·거절여부를 통보하는 규정과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별지서식을 통한 계

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효력은 국가책임기관에서 최종 허가 시 발생한다고 규정하

였다. 또한 이용자는 등록승인서 발급 후 12개월 내에 접근허가 신청서류를 국가책

임기관에 제출하며, 국가책임기관은 5일 이내에 신청유효여부를 통보하고, 심사를 

거처 최종 유전자원의 이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나고야의정서 체결 당시에 이용국은 제공국의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조치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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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려를 하였고,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3항은 “필요한 입법적, 행정

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조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공 등”을 언급하고 있다.  

각국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입법을 속속 제정하고 있다. 아직 입법적 역량이 모

자라거나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아니한 국가들은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사견으로 유전자원 구입에 비용이 적더라고 제도가 미비하고 절차상 공정성이 떨

어지며 자의적인 규칙 해석의 우려가 있는 국가는 기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용자로서의 지위가 강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각국의 법제 동향을 상세하

게 살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산업계의 혼

란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투고일자  2018.01.15.  심사일자  2018.02.08.  게재확정일자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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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 of Nagoya Protocol and Countermeasures of Vietnam

Jeon, Jeong-Hwa*․Huh, In**
77)

Sinc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which aims to ensur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followed by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B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reinforcing the awareness 

of sovereignty regarding biological resources and, after ratifying ABS, improving 

their domestic systems related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the 

benefits. 

Korea also signed ABS on August 17, 2017, and, as a result, in order to use 

genetic resources from a country, is required to receive approval from the 

providing country in advance and share relevant benefits according to mutually 

agreed terms, and, as a using country, ensure the user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cedure. Therefore, upon effectuation of AB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nd 

enforc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ct (‘Genetic Resources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While the country is facing requirements of ABS, the industries are still 

complaining about various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among 

stakeholders in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ABS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nd provide protection and support to the relevant industries, as well as 

continuous sharing of information and researching the trend in order to respond to 

ABS. Especially, such information sharing and trend research needs to be 

 *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ral Preperty
**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ral Pre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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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ed on a governmental level in a specific manner. 

This study examines Vietnam, which has some influence on domestic industry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If China enacts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pproach and Share-Sharing Management Ordinance (Draft)" promulgated by 

China, the Korean industry with a large import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will be hit har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raw material supply 

from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and minimize the impact on industry.

It takes time to prepare for the nature of the biotechnology industry, but the 

gradual preparation will ensure continued industry growth.

key words : Nagoya Protocol, Vietnam ABS Decree, Genetic Resour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