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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중략)

3. BBNJ에서의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준비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패키지 이슈(이익공유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현재 BBNJ 논의에서 4가지의 패키지 이슈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이슈,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

중 한 꼭지로 논의되고 있는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와 해양과

에 대해 그간 이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학기술이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정리한다. 또한 현재 다자환경협약에서 역량강화 및 기술이

...(중략)

전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BBNJ논의에서 해당 주

(CBDR)”을 주장하며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이전이 의무

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BNJ 논의는

대한 의견을 내놓고자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역학관계에 차이가 있기에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담기는 어

2. 다자환경협약과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이전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적자원, 재정, 기술수준 등이 부족하
여 다자환경협약을 국내 수준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제
한이 있다.
...(중략)
특히 세계 3대환경협약이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 내용을 정
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저감 측면 뿐 아니라
적응의 맥락에서도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의 수준, 범위 등에 대해서

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역
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이전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이 필요하다.
...(중략)
또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각국에 필요한 기술 및 그에 대
한 수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공 가능한 기술이 무엇인지
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의 공
유가 되어야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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