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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

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

유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이익공유  

방식을 분석하였다.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 후자의 방식이 생물유전자원

의 가치증대와 자원보전 측면에 우수한 인센티브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

정서 하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상호협정조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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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o enhance biodiversity by the mean of economic 

incentives but there has been yet consistent lack of realized contracts between genetic resource users and 

holder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esents a principle-agent model 

to provide optimal contra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ustainable biological 

resource. The model concludes the royalty contracts over the fixed lump-sum benefit transfer as profit 

shar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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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신약, 화장품, 바이오기술, 식음료품 등의 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한 생산요소로 생물유전자원이 이용되면서 이의 무분별한 남용과 생물다양성의 훼손이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Moran and Kanemoto (2017)는 주요국에서의 소비

와 무역으로 인해 생물종이 처한 위협의 글로벌 지도(footprint)를 작성하 다. 미국에서

의 소비로 인해 남아시아,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남부, 중앙아시아, 아마존 삼림지대 등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생물종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일본과 중국에서

의 소비 역시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글로벌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 

이들의 연구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생물다양성

을 보존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4년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의 기본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

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유전자원의 파괴를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유

지하는데 있다.2)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에서 파생된 나고야의정서는 제도적인 수단으로 이른 바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이에 의하면 생물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

국 사이에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편익이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가입

한 국가는 이른 바 ABS원칙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의 제정과 모니터링, 계약이행을 성실

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물유전자원 이용자는 생물유

전자원 제공국의 국내법 하에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과 상호합

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을 따라야 한다. 사전통보승인의 경우 생물유전

자원 표본채취 등의 활동을 위한 사전허가를 의미하는데, 이를 어기고 생물유전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생물해적행위(biopiracy)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상호합

의조건은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생물유전자원의 

1) 생물다양성의 피해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소비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는 내륙지역
은 면적으로는 5%이지만 전체 생물종 손실의 23.6%가 집중되어 있다(Moran and Kanemoto, 2017).

2) 2014년 10월 한국 평창의 총회에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최근까지 90여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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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유무형의 편익이전과 같은 조항도 포함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도 이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허가의 중요성

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데, 후디아(Hoodia)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후디

아는 남아프리카의 자생 다육식물로서 토속부족인 샌 부족(San)이 식욕 억제제(appetite 

suppressant)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었다. 남아공의 과학산업연구회(CSIR)는 생물탐

사 과정에서 이 작물의 식용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물

질사용에 관한 특허를 1995년 획득하 지만, 이른 바 부쉬맨으로 알려져 있는 샌 부족의 

전통지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특허권을 취득한 파이토팜(Phytopharm)이 후

디아 성분을 이용한 식욕억제제를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자, 전통지식 보유자인 샌 부

족의 사전 접근승인을 간과한 착취적 성격의 생물해적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CSIR

은 샌 부족을 후디아의 전통지식 보유자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2003년 8월에 샌 부족과 

CSIR, 파이토팜 사이에 채택된 이익공유 협정에 따르면, 샌 부족은 파이토팜이 CSIR에 

제공하는 로열티의 6%를 취득하게 된다. 이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요구되는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후디아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나고야의정서 하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대가로 

로열티와 같은 이익공유 사례가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쌍

무관계에서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이익공유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아직까지 뚜렷이 어느 기준으로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국가간에 합의가 없이 사안에 따라 매출액 기준, 또는 고정금액 로열티 

등이 혼재되어 있다. 브라질의 경우 의무준수 규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제적 이익행위 

추구는 해당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증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

으로 부과하거나,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를 벌금으로 부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허인, 2017). 베트남은 생물다양성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

한 정부의정(65/2010/ND-CP)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협의

를 통해 확정하거나 현금화되는 이익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3) 그러나 30%라는 고율의 이익공유가 현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이익의 금전적 
배분을 1%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에 개정초안을 마련하 다(허인, 2017). 아울러, 전형
적 방식인 로열티 지급 외에 이행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지급이나 기금의 조성 등 패키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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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상호합의조건에서 규정할 이익공유 최적방식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익공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전자

원 이용자들은 특별히 선호하는 이익공유 방식이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의 가이드라인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장희선 · 박호정, 2012). 나고야의정서 제19조 제1항에 의

하면, 상호합의조건에서 요구하는 표준계약 조항은 기본적으로 당사국간에 체결되어야 

하는 쌍무적 규정인데, 이와 같은 특성으로 더더욱 이익공유 계약의 실현이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쌍무계약에서는 두 당사자간에 정보공유가 핵심인데,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경

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정보격차가 현저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Wynberg et al., 

2009). 이러한 이슈는 상호합의조건에서 로열티 규모를 정할 때에 보다 첨예한 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 불확실성 문제를 반 하여 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의 최적계약 방식을 분석하도록 한다. 생물유전자원 이용기업은 자원의 활용도를 과소

평가해서 보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숨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정보 불확실

성 문제는 나고야의정서의 추진력있는 실현에 장애요소로 자주 지목된다(Kate and 

Laird, 2000).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익공유의 최적계약방식을 논하되 유전자원 보유국 

관점에서의 정보 불확실성을 반 하고자 한다.

Gatti et al. (2010)은 생물종다양성을 둘러싼 협상문제를 내쉬의 게임모형으로 분석

하 는데, 생물다양성협약이 생물종 보존에 효율적이지만 불공정한 게임일 수 있음을 

지적하 다. 이들에 의하면,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가와 생

물유전자원 이용국가가 각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익이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R&D 과정을 거치는 생물유전자원 이용기술의 특성 상 각 국가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

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공정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Gatti et al. (2010)은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가가 이

른 바 ‘전략적 파괴(strategic destruction)’를 협상과정에서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생

물유전자원 보유국가가 의도적으로 보유 생물유전자원의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생물유

전자원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파괴행위는 게임적 상황에서 이

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뒷받침될만한 사례는 수집하기 힘들다. 카메

룬이나 에콰도르와 같은 일부 사례가 Gatti et al. (2010)에서 소개되긴 하지만, 일부 지역

이나 국가에 국한된 지엽적인 사례일 뿐 전략적 파괴가 실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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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찾기 힘들다.

전략적 파괴의 실제 사례가 드문 이유는 우선, 반드시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가의 이득

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략적 파괴는 생물유전자원 보

유국가 자신에게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

략적 파괴와 같은 자기파괴적 전략보다는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가가 생물유전자원 이용

국가와의 협상과정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가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Sarr and Swanson (2009)은 R&D의 복잡한 프

로세스 때문에 생물유전자원의 정확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가능할

지라도 생물유전자원 이용자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가와 

이용국가 간의 협상이 원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제

공국과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주인-대리인 모형 (principal-

agent model)을 도입하도록 한다.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와 보유국의 복수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Baker (1992)와 유사하게 복수기능의 주인-대리인 모형을 도입하도록 한다. 계

약방식으로 이익공유 금액이 고정된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규모에 연동된 로열티 계

약을 고려한다. 물론 이때 최적계약의 핵심은 나고야의정서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게, 생

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생물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나고야의정서의 최적계

약에 적합한 구조로 제시한 후, 이익공유 방식을 논하도록 한다. 요약과 시사하는 바는 3

장에서 다룬다.

II. 분석모형

생물유전자원(이하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 보유국을 주인

(principal), 자원 이용기업을 행위자로서 대리인(agent)으로 구분한다. Mulholland and 

Wilman (2003)는 제약기업을 주인, 유전자원 보유국을 대리인으로 설정하 는데, 이는 

제약기업이 유전자원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 제공국의 정보와 유전자원 보유

량 및 관련 제도들을 이용한다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논문은 ABS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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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이전으로서 생물유전자원의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국제적으

로 성립하기 전으로서, PIC과 MAT가 요구되는 나고야의정서 하에서는 자원 보유국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원 이용국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자원 보유국을 주인, 그리

고 자원 이용국이나 이용기업을 대리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유전자원탐사(bioprospecting)는 유전자원의 탐사, 발굴에 이어 이를 상업화하는 단

계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광의의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유전자원 탐사 및 발굴

에 해당되는 행위와 상업화하는 개념을 구분하여 이를 각기 과 로 표기한다. 즉, 은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내용물을 추출하는 발견탐사행위(discovery and exploitation)

까지를 의미하며, 는 이러한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R&D 단계에서

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노력(effort)을 의미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생물탐사 · 추출

행위인 과 제품화 노력 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원 보유국이 관찰 가능

한 행위라고 가정한다.

한편, 유전자원 보유국가 차원에서도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나름 기울이

기 때문에 이러한 보전투자 노력을 로 표시한다.4) 보전투자의 비용은 로서, 

    의 볼록성을 만족한다. 생물종의 동태적 변화를 표현하기 위하여 시간

을 계약개시 시기 와 계약종료 시기 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즉, 유전자원 이용기업과 

보유국은  시점에 PIC과 MAT에 의한 쌍무간 계약관계에 의해 생물자원을 이용하게 

되며, 의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해당 생물자원의 스톡(stock)을 재평가한다. 생물종 스

톡이 에 로 주어질 때, 에서의 생물종 스톡은 아래의 동태적 전이방정식(dynamic 

transition equation)에 의해 결정된다.

     (1)

 는 생물탐사·추출 행위()와 보존노력()에 의해 생물종 스톡의 규모가 증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탐사 · 추출 행위가 증가하며 감소규모가 증대하며 보존노력

4)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지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Weitzman (1998)은 도서관의 문헌분류 방식
을 빌려 생물종의 다양성 정도를 계층화한 후, 보존노력과 보존비용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
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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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면 감소규모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는 에 대해 증가, 에 

대해 감소하는 관계를 갖는다:   ,   ,   ,   . 생물탐사·추출이 이

루어진 후 기업은 의 노력을 투입하여 계약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Holmstrom 

and Milgrom (1991)과 유사하게 아래의 기대수입(expected revenue)을 거두게 된다.

   (2)

 

식 (2)의 수입함수  는 제품화노력, 생물탐사 · 추출행위, 보유국의 보전

노력과 초기 생물종 스톡 에 대해서는 (+)의 관계를 갖는다.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

품개발을 하는 기업은 그 특성 상 벤처투자로서 위험회피형 보다는 위험중립형에 가깝

다고 볼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유전자원 이용기업을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중립

(risk-neutral)하다고 가정한다.5) 은 시장의 외부적인 충격으로서 여기서 충격은 

  ,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수입함수의 오목성 성질을 만족하도록 

        가 성립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    

역시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기업의 비용함수는 으로 정의하며, 볼록성을 위해     , 

    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울러 와 간에 보완관계가 존재하

기 때문에   를 만족한다.

자원 보유국의 이득함수는    로서,   ,   이며 

·는 오목함수 성질을 만족한다. 자원 보유국은 위험회피 또는 위험중립일 수 있는데, 

우선 논의의 편의 상 위험중립에서 출발한 후 이를 완화하여 위험회피형인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우선 이용기업의 이득과 자원 보유국의 이득을 동시에 반 한 사회

적 최적화(first-best) 문제를 살펴본 후, 주인-대리인 모형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사회적 

최적화 문제는 아래의 목적함수와 같이 표현된다.

5) 위험회피적인 대리인이라면 효용함수  · 에 대해  로 전개해야 하지만, 본고

에서는 위험중립의 식 (2)를 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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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자원 보유국의 이득은  기간에 평가되는 생물종 스톡에 향을 받기 때문에 할인인

자 로 현재가치화해 주었다. 사회적 최적화 문제는 자원 보유국과 기업이 공통의 관심

사를 갖고 위 목적함수에서 최적 제품화 노력(), 최적 발견탐사행위(), 그리고 최적

보존노력()을 구하는 환경을 가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3)

     ′   (4)

     ′   (5)

위 식 (3)에서 (5)까지의 결과를 아래에서 이익공유 계약에서의 조건과 비교함으로써 

고정지출계약과 로열티 계약 중 어느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논할 것이다.

1. 고정지출 계약

이익공유를 위한 고정금액이 일회적으로 제공되는 고정지출계약이 상호합의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금전적 편익이나 기타 인적, 물적 자원의 유무형 

이전편익 등이 해당된다. 보유국에 이전(transfer)되는 규모가 라고 한다면 기업의 이

득함수는 아래와 같다. 

       (6)

식 (6)의 목적함수에서 구한 각 와 에 대한 1계 조건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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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고정지출(fixed payment)이라는 의미에서 상첨자 f를  이용하 다. 앞의 식 (3), (4)와 

비교해보면   이지만, ·  ·의 오목성 조건에 의해   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생물탐사 · 추출행위가 고정지출계약에서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원 보유국의 목적함수는 고정으로 받는 수입 와 생물종 스톡의 기대가치에서 보

전비용을 제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를 표현하면 식 (9)와 같다.

         (9)

주인-대리인 모형에서 주인에 해당하는 자원 보유국은 위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되 대

리인인 기업의 아래 제약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약식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인센티

브 정합(incentive compatibility) 조건인 식 (10), (11)과 참여제약식(participation constraint)

인 (12)로 구성된다.

  argmax       (10)

  argmax      (11)

 
   

  ≧  (12)

식 (12)에서 는 기업이 이익공유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효용

(reservation utility)으로서, 유전자원탐사와 이의 상업화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인-대리인 모형에서처럼 보유기업이 참여 제약식을 구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면, 식 (12)를 에 대해 재정리한 후 목적함수식 (9)에 삽입하여 아래의 식 (13)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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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13)

식 (13)을 극대화하기 위한 1계 조건에서      ′   ″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음함수정리(Implicit function theorem)를 이용하면 식 (8)의 

   에서     이므로 위의 1계 조건식은 아래와 

같이 재정리된다. 

     ′   ″ 


  (14)

앞에서 와 의 관계를 얻은 것처럼 와 를 비교해야 하지만, 식 (14)를 만족하

는 를 직접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식 (5)를 만족

하는 와 식 (14)를 만족하는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1계 조건식 (5)를 

에서 평가하기 위해 테일러 전개(Taylor series)를 취한다.

     ′ ≈       ′  







     ′  



   (15)

위 식을  에 대해 재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  ′

 

 




     ′   ″    (16)

수입함수의 오목성과 비용함수의 볼록성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16) 우변의 첫 괄

호안의 항이 (+)이며, 두 번째 괄호안의 항의 합은 이므로  의 관계가 성립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전자원 보유국가의 보존노력이 First-best 때보다 고정지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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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때에 과소하게 투입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1: 고정지출 계약 하에서 기업의 생물탐사·추출행위는 파레토 조건에서보다 과도

하게 이루어지며, 유전자원 보유국의 보존노력은 과소하게 이루어진다. 

2. 로열티 계약

이어서 상호합의 조건에 의한 로열티 계약부터 살펴보도록 하되 우선 앞에서와 마찬

가지로 유전자원 보유국이 위험중립형인 경우를 고려한다. 은 유전자원 이용기업이 보

유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지불률로서 매출액에 적용된다. 유전자원 이용기업은 

로열티 지불을 제외한 수입을 차지하게 된다. 로열티 계약에서 고정비용 는 반드시 필

요하지는 않지만, 모형의 일반화를 위해서 는 비록 근소한 값일지라도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  ). 따라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7)

위 식에 해당되는 1계 최적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8)

       (19)

유전자원 보유국가는 최적 로열티 지불률 과 보존노력 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의 목

적함수를 고려한다.

            (20)

앞서와 마찬가지로 유전자원 이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합조건과 참여제약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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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데, 참여제약식이 구속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목적함수식 (20)은 아래처럼 재정

리된다.

              (21)

자원 보유국이 로열티 수준을 정하면 이에 의해 기업의 제품개발 노력인 와 이 

향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에 대한 1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22)

식 (18)과 (19)에서     ,    이므로 이를 식 (2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보유국가 관점에서 최적의 로열티 비율을 구할 수 있다.

   ′
 






 



 

  (23)

유전자원 보유국가의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최적보전 노력 의 1계조건식은 다음 식 

(24)와 같다. 

  

     ′ 


     ′   (24)

식 (22)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     ′  이어야 하므로, 

식 (24)를 단순화하면 즉,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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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최적보전 노력 에 대한 식 (25)는 First-best에서의 식 (5)

와 동일하며, 와 을 구하기 위한 식 (22)의 결과는 First-best의 식 (3)과 식 (4)와 동일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로열티 계약에서는 파레토 최적의 조건을 달성하게 된다.

정리 2: 기업의 매출액 일부를 의 로열티 지불률에 의해 자원 보유국에 지급하는 로열

티 계약 하에서는 생물탐사·추출 노력, 제품화노력, 자원보전 노력이 파레토 조

건에서의 수준과 같다.

상기 정리1과 정리2가 의미하는 바는, 매출액 기준의 로열티 지불방식이 고정금액 이

익공유 방식보다는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익 창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나 ABS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실제 기업체나 관계 기관을 대

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 상당수 실무 당사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익공유를 실현할지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장희선 · 박호정, 2012).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가운데 쌍무적 계약방식에 의해 이익공

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심으로 보다 합의를 기초로 한 

이익공유 메커니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 공표와 더불어 국내외 

유전자원의 주권강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이익공유 방식에 관

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때 계약불확실성 

관련 이슈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보유국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후 효용의 불확실성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회피적 관점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자원 보유국이 위험회피적이라면 ·의 효용함수에 대해 

           을 극대화하는 1

계 조건을 구해야 한다.

     (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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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앞의 절차와 유사하게 식 (26)~(28)의 First-best 결과를 주인-대리인 모형에서의 로열

티 계약 1계 조건과 비교한다. 자원 보유국 입장에서 의 1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29)

  

       ′ 



       ′   (30)

식 (29)와 (30)이 만족된다는 것은     ,       ′  , 
       ′  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First-best의 최적화 조건

과 일치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앞의 정리2의 결과는 자원 보유국이 위험회피형

인 경우에도 유효하며, 로열티 계약이 기업과 자원 보유국 양자의 이득에 모두 기여함을 

의미한다. 

III. 요약 및 정리

생물유전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이익공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기 위하여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에 발효되었지만, 아직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

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쌍무적 계약이 성립된 사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

제품 개발에 대한 유전자원의 활용도와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제공

국, 관리기관들에게 숨기거나 더 낮은 비중으로 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

보는 자원 보유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정보의 비공개는 기업 상호간 경

쟁과 이익공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액이 ABS를 어겼을 경우에 받을 패널티보다 

크면 클수록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관련된 국내법들이 강화되더라도, 해당 정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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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는 이용자의 양심과 자발적인 보고 및 전달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제도를 통한 관련 정보 및 이익공유의 보편성 강화뿐만 아니

라 경제학적 메커니즘에 근거한 이익공유 접근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나고

야의정서에서의 최적 이익공유 계약방식을 살펴보았다.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최적계약 방식을 모색하 으며, 고정금액

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의 두 방식 중에서 후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지급은 특히, 연구기관이나 기업 모두 흔히 사용하는 이익공유 방식으로서 보

통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5~6%를 로열티 지급률로 채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2015). 로열티 지급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실현된 이익의 크기

와 실현된 이익에 대한 유전자원의 기여도 등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로열티 방식의 이익공유 계약 시에도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가 상존한다. 유전

자원접근 및 이용을 위해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

어 신제품을 만드는 기간 동안 관련 정보들을 매번 갱신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지급 기준 또한 기밀정보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

액 기준의 로열티 결정을 위해서는 유전자원 이용 기업 자체적으로도 생물유전자원의 

제품 부가가치 기여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개발과 적

용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공유 방식으로 최근에 거론되는 마일스톤 방식이나 인적·물적 제

공 등 다양화되는 패키지 방식의 이익공유는 고려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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