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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경과

Informal Working Group:
Chair’s indicative suggestion

Plenary, Informal closed meeting:
Draft Elements

Plenary: Draft recommendations

Plenary: Draft revised chapeau

7.10~
7.14

7.17~
7.19

7.20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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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서문 관련
(1) 의장의 구성요소에 대한 초안 파트와 초안 관

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한 파트
로 구분(A와 B장으로 구분)

(2) A와 B 모두 총의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다음
단계의 회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장 포
함

(3) 빠른 시일 이내에 유엔총회에서 정부간 회의
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는 문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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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본문 관련
(1)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만 언급1
(2) 일반원칙 및 접근방법 리스트 포함(adaptive 

management, building resilience to effects 
of climate change, good faith 등)

(3) 의사결정기구, 과학기술기구, 사무국에 관한
규정 필요 함께 수행가능한 역할 목록 포함

(4) CHM의 가능역할 중 MGR 관련 정보, 자료, 지
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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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GR

(1) 공해 자유의 원칙과 인류 공동유산의 원칙 간
관계에 대한 논의 부재

(2) Sharing of benefits을 구성요소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 어려움

(3) Sharing of benefits에 대한 modalities에 대한
논의가 추후 핵심 쟁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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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PA

(1) 절차 규정: 제안, 협의와 평가, 의사결정

(2) 지역 선정 기준 목록 상세 언급(economic 
and social factors)

(3) 협의 참여 폭 확대: 시민사회, 과학자, TK 보유
자 등

(4) 의사결정 관련 구체적 내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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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IA

(1) 협약 제206조에 기초하는 EIA 절차 포함
(Thresholds의 의한 EIA)

(2) 보고서의 평가 주체와 평가 유무에 따른 행위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추후 쟁점

(3) 보고서 평가내용 범위 확대 경향(사회경제적
영향고려, 불확실성과 지식의 흠결)

(4) SEA 논의에 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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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B and TMT

(1) 의무 수준에 대한 내용 불포함

(2) 가능한 CB, TMT의 유형 및 modalities 포함

(3) 재원에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 접근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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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론 주제

(1) 준비위원회 보고서 서문에 문서의 내용이 총
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 Section A가 다수의 대표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있는
구성요소라는 문구의 영향

(2) 비금전적 이익 공유에 대한 고민, “Benefit”을
“이익”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한 재고

(3) 정부간 회의 준비에 대비하여 주목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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