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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대응 

온라인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 
지속가능발전 실천 10년의 상황에서 2030의제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구축  

(Goals 1, 2, 3, 8, 10, 12, 13 16 and 17) 
 

배경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하 동북아 SDGs 포럼)은 2021년 3월에 유엔이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사전 준비회의 중 하나이다.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또한 

글로벌 차원의 이행점검 공론화 장인 ‘고위급 정치포럼(HLPF)’의 지역별 회의 중 하나이며, 동북아지역 

SDGs 이행점검 공론화 장은 SDGs 이행에 대한 동북아 지역의 관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21 고위급 정치포럼> 주제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 지속가능발전 

실천 10년의 상황에서 2030의제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구축(SDG 1, 2, 3, 8, 10, 12, 13, 

16, 17)”를 고려하여,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SDGs 

이행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동북아 SDGs 포럼에 대응하여, 사전에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은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를 조직해 2021 

고위급 정치포럼의 주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활동과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동북아 

SDGs 포럼뿐만 아니라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제출할 동북아 시민사회의 공동의 목소리를 

준비하고자 한다. 

목표 

1.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포럼>(11/3~11/4, 온라인) 및 <2021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2021.3월)에 제출할 동북아 시민사회 입장문서 작성 

2.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주제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이슈와 현장 경험 공유 

3. 동북아 지역의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동북아 6개국 정부 및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들에 대한 

제언. 특히, 동북아 지역의 SDGs 이행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SDG 5(성평등)과 SDG 10(불평등), 

11(도시), 12(소비생산), 13(기후변화),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16(평화/제도), 17(이행수단 

및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행사개요 

 일시: 2020.10.20(화) 15:30~18:00(서울시간) 

 방법: 온라인 줌 세미나(URL은 참가등록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주최: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AP-RCEM) 동북아 지역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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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 추진: SDG 2, 8, 10 + (교차 점검 SDG 5, 16, 17)  

‘식량 생산 및 소비 시스템’, ‘일자리 및 노동’, ‘산업별 기업활동’, ‘소득격차’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초점. 해당 주제의 성평등, 법제도 및 이행수단 현황도 동시 점검 

2. 사람 보호와 불평등 감소: SDG 1, 3, 4, 10, 11 + (교차 점검 SDG 5, 16, 17)  

‘취약계층의 복지’, ‘보편적 보건의료’, ‘사회 혐오 및 증오’, ‘교육 격차와 교육의 질’, ‘공공 공간 및 

스마트 도시 관점에서 도시 공동체의 사회적 위기와 회복력’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초점. 해당 주제의 

성평등, 법제도 및 이행수단 현황도 동시 점검  

3. 녹색 경제를 통한 환경적 부담 감소: SDG 12, 13 + (교차 점검 SDG 5, 16, 17)  

‘대기오염’ 및 ‘폐기물 관리’ 관련 환경적 영향에 초점. 해당 주제의 성평등, 법제도 및 이행수단 

현황도 동시 점검 

4. 디지털 격차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강화: SDG 5, 16, 17  

‘디지털 격차와 참여’, ‘국가 및 동북아지역 차원의 책임있는 SDGs 이행점검 체계’에 초점 

기조발제 주요내용 가이드  

동북아 시민사회의 입장문서 초안이 시민사회의 기조발제 및 토론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될 예정이므로 

모든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함.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데이터 및 현장 사례 제시) 

 도전 과제와 한계(인권 및 시스템/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결방안 및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에 대한 제언 

프로그램 

15:30~16:00   행사소개 / 윤경효, AP-RCEM 동북아지역그룹 대표,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사무국장 
①  동북아 SDGs 포럼 및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 동북아 지역 그룹,  

②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목적 및 프로그램  

16:00~16:30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 추진 
 진행: 수크게렐 두게르수렌(Sukhgerel Dugersuren), 오유 톨고이 왓치(Oyu Tolgoi Watch NGO), 

몽골 

 기조발제(10 분): 수자나 숨쿠(Suzanna Sumkhuu), 몽골 국가개발청 개발기획국(the 

Development Planning Departm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cy of Mongolia), 

몽골 / 일자리 및 노동, 취약계층의 복지, 교육 격차와 교육의 질에 초점 

 토론(5 분/인): 몽골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노리코 시바타(Noriko Shibata), 월드비전 일본(World Vision Japan), 일본 

 장 춴홍(ZHANG Chuanhong), 중국농업대학 교수(China Agriculture University), 중국  

 전체토론(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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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사람 보호와 불평등 감소 
 진행: 리안 왕슈(LIAN Wangshu), 중국 

 기조발제(10 분): 펭 위안(FENG Yuan), 시민단체 ‘평등(Equality)’ 창립자, 중국/ 성평등 및 

젠더 기반 폭력 이슈에 초점 

 토론(5 분/인): 중국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 

 하루나 쿠라이시(Haruna Kuraishi), 일본 SDGs청년플랫폼(JYPS), 일본  

 전체토론(10분) 

 

17:00~17:30   녹색 경제를 통한 환경적 부담 감소 
 진행: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 한국 

 기조발제(10 분):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한국 /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토론(5 분/인): 한국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바이 윤웬(BAI Yunwen), 그린노베이션 허브(Greenovatoin Hub), 중국 

 에르덴 바트조릭(Erdene Batzorig), 몽골 환경시민협의회(Mongolian Environmental Civil 

Council), 몽골 

 전체토론(10분) 

 

17:30~18:00   디지털 격차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강화  
 진행: 아오이 호리우치(Aoi Horiuchi), 국제협력 NGO 센터(JANIC), 일본 

 기조발제(10 분): 마사키 이나바(Masaki Inaba), 일본 SDGs 네트워크(SDGs Japan) /아프리카 

일본 포럼(Africa Japan Forum), 일본 / 기술 및 디지털 격차 

 토론(5 분/인): 일본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보완하거나 각 나라의 이슈 및 현장사례 

제시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 / 디지털 조세 

 우란추 곰보수렌(Urantsooj Gombosuren), 인권과 개발 센터(CHRD), 몽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전체토론(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