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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 - 2019 열린SDGs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는 다

음 목적을 바탕으로 기획했다.

1. 제1회 및 제2회 《열린SDGs포럼》의 발표 내용을 갈무리하는 자료집의 역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관련해 시사점을 띠는 국내 사례 제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편집 방식을 취했다. 

① 발표 내용 제시 

제1장과 제2장은 각각 《제1회 열린SDGs포럼》(2019.5.30.)과 《제2회 열린SDGs포럼》(2019.11.8.)의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표에 쓰인 원본 자료를 제시한다. 단,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독

자도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본 자료에 앞서 간략한 소개 글을 덧붙였다. 

② 국내 사례 제시 

제3장에서는 본 포럼에서 공개된 발표 내용 중, SDGs의 이행과 연결해 시사점을 띤 국내 사례를 선정하

였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같은 국제 지속가능발

전목표 담론의 장에서 국내 사례로 소개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SDGs가 의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 방향이자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SDGs 관련 국내외 주요 자료

SDGs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내외 기본 정보 및 자료를 부록으로 실어, SDGs 이행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 유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대한민국 SDGs(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유엔 SDGs 논의과정 일시 및 참여 방법

     -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 포럼

     - 고위급정치포럼(HLPF)

     -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 제1회 및 제2회 《열린SDGs포럼》 프로그램 및 회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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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제1장은 《제1회 열린SDGs포럼: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

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이하 《제1회 열린SDGs포럼》)의 전체 회의 및 주제

별 세션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토론 내용의 경우 전체 회의의 패널토론을 대

표적으로 담았다. 《제1회 열린SDGs포럼》에서는 2019년 유엔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고

위급정치포럼(HLPF)의 점검 주제인 ‘시민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을 주제로, ’교육(SDG 4), 경제·노동

(SDG 8), 불평등감소(SDG 10), 기후변화(SDG 13), 거버넌스 이행수단과 국제협력(SDG 

16, 17)’ 등 6개의 목표를 검토했다.

‘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에는 ‘2019 SDGs 정상회의’

를 맞아 9월에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의 주요 내

용과 시사점을 알아보는 기조 강연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조 강연 후 이어진 정부, 시민사회, 기업 및 노동계의 SDGs 이행과 관련한 토론의 

내용도 추려 담았다. 정부에서는 SDGs 이행 담당부처인 외교부(국제), 환경부(국내), 통계청

(지표 통계)이 이행 현황과 고민을 나누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SDGs시민넷)이 국내의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와 노력을 공유했다. 또한 기업계에서는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나와 국제 기업의 SDGs에 대한 인식 현황과 과제를 짚었고, 노동

계에서는 한국노총이 국내외 노조의 SDG 참여 현황을 공유했다.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에서는 6개 목표 관련 이슈와 과제를 통

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주제로 ①취약계층의 경제·

노동, ②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실천, ③참여 거버넌스와 교육 등 총 세 분

야로 세션을 나누어 논의한 내용을 갈무리해 실었다. 

제1장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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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1.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를 중심으로』

1) 발표자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작

성을 위한 독립과학자 그룹 위원)

2) 주요 내용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UN, 2019)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SDGs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SDG 12.2 물질발

자국, SDG 13 온실가스 배출량, SDG 14.1 연안 황폐화 및 어족 

남획, SDG 15.5 생물 다양성 손실 및 15.7 야생동물 밀렵 등 환

경 분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1>)1)

그렇다면 무엇이 SDGs의 이행을 가로막는 걸까. 보고서는 

①17개 SDGs를 나열하여 목표별로 접근하는 1차원적인 이행·

점검 체계와 ②SDGs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 및 투자 부족을 지

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①17개 목표가 다차원적이고 통

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7개 목표 내용을 6대 핵심 전환 분

야(Entry Points for Transformation)와 4개 이행 기제(levers)

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1-2>) 

1)   【편집자주】 발표 당시, 
발표자료로 제시되었으나 
책자에는 위 슬라이드가 누락된 
발표 자료이기에, 본 글에서 
추가했다. 

<그림1-1> 
SDGs 이행 현황

<그림1-2>
SDGs의 통합적 이행을 

위한 6대 핵심 전환 분야
(Entry Points for Transformation)

와 4개 이행 기제

1.1 2019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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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또한, ②유엔 각 회원국에 SDGs 이행 관련 정부의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불평등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로 교육 목표 이행 현황을 언급한다. 앞서 

언급한 6대 핵심 전환 분야 중 하나가 ‘웰빙과 역량 강화’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누구도 배제

하지 않는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가 혁신되어야 하고, 적절한 재원이 투자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적정기술을 활용해 개인적·집단적 실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교육’ 접근성 과제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SDG 교육 목표 

이행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15세 이상 성인 인구의 14.3%가 문맹이고, 이들의 

대다수가 개도국의 취약계층이다. 또한, 문맹자의 2/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선진·개도국 

간, 성별 간 교육 형평성이 미약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데이터 미비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SDGs 이행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지구생태계와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이해하

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행동할 수 있다. 교육의 이러한 효능을 생각하면, 고소득·저소득 국가

간 교육 격차와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소외가 SDGs 달성을 요원하

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zDAn1RUX3B5I2_azGs-vXzIDqb-qCwaA/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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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1.1.2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의 노력

정부 및 기업·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이행 현황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측에서는 

환경부, 외교부,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참여해 현황과 노력 사항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그룹 등과 함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한 대한민

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도에 수립했으며, 2019년에는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총괄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

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SDGs의 전략적 이행 및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SDGs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SDGs를 도입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동향을 언급하면서, 국내와 국제

간 데이터의 기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의 지표 개선·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

다고 소개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2)는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지

속가능발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숙의·

공론화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이고 체

계적인 참여·공론화장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포용적이고 실천적인 SDGs 이행이 어렵다는 점

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계가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계기로 SDGs를 알게 되었으

며, SDG 8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

회는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에 SDGs 대응과 역할을 

주문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CSR/SRI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SDGs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고,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에 참여하도록 거버넌스 구축

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2)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SDGs시민넷)는 유엔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 
시민사회참여체계(AP-RCEM)
의 동북아 대표(Focal point)
로 활동 중이다.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다. 2015
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
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 
교육, 주거/도시, 보건의료, 평화, 
거버넌스, 환경, 국제협력 분야의 
31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이 
회원으로 있다. (2019년 12월 
기준)    
www.sdgforum.org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R3VGWeyc-u2Rho5qCKNyVtrl95L3hKC?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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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에서는 교육, 경제·노동, 불평등 감소, 기후

변화, 평화·거버넌스, 이행수단과 국제협력 등 6개 SDGs와 관련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의 이행현황 및 대응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부 주제별 이슈 현상과 과제를 살폈다.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주제로 ①취약계층의 경제·노동과 불평등 감소 대

응실천, ②기업과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③주체적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와 교육 등 총 세 분야

에서 SDGs가 어떻게 이해 및 이행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세 단원으로 구성했다.

‘1.2.1 노동과 SDG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에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

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해외 진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를 다뤘다.

‘1.2.2 기후와 SDG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

안’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대응 캠페

인 운동본부를 운영하는 기업의 실천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한 동향을 보여줬다. 

‘1.2.3 참여 거버넌스, 교육과 SDG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키우기’는 패널

들의 대담으로 이루어졌다. 고등학생,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명사회·정보공개 시민운동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세계시

민 교육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토론으로 포용적인 참여 거버넌스와 교육 방법을 

모색했다.

1.2.1 노동과 SDG :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SDGs는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의 권리 실현을 

강조한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이자 전 지구적인 기

본적 권리이다. 이는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이다.3)

본 포럼에서는 정부 정책과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및 기존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부족했던 노

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다루었다. 진정한 SDGs 실현을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15%

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전 영역별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이 가로놓인 젠더 

불평등과 성별 노동 분업이 해소되어야 한다. 현대판 노예제에 처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

본 단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여성의 노동권, 해외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의 인권 경

영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변화를 위한 실천 및 

과제를 제시한다. 

3)  출처 : 「제1회 열린 SDGs 포럼
 프로그램개요 - 세션1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확장〉」 
https://drive.google.com/file/
d/1jO49IpsOhuG9MIkRuMi0
jm4nDv6Je-0q/view?usp=
sharingd/1jO49IpsOhuG9MIk
RuMi0jm4nDv6Je-0q/view?
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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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 8, SDG 10의 주요 내용 및 불평등관점에서의 시사점

⑴ 발표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⑵ 주요 내용

유엔 SDGs는 기존의 기후 환경, 개발협력 관련 국제사회 합의들과 달리, 노동운동이 강조

해온 양질의 노동, 불평등 감소, 성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의제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개

발협력 등의 목표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국제 노동운동계에서도 SDG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노총(ITOC)은 국제 노

동운동의 우선 목표를 17개 SDGs 중에서 하기로 결의하는가 하면, 노동조합개발협력네

트워크(TUDCN)는 SDG 1, 5, 8, 10, 13, 16 등 6개의 우선 목표를 정하고 국가별 SDGs 

이행상황 요약 보고서(TUDCN SDGs Global Report)를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서 배포하는 등 SDGs의 국제논의의 장에 동참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전세계 하위 50% 개인들의 소득 성장이 정체되는 등 전 지구적으로 소

득 불평등이 급증했다. 이는 ①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력 대체, ②저임금 

국조 산업 아웃소싱, ③불안정 노동 증가, ④사회 보호 및 공공서비스 축소 등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

시장의 양극화도 커졌다. 이는 ①정부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노조 적대적 노동정책, ②비정

규·간접고용 노동 증가, ③저임금·장시간 노동제도와 관행, ④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불공정 경제구조, ⑤빈약한 사회 안전망에서 비롯하고 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①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실노동시간 

단축, ③최저임금인상 등 개혁적 노동정책이 추진되어 노동시장 내부 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유정엽 발표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동권·여성·청년·장애·영세사업장 노동자 부분에서 대표적

인 불평등 사례와 이를 해소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OFKFlTM74lzjQjbzmdU_E7K4aAJPX2Jb/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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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DGs와 노동권

1. 노동운동이 바라본 SDGs의 의의

»  2030 아젠다는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

한데 기초하며, 파리기후협정과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틀을 제공.

»  특히 유엔 SDGs는 기존의 환경 개발협력 관련 국제사회 합의들과 달리 

양질의 노동·불평등해소·성평등과 같은 노동운동이 강조해온 사회 경제

적 의제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었으며 다른 목표들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됨.

»  또한 17개의 목표(Goal) 하에 169개의 세부목표(Target) 및 230개의 

지표(indicators)를 둠으로써 선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이

행을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함.

2. SDGs 관련 국제노동운동 동향

1) 노동조합우선목표(Trade Union Priorities)

»  국제노총(ITUC)은 2015년 총회에서 17개 SDGs 중 우선목표 설정을 결

의했고, 노동조합개발협력네트워크(TUDCN)에서 6개의 목표를 선정함.

» 각 목표별 TUDCN의 중점 과제

• SDG1 : 사회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마련

• SDG5 : 차별금지, 최저임금, 핵심노동기준(ILO 핵심협약)

• SDG8 : 고용창출, 노동권, 사회적 대화, 사회보호

• SDG10 : 불평등해소를 위한 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 SDG13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국가계획

•  SDG16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근절

2) SDGs 관련 TUDCN 주요 활동

①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노동조합 의견 제출 및 캠페인

•  각 지역별 회의 등을 통해 매해 HLPF 집중점검 목표에 대한 각 국 노동

조합운동의 의견 마련

• HLPF 기간중 노동자그룹 캠페인

② 국가별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 SDGs 노동조합 보고서 취합

•  노동조합우선목표 관련 각 국가별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취합 (주

기적 업데이트 권고)

• 국제노총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양식(template) 제공

 ⇒  각 국가별 SDGs 이행상황 요약 보고서(TUDCN SDGs Global 

Report) 제작

•  홈페이지게시(https://www.ituc-csi.org/IMG/pdf/tudcn_sdgs_

global_report_2018_en.pdf) 및 유엔 HLPF에서 인쇄물 배포

＊한국은 한국노총에서 2018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파리기후협정  2015년 12월 195개 참가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
참하기로 한 기후 합의

‣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2015년 7월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
로 채택된 국제협력지침으로 2015년 개발목표 달성에 발표한 개
발재원의 효과적 조성 및 활용방안 포함

‣  TUDCN  노동조합운동의 개발정책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개입과 전 지구적 공동행동 강화를 목표로 국제노총이 주도하여 가
맹 노총들과 권역조직, 국제산별노조, 유럽노총, OECD 노조자문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제 노동단체

빈곤 종식 성평등 양질의 노동과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 기후 행동 평화, 정의
 및 제도

TUDCN 제작 ‘한국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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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직 및 교육

 ⇒ 지역별 회의 (Regional meeting) 개최 (매년 개최)

-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등 각 지역별로 국제노총 가맹 노총들이 

모여 현황 공유 및 대응 전략 논의

- 국가별 노동조합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교육

 ⇒ 일반회의 (General meeting) 개최 (매년 개최)

- SDGs 관련 국제노총 및 권역별 활동 평가

- 국제노동운동 대응전략 및 계획 논의

④ 이해관계자 그룹 협의

 ⇒ 지역별 시민사회 포럼 (Regional CSO Forum) 참여

-  각 권역별로 국제노총 다양한 이해관계자 단체들과 이행점검 및 방안 논의

 ⇒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

-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 활동 관련 의견개진

-  ILO 등 국제기구와 SDGs 지표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

3) 2019년 HLPF 제출 노동조합 의견 : 각 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고용친화적 수요친화적 거시경제 전략 수립 및 이행

»  공정한 임금 무역 산업 조세 인프라 정책

»  교육 숙련개발 청년고용 성평등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 비준

• 청년실업 대책 마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에 대한 투자

•  강제노동 아동노동 근절 : ILO 협약 제29호 및 권고 제203호, 다국적 

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 선언 이행

•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디지털화에 대응한 산업 고용정책 개발

•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관련 ILO 권고 204호 시행

•  노사정의 신사회협약 : 노동권 존중, 최저생계임금, 단체교섭, 산업안

전보건,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 보편적 사회보장, 기업의 책임경영, 

기후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대화 등 

•  성별 격차 해소 : 동일임금 엄격한 법제화, 돌봄서비스 공적투자, 가족

친화적 정책

•  투자에서 기업의 책무와 투명성 확립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

른 의무실사(duediligence) 법제화

•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정책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 : 양질

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소득 지원 숙련교육 직무상실자 

재배치 서비스 제공)

 Ⅱ.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 확장의 필요성 및 과제

1. 불평등과 SDG

1) 불평등의 확대

»  198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소득불평등 급증

• 전세계 하위 50%와 상위 1% 사이에 있는 개인들의 소득성장은 정체

• 최고 부유층의 소득은 하위 50%에 비해 2배 증가

•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불평등 증가의 원인

• 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력 대체

• 저임금 국가로 아웃소싱

• 노조조직률 및 단협적용률 하락

• 구조조정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 불안정노동 증가

• 사회보호, 공공서비스 축소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DGs의 의의

»  SDG8의 내용인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기존 유

엔의 국제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경제 분야 목표임.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임을 의미.

»  현재 전 세계의 노동 가능한 인구의 증가 속도(매년 약 4천만)에 비춰볼 때, 

약 60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직업이 2030년까지 생겨날 필요가 있고, 하루

에 2달러로도 자립할 수 없는 약 7억8천만 명의 인구를 위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권을 제약하고 사회보호를 축소하는 정

부정책과 제도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하시키고 경제에도 부정

적 영향을 키워온 만큼, 노동권과 사회보호정책의 강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

3) SDG8 & SDG10 의 주요 내용

①  SDG8 :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  1인당 소득 증가 유지. 최빈국 GDP 성장률 최소 7% 유지.

•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 장려

•  자원 효율성 개선으로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

•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달성

•  NEET 비율 대폭 축소

•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 아동노동의 근절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 개발

•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 확대

•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

제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TUDCN 제작 ‘한국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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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 개발 및 ILO 세계고용협약

(Global Jobs Pact) 이행

② SDG10 : 국가내ㆍ국가간 불평등 완화

<세부목표>

•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 및 

유지

•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 강화 증진

•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   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 채택

•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개선

•   글로벌 국제 경제 금융기구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 및 발언

권 강화

•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 이행

2.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1) 총론

»  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내부의 격

차도 커짐.

»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심화된 데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

•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노조 적대적 노동정책

• 비정규·간접고용 노동 증가

• 저임금·장시간 노동 제도와 관행

• 대 중소기업간, 원 하청 간 불공정 경제구조

• 빈약한 사회안전망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실현

이 국정전략과 과제로 표방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 등 개혁적 노동정책이 추진되어 노동시

장 내부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

»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저항과 정치공세가 격화되며 노동정책 

전반의 속도조절 또는 후퇴가 나타나, 노동운동과 정부간 갈등이 커짐.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인 ILO기본협약 비준마저 사용자단체의 강력한 저

항으로 지연되고 있음.

»  한편, 정부 노동정책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참여기

회와 노동권 보장에서의 사각지대가 온존되고 있음.

2) 불평등 사례

(1) [노동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제약, ILO핵심협약 비준도 지연

•  한국은 ILO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였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

동 관련 4개 협약은 미비준 상태.

•  노동조합의 가입자격과 자유로운 활동의 권리를 제한한 노동조합법에 의

해, ▲해고자 실업자 교원의 노조가입 제한, ▲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제

한,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권의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

(2)  [여성]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의 2.5배,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는 

세계 하위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 기준 34.6%로써, OECD 평균

(13.8%)의 2.5배에 달함(OECD, 2019, Gender wage gap).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젠더격차리포트의 경제참여와 기회 부문

에서 조사대상 149개국 중 124위로 하위권을 차지(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2018년 8월 현재, 전체 여성 노동자의 91.2%가 300인 미만 규모의 사

업장에 근무함(남성의 경우 84.7%)(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여성(21.7%)이 남성(14.3%)

보다 훨씬 높음(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내 근로형태별 부가조

사).

•  2017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임금이 300인 이상 사업장 임

금의 52.6%, 5인 미만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35.6%에 불과하

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보다 저임금의 열

악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통계청, 201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내 

규모별 임금실태조사).

(3) [청년] 높은 노동시장 진입장벽, 불안정 고용, 노동권리 교육기회 부족

•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NEET 비율은 23.58%로, OECD 국가 중 4

위를 차지(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34권 4호).

•  OECD의 NEET 범위는 15세~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 20

대 중반 이후에 대부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 NEET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국내 사

업체 빈 일자리는 2019년 1월 기준 16만 6,700개로 1년 전보다 3만 

9,717개가 줄어듦(통계청, 2019,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15∼29세) 노동자는 67

만8천명으로 전체 청년 노동자의 18.4%이며, 15∼19세 청소년 노동자

는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은 60.9%에 달함(한국노동연구원, 2019, 노동

리뷰 2월호).

•  특성화고, 전문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 과도한 야근

과 주말근무, 위험작업 투입, 직장 내 폭력과 같은 심각한 차별에 직면.

＊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 중 산업

체에 파견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7년부터 실시. 각종 안

전사고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2017년 정부는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했으나,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1년 만에 다시 재

개함. 현장실습 학생 절반가량은 노동법 산재예방 성희롱 교육 등을 받

지 않고 현장에 파견.

(4)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실업률은 비장애인 대비 두 배 이상

•  018년 기준,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1%, 고용률

은 20.2%, 실업률은 8.4%임.

•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현저

히 낮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한국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현황(2019.4월 기준)

비준 

협약

균등대우
제100호(동등보수 협약)

제111호(고용과 직업의 차별 협약)

아동노동금지
제138호(최저연령 협약)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미비준 

협약

결사의 자유
제87조(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조(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금지
제29조(강제노동 협약)

제105조(강제노동철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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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등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노

동자라는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을 이행하

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45.5%에 달하는데, 결국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

지 않은 사업체가 전체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의 절반에 이른다는 의미임

(고용노동부, 2019,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  고용이 되더라도 임금수준,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이 보장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직종 역시 제한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질 낮은 일자리는 중증장애인, 고령장애인, 장애여성 등의 경

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됨.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누리는 각종 노동기본권(취업규칙 열람, 부

당해고제한, 경영상이유해고제한, 우선재고용, 해고사유 서면통지, 부당

해고구제신청, 퇴직급여, 휴업수당, 주40시간노동, 연장근로제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4.6%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

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고용노동부, 2017, 사업체노동

실태현황).

3. 주요 과제

»  ILO 핵심협약 제87호 및 98호 비준 및 관련 노조법 재개정

»  최저시급 1만 원 실현 및 차별없는 적용으로 양극화 완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및 차별철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  노동인권교육 강화

제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비교(추정)

구분 장애인수 중증장애 경증장애 전체 인구

15세 이상 인구 2,495,043 787,264 1,707,779 44,141,000

경

제

활

동

인

구

계 922,897 173,653 749,244 28,184,000

취업자 861,648 159,033 702,615 27,064,000

실업자 61,249 14,620 46,629 1,121,000

비경제

활동인구
1,572,146 613,611 958,535 15,956,000

경제 활동

참가율
37.0 22.1 43.9 63.9

고용률 34.5 20.2 41.1 61.3

실업률 6.6 8.4 6.2 4.0

(단위 : 명,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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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⑴ 발표자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⑵ 주요 내용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실업자 수)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수가 64%인 점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32%가 중증장애인인데, 이 중 78%가 직장은 

없고 구직 활동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 초,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중증장애인은 ‘노동

권’의 주체로 인정받았지만, 노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관련법이 개

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복지’로만 접근하는 구조적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고, 중증장애인의 일터가 직업 재활 시설에 국한되어 장애인 노동 공

간의 확장과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았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는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서도 최저임

금 미만의 소득을 받아야 했다. 

정다운 발표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경제활동 참여와 안전하고 지속적

으로 노동할 권리를 위해 장애계에서 시도한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 폐

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춘 공공일자리 제공, 고용장

려금 및 의무고용 이행과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 등이다.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VPPft_V19rQvS5HJuhBdGu3W28O-6eLe/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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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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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

⑴ 발표자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⑵ 주요 내용

현재 여성 노동의 실태와 문제는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

의 노동은 무임금 가사, 양육, 돌봄 및 사회활동 등으로 편성되며, 이는 젠더 임금 격차 및 

여성들 간의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을 부차적인 생계부양자로 

외부노동시장에 위치시킨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하루 총 노동시간 중 45.4%(227.3분)

를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반면, 남성은 무급노동에 9.6%(45분)만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게 부과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은 고용을 단절시키고, 노동 시장의 재진입을 

막으며, 성별 임금 격차를 가속화한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지만, 대학 졸업 여성의 취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1.4%로 남성보다 

15% 높은 상황이다. 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 16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남성 노동

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7만 원을 받는 현실이다.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는 여성들의 삶을 위협한다. 노동시장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되어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젠더 정책은 채용

이나 임금에 있어서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기보다 ‘일-가족’ 균형에 치중되어온 측면이 있

다. 대표적으로 임신·출산·육아 휴가제도,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노동 정책

은 사용자 대부분이 여성들로, 노동 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낮은 소득, 노동 시장 탈락, 고

용 단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박은주 발표자는 여성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성별 고정관념

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을 양육의 주 담당자로 제한하고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의존하는 사회 정책을 바꿔야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들 간의 차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TaICwjZxkapHlWaEtqzSRefcwAJbKlIH/view?usp=sharing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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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방안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Ⅰ. 여성 노동의 현실
 

출생의 우연으로 정해지는 삶의 형태, 이것이 차별이고 젠더 부정의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스 벡-게르샤임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 자체가 현대의 산업사회 속에 세워진 현대적 위계, 다시 말해 남자는 위, 여

자는 아래라는 위계를 가진 일종의 신분인 것이다...한 사람의 운명, 즉 평생 

가사노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시장에 적응하여 돈벌이를 할것이냐는 원칙

적으로 산업사회에서조차도 요람에서부터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 여성 노동의 현실은 이러한 젠더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무불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포함한 돌봄 노동의 비가시화와 가치절하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위치는 여성들의 현재의 삶을 위협하며 노동시장을 중

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5)에서도 여성들은 배제되어 빈곤의 여성화로 이

어지고 있다. 

1. 여성 노동의 비가시화와 평가절하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가사, 양육, 

돌봄 및 사회활동들을 무급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 양육, 돌봄 노

동에 대한 가치절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과정

에서 저임금의 가사·돌봄노동 일자리를 양산하였으며, 그 일자리는 다시 여성

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것은 젠더 임금 격차 및 여성들 내부 간의 양극화라는 문

제를 발생시켰으며 국가를 초월하여 계급, 인종 문제와 교차하고 있다. 

2.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1)  채용성차별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여성들은 젠더 차별에 근거한 노동 시장 할당기제

로 인해 체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한 성차별이지만 업계는 

물론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행이라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만큼 

만연하며 수용되고 있는 차별로 보여져서 문제적이다.

2)  불안정한 일자리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시장화된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

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은 아직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대

부분의 일자리가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사적 영역에서 공적영

역으로의 이동일뿐 성별 역할 분리가 직종 분리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 고용단절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주

어지며 이는 주로 30대 여성들의 고용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진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고용단절과 재진입을 막는 또하나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4) 성별임금 격차

이제껏 성별임금 격차는 고용단절과 성별 직종 분리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김창환과 오병돈의 연구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점을 받

아도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7.4% 낮으며 이는 남

성 지원자 선호와 그에 따른 민간부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할당의 여성차별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이 노동시장 탈락과 

고용단절을 촉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김창환·오병돈,2019)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녀 노동자들 간의 구성적 차이에 의

해 발생하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직접적인 임금 차별7)이 일어나고 있다.

Ⅱ. 제도적 개선과 한계

노동시장의 젠더 정책은 채용이나 임금에 있어서 젠더 불평등의 개선 보다는 

일-가족(생활) 균형에 치중되어온 측면이 있다. 여성이 남성처럼 사회적 참여

와 경제적 독립을 하기위해서는 임금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우선해야하다

고 보았고 이때 가사와 돌봄 노동의 공백은 여성에게 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고용단절의 주된 원인이고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단절 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과 일자리 확대로 그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수 있도록 일자리지원 정책을 펴

고 있지만 교육과정이나 직종이 제한적이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 위주

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규직이었던 여성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다시 비정규직으로 진입하여 고용단절 이전의 고용형태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  하루 총 노동시간 여성은 500.6분(무급 227.3/ 유급 273.3) 남성
은 466.9분(무급 45.0/ 유급 421.9) OECD 28개 회원국의 젠더
에 따른 하루 기준 무급 및 유급 노동시간 자료중 한국 수치

‣  3시 STOP 조기퇴근시위6)

‣  남성 노동자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노동자 임금은 64.7만 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8)

‣  세계 최고의 성별임금 격차, 16년째 OECD 1위(OECD, Gender 
wage gap Employees, Percentage, 2017 or latest available)

‣  맞벌이 부부의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 17.4분 아내 129.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생활 균형
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2019)

‣  2014년이후 줄어 들던 경력단절 여성, 2018년 다시 증가하였고 
사유는 결혼(63만4000명), 육아(61만9000명), 임신·출산(44만
5000명), 가족돌봄(7만8000명), 자녀교육(7만1000명) 등의 순으
로 나타남(경향신문,2018.11.29.) 

‣  세계적으로 6천 7백만 명에 이르는 가사노동자의 80%가 여성
(ILO,2018)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지원인력, 보건의료인력 등은 여성
집중 일자리로 저임금에 열악하다. (여성신문,2019.12.29.)

제1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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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가족(생활) 균형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휴가제도의 사용자도 대부

분 여성들이었고 맞벌이 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근로자 쉼터운영 등의 정

책들도 여성을 양육 주 담당자로 전제하는 방식으로 ‘슈퍼맘’, ‘독박육아’ 라는 

말에서처럼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이나 죄책감8)으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결

과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 여성들에게 더 허용적이며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적용되기 힘들다. 앞서 말했듯이 고용단절은 비교적 안

정적인 대기업 정규직 여성들보다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여성들에게서 훨씬 

더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들간의 차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여성

들 간의 양극화를 발생시켰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

성을 외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로 정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젠더 불평등과 여성들의 차이에 대한 고민 없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

기 위한 정책들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을 재생산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Ⅲ. 향후 과제 

한동안 한국사회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분노를 표현했다. 그것은 선택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 내지는 허탈함으로 인한 것이었을 거다. 그런

데 태어난 성별에 의해 삶의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일에 우리 사회는 왜이리 무

감각한 것일까.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이등 시민으로, 통제와 종

속의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적 성별 고정관념은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투운동, 낙태문제, 저출산 등 많은 사회 현상들이 불안정한 노동권과 맞닿아 

있으며 이것은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구조의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노동 정책과 제도 마련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여성 노동의 실태와 

문제는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도 제

고 되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누구나 존엄하고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

동권을 보장하여야하며 악명높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단축으로 누구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생활의 부분을 누군가가 담당해주는 방식

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별 고정관념의 해체와 가사와 돌봄 등 

재생산 노동의 탈젠더화로 이어지고 관련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갖고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선관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 마련

»  노동시간 단축

»  양질의 일자리 마련

»  여성 노동자들이 집합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 마련(노동조합 등)

5)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비율이 여성은 30.8% 남성은 43.9%로, 노
령연금 본인 수급자 여성비율은 27.6% 남성은 54.6%이며 여성의 14.8%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파생적 수급자이다.(국민연금공단, 2018)

 6)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는 100:64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부동의 1위
이며   이러한 현실을 알려내기위해 2017년부터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임금 격차를 상징
하는 조기퇴근 시위를 진행하며 성별임금 격차, 채용성차별,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성희롱 성차
별문제 등 여성들의 노동 현실을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7)  신경아 외(2013)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비정규직 내에서 여성에 
대한 관행적 임금 차별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A :  저는 모델하우스에서 일할 때 저희 대행사 쪽에서는 하루 일당이 8만 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4

만5천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차이가...그런데 그게 여성 남성 차이에요. 보통 여자는 4만 원 받
고 남자는 5만 원 이상 받는 거고.

사회자 : 무슨근거로요.

 8)  어린이집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 여성은 출산휴가가 다 끝나가서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다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
임을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짧게 쓰는 엄마에게 묻고 비난하는 댓글에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는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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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자영,(2019). “젠더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참여연대 칼럼
6. 권현지(2018). “장벽사회와 노동시장 젠더 불평등”, 프레시안 기사
7.  한국여성단체연합,(2019). “노동절을 맞아 숫자로 보는 여성 노동권, 여성 노동권 보장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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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수호

⑴ 발표자

노유란 (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 담당관)

⑵ 주요 내용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국가 및 기업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

로 이행하는 인권경영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

강제노동, 성적착취, 채무에 의한 구속, 아동노동 등)가 전 세계 4,000만 명이 넘고, 이중 

40%(1,600만 명)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제 정치 및 다국적 기업에서는 인권 경영에 대응하는 조치를 펼치고 있

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제정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

업이 인권 경영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합의했다. 미국, 독일 등 21개국에서도 ‘기업과 인

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을 수립했다. 영국의 경우 2015

년 현대판 노예 방지법을 마련했고, 이탈리아도 기업인권모니터링의무법 등을 제정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국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을 상대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

리스트를 적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여, 전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평가를 202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 경영에 대한 책임은 투자 기관에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 투자가들이 6가지 주요 책

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한 기관의 수와 이들의 총관리자산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증

가추세다. 예를 들어,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 연금(ABP)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여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과 토지분쟁에 얽힌 ‘P사에 대한 투

자를 철회했다. 몇몇 다국적 기업은 인권경영 시스템을 꾸준히 강화해 이행하고, 자사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현장 별 맞춤화된 전략으로 리스크

에 대응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노유란 발표자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갖춰야 할 대응 전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경영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hqLmtOsqFDpxSDHD2n3jim2BMFnBN7ZC/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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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후와 SDG :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기후변화의 영향과 구조적 불평등은 악순환의 관계다. 자산, 양질의 보건 서비스, 교육, 고용 

등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이 기후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기

후대응 및 회복·복구 능력에서도 제한된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성, 연령, 지리적 위치 등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데, 여성, 어린이, 노인을 비롯해 연안지역, 홍수위험지역 등의 거주자 등, 

성과 연령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더 치명적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발간

하는 등,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했다. 

현 정부에서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아,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감축을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

화하는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2030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다. ‘SDG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대응’ 목표는 기후변화 시대의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세부지표를 제시한다.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

과 적응력을 강화하고,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

해, 최빈국과 군소 도서개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계발 메

커니즘을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9)에서 본 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 아래에 있는 미래세대 청년과, 어린이들

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국내 기업, 저탄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국제 경제계 동향 등을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9)  출처 : 「제1회 열린 SDGs 포럼 프
로그램개요 - 세션2 〈한국 시민사
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https://drive.google.com/
file/d/1CwjvRGNOlxwb0
FJnuVoD5rSDMLvGVBur/
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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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라

⑴ 발표자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구 청소년기후소송단) 활동가)

⑵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함 없이 현재 세

대의 필요를 충족’한 발전을 뜻한다. 한국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은 환경에 대한 교육은커

녕, 정책결정권이나 의사 참여의 기회가 적어 정치적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소년·청년 세대로 이루어진 청소년기후행동은 자신들을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의 

번영을 빼앗긴 피해 당사자로 정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로

로 바라보고, 미래세대로서 기후위기 시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화력발전소 등 개발국가들이 고탄소 기반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반면, 그로 

인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저개발국가들이 입는 상황을 직시

하고,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취약한 약자들 또한 ‘기후 위기의 당사자’로 호명하며 기후변

화 취약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수요 관리, 원자력, 화력 그리고 재생

에너지 비중, 경유차 등에서 현재의 번영을 우선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의 관점에서 벗어

난 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미래의 번영’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있

어 취약계층을 포괄한 정책적 대비를 촉구한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mEelxRE9e_K3so9dthpz7HOU9vP5lMYm/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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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기후변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행동

⑴ 발표자

김태한 (CDP 한국위원회 책임연구원)

⑵ 주요 내용

세계적으로 기업의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경제계에서는 탈석탄 금융 방침을 추구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연기금, 유럽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 JP 모건 등이 석탄 관련 투자를 철

회했다. 영국계 금융그룹 HSBC는 저탄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소

에 금융투자지원을 전면 중단하길 선언하는 등의 노력을 취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등이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선언했다. 2016년 

8월 홍일표 의원에 의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사업보고서상 기업 ESG(환경, 사

회, 거버넌스) 정보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했고, 2017년 3월 사회책임 관

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관이 협의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그

린피스,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세계자연기금

(WWF)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출범했고, 이케아 코리아, 삼성전

자, 금융 그룹 등 12개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선언에 동참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IMVv86BmUPovJLqUyur3YNSY4NRiqqNd/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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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손으로 직접 펼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⑴ 발표자

심재성 ((주)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⑵ 주요 내용

키즈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마이얼스데이’는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제작하

는 기업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책임감을 느끼고 유기농 원료, 친환경 박스, 친환경 퍼

프,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등 친환경 공정을 추구하고 있다. 심재성 대표이사는 회사(창업

자)와 브랜드 그리고 제품이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경영

한다. 

마이얼스데이는 지구의 온도가 3℃ 상승하는 50년 후의 미래에 대응해, 아이들과 어른

들의 작은 실천으로 1℃를 낮추자는 취지로, 2018년 어린이 환경운동 캠페인 <괜찮아지

구야> 운동본부를 설립했다. 2019년 1월 국회에서 ‘지구지킴이 출범식’이 열렸고, 당해 

3월 순천에서 천만 그루 나무심기, 10월 《제1회 람사르지 습지도시 지자체장회의》에 참

여하는 등 활동을 지속했다. (출처 : 괜찮아지구야 공식 카페  https://cafe.naver.com/

myearthday/10) 아이와 어른 너나 할 것 없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SNS를 통한 지

구 온도를 1도 낮추는 캠페인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zIUlX8x854IEhEGTtDWFRrBHWBZCIb1k/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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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참여 거버넌스, 교육과 SDG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

역량 키우기

사회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파트너십’을 이룩하는 

것은 SDG 이행의 핵심 사항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이들의 투명

하고 형평성 있으며, 책임 있는 참여 공간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시민공청회, 국민청원 등 행정 의사결

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시

민들의 다양성과 포용성, 참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문제 인식이 높

다. 인권, 세계시민, 평화, 민주주의, 환경, 인문사회 등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들이 공공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기획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 과

정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단원에서는 제도에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교

육정책(공식교육+비공식교육)과 행정참여제도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조망한다. 

◆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강화

1) 토론자

① 청소년 |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② 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 박영대 교육연대체 씨앗 운영위원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위원 |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④ 장애인 |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⑤ 교육정책 |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⑥ 정보공개 |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⑦ 국제 | 박수연 코이카 ODA 교육원 과장

● 사회 | 제현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2) 토론 내용

대담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불평등 구조의 관점에서 SDGs 이행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예산 그리고 제도에 관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제실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경

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상급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이용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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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거버넌스의 교육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제실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은 시민 교과서 3종을 개발하고 타 시·도에도 배포해 활용처가 확장된 사례

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학생참여

예산, 학생정책결정참여제 등의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박수연 코이카 ODA 교육원 과장은 

ODA 교육원이 인류공동체로서 지구상의 문제를 다 같이 협력해 풀지 않으면 내 삶에 영향

을 미친다는 공동운명체의 시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청소년 및 어린

이, 육아, 장애인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지만, 이들과 관련해 활동하는 위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형평성이 부족한 위원회의 구성을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포용과 불평등의 관점

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정체성의 구성이 필

요함을 강조했다. 강성국 활동가는 보다 나은 참여 거버넌스를 위해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하고,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보장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했다. 박수연 과

장은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해지도록 보장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정부 기관과 시민사

회가 연대체를 만드는 게 큰 숙제라는 점을 말했다. 김주현 센터장은 상대적으로 성별, 연

령 등의 할당 기준에서 밀린 장애인들의 참여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고, 센터

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를 공유했다. 

정세연 학생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의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부터 학생들이 참정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

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NEUztXBqFZCBMUtFOIe-3OFzK1GqZwSM/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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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강화

기록 및 정리  김홍구 (프리랜서 에디터)

1.2 SDGs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 구조 및 사례

사회 참여 의사결정자로서 교육받은 경험 

제현수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

여, 참여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 교육 현

장은 어떠한가?

이제실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상 민주시민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위한 공부에 그칠 뿐 내면화되거나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경기교육청에서 그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해 2013년

에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게 됐다. 올해 11개 시도에서 민

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고 관련해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박진선   나는 서울로 이사 오면서 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

청했다. 2013-14년 2년간 교육을 받고 활동을 했다. 2011년 이전까

지만 해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는 주민이 의견 정도만 내고, 예산 

집행은 시의원들이 했다. 2011년도 법으로 제정되면서 주민이 실제

로 집행하고 심사하는 권한이 생겼다. 서울시도 조례로 받아들여서 시

장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2500억 중에서 500억 정도를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김주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에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제반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로 구성되는 비영리민간

조직이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며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를 지원한다. 

자립생활센터의 활동 기본 목적은 가족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위임당했던'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다시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위임당했다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와 치

료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

한 마음과 얼굴로 "너는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해주는 대로 살라"고 한다.

이는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자 시민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또, 생활 시설은 어떤가? 사회의 무책임으로 인해 온전히 가족들

에게 지워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현대

판 고려장에 지나지 않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공통적으

로 하는 말이 있다. 나와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

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 한 마디가 생활시설의 현실

을 명확하게 대변한다.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활동 

전반이 민주시민 교육의 영역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언급되어 한 마디만 보태자면, 현재 주민참여예

산제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고 상급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센터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구

청예산을 확보해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는데, 구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진행해보자 하여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다. 형식상 지자체나 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시

민 개인이 참여하는 형식이지만, 이것이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

해 시민들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 씁쓸했다. 그렇

다고 한번 확정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시

민으로서 준비되고 교육되지 않으면 행정의 자기 실적의 수단으로 전

락되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박영대   내가 대학에 들어간 79년대에는 학교 자체가 경영화된 환경이었다. 

교련이 정규 과목으로 있었고, 문무대 입소라는 병영 체험을 강제적으

로 해야 했다.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학교 

안에서는 없었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하나 보태자면, 내가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진보적 교수들이 다 

해직된다. 이들이 해직교수아카데미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강단에서는 

쫓겨났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움의 공간

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다. 인천 민중대학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

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꽤 오래 지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논의를 거치며 

법률안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2월 28일에 토론회를 열었다. 거기 참여

하는 모든 교육 관계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했다. 그 핵심 내용

은 여태까지의 교육 체계를 산업사회의 그것이라 하고, 앞으로는 미래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 선언문에서 미래교육을 어

떻게 규정하냐면, 모든 학습자가 자주적 생활 능력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며, 삶 속에서 자기 실현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체계

라고 정의한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내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와 기

관이 갖춰져야 한다. 

97년도에 처음 포럼을 열어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을 만들자고 제안

했다. 법률안에 상정은 됐는데 논의도 안 되고 국회 끝나고 자동 폐기됐

다. 그게 여러 번 반복돼왔다. 지금도 상정은 돼 있지만 본회의까지 가

서 토론이 되고 법이 제정될지는 모르는 것. 대신 필요성을 느끼는 지자

체마다 조례를 만들거나 과를 만들어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민

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점점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사실

이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이나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박수연   국제적 분야와 세계시민교육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나 역시 마찬가지

로 교육받은 경험은 별로 없다. 공교육 체계 안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시민사회에서 하는 여러 교육들을 통해 배운 것 같다. 

대표적인 예시가 코이카의 ODA 교육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세계시

민교육이 그 시작이다. 세계시민교육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세

계적 구조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다. 

국제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일을 시작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

수록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개발도상국에 원조로 10을 주

고, 선진국이 100을 가져오는 구조다.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경

우 차관(credit, 어느 나라 정부, 은행 또는 회사 등이 상대국의 정부, 

은행 또는 회사에 대하여 장차 필요할 경우에 일정한 융자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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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약 혹은 차입한 신용을 말한다)을 주는데, 차관을 받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공정하지 않은 정부 시스템으로 실패로 돌아간다. 개발도상

국의 국민인 경우, 내 주머니에 1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내 어깨에 부

채가 쌓이는 구조다.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국제적 시민사회들이 느꼈

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주빌리 2000운동’(1998)이

다. 2005년엔 ‘빈곤을 역사속으로’라는 캠페인이 있었다. 

강성국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시민이란 개념은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와 책임

의 개념일 테다. 대부분이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지 않나. 그 12년 동

안 암기로 배우는데, ‘너한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

볼지 생각할래?’ 혹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주장은 

어떤 걸까’ 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다. 나를 지도해준 고등학교 선

생들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특수한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은 없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민에 대한 교육, 자

기 권리에 대한 교육, 권리에 대한 책임의 교육 같은 것들이 잘 없다. 

민주시민교육 정책  

제현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실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로, 시민 교과서 3종을 개발

했다. 민주시민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통일시민 세

계시민 교과서를 개발해서 배포 중이다. 경기도 경우는 전체 학교의 

68% 정도가 활용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없냐고 문

의 와서 민주시민교과서는 11개 시도에서, 통일시민은 5개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가 있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닌 거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선생님들의 시민교육의 의지나 역량을 키

워주기 위해서 시민교육실천아카데미를 개설 운용 중이다. 선생님들

도 성장 단계별로 자격 연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 속에서 내용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학교 문화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 것인가이

다. 주민참여예산처럼 학생참여예산을 하는 것도 있고, 학생정책결정

참여제를 운영한다. 학생자치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서 목소

리를 낼 수 있도록, 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올해 마련됐다.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학생자치회, 도 차원에서

는 경기학생자치회와 정책토론회, 예를 들면 9시등교제도 그런 루트

를 통해 제안되고 실행된 거다. 사회적 참여나 실천 경험이 학교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나.

        세 번째로,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

교 공간을 학생들 스스로 제안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건축가들이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교육

과정 속에서 내용에 대한 지도도 하지만 요즘은 참여와 문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가 2013년도에 시작했지만,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

을 때 현장 교사들의 반발도 심했다. 서울도 시도를 했지만 못 하더라. 

타 시도와 만나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부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은 편차가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현수   코이카는 국내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왕성하게 하는데, 역량을 쏟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수연   공적개발원조를 잘하려면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 ‘지구

상의 문제를 다 같이 협력해서 풀지 않으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다른 곳을 돕자는 게 아니라 인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야’ 하는 게 핵심 기조다. 

코이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원조 기관들도 글로벌 시민교육 쪽

으로 넘어왔다. 영국의 개발원조 기관 디피드의 경우, 영국의 모든 아

이들이 개발 이슈를 습득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지구적 이슈를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아일랜드의 아이리시에이드(Irish Aid)에서는 아

예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며 열심

히 활동 중이다. 또한 올해 유럽에서는 초중교 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

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주도했다. 코이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시

도마다 교육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수도권에 집

중해 있다. 또한 대안학교 학생들은 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사

각지대를 찾아가면서 교육을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과제다. 

현장 사례 : 
포용적인 정보접근성과 제도화된 참여 공간

제현수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공간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목적과 현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과 절차,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정사항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박진선   현재에 있는 제도를 봤더니 많은 게 바뀌어 있었다. 내가 했을 당시는, 

참여예산 추첨을 먼저 하고, 이후 교육을 받고, 분과로 나뉘고, 심사를 

하고, 총회에 상정하는 과정이었다. 지금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

링도 같이 하는데, 우선 참여예산 교육을 먼저 받아야 여타 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추첨으로 선발이 되면 분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볼 수 있는 ‘온예산’분과가 있다. 300명 위원이 선정되면, 예

전에는 1차 심사를 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통폐합 결정한 이후 2차 심

사를 하고, 총회 상정을 하고, 총회 상정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었어도 

제안자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고 모니

터링까지 하는, 조금 더 복잡하고 탄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역형 참여예산은 따로 있어서 지역 해당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물

어봐야 한다.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묻는다.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내용이 형편없거나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거절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 관련, 어린이 관련, 육아 관련,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사업에 관해 활동하는 위원들

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한계이다.

제현수   포용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은 무엇

인가? 

박진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되게 많다. 첫째는, 2011년도 했을 당시 제안한 

사업이 400여 개다. 그 당시 참여 250명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보

면 예산 제안하는 사업은 3,000개고, 심사하는 위원은 300여 명이

다. 8배 정도 늘어났지만 위원은 고작 50명밖에 늘지 않았다. 2013-

14 때도 250개의 사업을 단지 한 달 안에 사업하고 현장 방문하고 보

고서 쓰고 하는 게 일반 직장인으로서 너무 힘들고, 거의 분위기가 맘

에 드는 제목 보고 고르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참여예산 사업 

제목들이 진화를 했더라. 모니터를 하면서 봤지만 사업을 제안하는 제

안자도 편차가 심하다. 제안하는 사람은 10-20개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참여예산 사

업의 집행을 많이 딴다는 거다. 그 사람은 노하우를 터득한 거다.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다. 2018년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관련해서 올라

토론내용 기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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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업이 14, 14, 10개. 193개 사업 중에서 20%를 차지한다. 막상 

예산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연령대와 성별을 보면, 어르신들이 주

로 많다. 어떤 한 연령층이 주로 활동한다고 하면... 청소년이 청소년 

사업을 봐야 되고, 육아하는 분이 육아 분야를 보고, 장애인이 장애인 

분야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을 볼 수 없었다.

제현수   유의미한 시민참여의 전제 조건은 적절한 시점에의 충분한 정보공개

다. 현재 행안부를 비롯하여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열린 정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보공개정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

개해 주시고,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써,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과거와 비교해,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 

그리고 향후 보다 나은 참여거버넌스를 위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

떠한 개선이 필요한가?

강성국   사실 한국은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객관적으

로 보면 잘하고 있는 국가다. 이를테면 전자정부 같은 것이 굉장히 잘돼 

있다. 공공정보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된 편이다. 정보공

개라는 법률적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 선진국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정보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민주화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정보공개 수준에 놀란다. 예산, 업무 

추진, 의안, 회의록 등이 공개되는 데 놀라고 학습하길 원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정보를 큐레이션 하기 시작했다. 진척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나 개선해

야할 점 또한 많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일반적 정보인데 공공기관들

이 허위로 기밀화하는 경향들이 있다. 공개되면 공격받고 비판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법률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비공개로 전환

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계속 비공개다. 

소송을 걸면 패소를 불사해서라도 비공개하고, 판결이 나도 끝까지 

비공개인 경우가 더러 있다.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 

경우엔 전산망 행정 서비스가 생긴 지 1년도 안 됐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의 알권리를 잘 판단해서 공개하는 편이다.

청중2   최근 학생 정책결정 참여나 구성진들, 학생회 임원들은 대부분 그런 아

이들이 온다. 중간 성적과 소위 말하는 꼴통들, 어디 가서 발언해야 되

나? 이런 아이들은 그런 조직이나 행사나 정보나 다 배제된다. 학교에

서 배제하진 않는다. 행정 절차상 배제되진 않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포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이 세션의 얘기가 포용성과 다양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얘

기지 않나.

청중(대학생)3   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걸 학교에서 했을 때는 고려해보면, 

단순히 학문적 전달이나 지식적인 내용의 습득보다는 학생들

이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시

민으로서 학교 내 규칙을 결정하거나, 상벌을 결정하거나, 체

험으로서 경험으로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글로벌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지식이 배

경이 되는 건 맞지만, 단순히 하나의 지구촌이라서 하는 게 아

니라 삶으로서 체험으로서 강화되면 좋겠다. 참여예산도 정보

의 습득이 끝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박수연   불평등 완화 쪽으로, 교육 기회 균등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기관들과 연대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 특히나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교육기관과 외교부나 코이카, 

그리고 시민사회들이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연대체를 만드

는 게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박영대   많은 교육이 이뤄지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변화를 

위해 애쓰는가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페다고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기술과 지식을 습득

하는 데, 파울로 프레이리가 얘기했던 은행저금식 교육에 아직 머물

러 있다. 문제제기식 교육이 아니라. 페다고지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

들은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모든 교육의 변화의 지렛대는 

평가제도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다 안 변한다. 변

해도 실효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교육에서 얘기하는 걸 보

면, 평가는 그대로 놔둔다. 교과과정 바꾼다, 교과서 만든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얘기하지 않는다. 

김주현   최근 저희 센터에서 시도했던 민주시민 교육과정 이외에 시민권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

다. 비장애인도 스스로 필요하다 느끼고 찾아보거나 주변 환경이 그런 

것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에나 찾아보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일반 시

민들에게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더

구나 장애인의 경우 시민사회에서조차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의지

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

우리 센터가 지역에 몇몇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네트워크

를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성별이나 세대별 편중을 줄이기 위해 성별 할당 연

령대별 할당 등을 두고 있다길래, 장애인도 할당이 있어야 하지 않겠

냐는 제안을 했다. 담당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장애인분들

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할당을 만들어놓고 채우지 못하면 그것

도 난감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청년들이나 주민자치에 무관심한 

특정 성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할당을 만들면서, 같은 이유로 장

애인 할당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의 참여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이름을 가진 시

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먼저 센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과정, 광진구 장애인 비장애인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시

민교육 감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2박 3일 과정의 청소년시민리더양성과정을 

진행했다. 그리고 시민교육의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작년까지 6년

째 매년 광진 인권영화제를 개최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권 영화를 

상영하고, 인권 운동가들을 초청해 인권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의정 활동 모니터링, 예산분석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처음에는 그저 누가 참가해보라고 권유해서 왔는데, 왜 이런 교육

이나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이뤄지지 않는가 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

들 시민적인 욕구는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계기

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금 이뤄지는 교육들이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돼 있지, 플랫폼과 방식들에 다양화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좀 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방식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 센터도 이런 고민들을 

지속하며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이 우리의 그러한 

고민들을 확장시키고 다른 여러 분야의 조직들과 더욱 활발히 교류하

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한다.

제현수   (장애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발전 혜택의 형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정보공개 및 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

는데, 장애인그룹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시민공청회 등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하기 위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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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민참여 공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같은 맥락에서 미

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어떤가?

박진선   참여예산제에서 개선할 부분은 첫째,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을 청소년, 육아, 장애인 등 가산점이나 혜

택을 줘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을 잘 찾아보지 못한다. 

국세청처럼 사이트 자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상담원이 있으면 

좋겠다. 민주적인 회의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이제실   오답과 정답이 정확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주지 않으면 입시 제도와 연결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

이 이론적으로 시민교육을 배우는 것보다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 우리가 학생 자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중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주자는 차원에서 공

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체육대

회 등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서 하게 하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소외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 교육청이나 입시 전형 등뿐만 아니라 별도

의 지원 기회가 많이 생겼다. 올해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의 ‘청소년교

육의회’라는 게 있다. 지역 대표를 뽑는 학생들도 있고, 비례대표처럼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여러 가지 트랙을 둬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루

트를 만들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세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의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살고 있는 지역이나 부모들의 지원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 달라진

다. 엄연한 불평등이다.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건, 소극적 정보 

전달이 아닐까 한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학교에서부터 참정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제도를 어른들이 많이 만들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시민교육도 수

행평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는 시간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많다. 

그 시간을 늘리고, 청소년단체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 시간과 단체

를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제현수   주요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

기가 꼭 필요하다. 정책에 대해 청소년이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나가

는 과정에서 앞으로 교육의 역할, 참여 제도의 강화 등 우리에게 남은 

숙제를 확인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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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제적인 이행 동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두 차

례 열렸다. 7월에는 각료급이 참석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열렸

고,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일원들이 참석했다.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SDGs 정

상회의가 개최되어 지난 4년간의 SDGs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를 의결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제2회 열린SDGs포럼》은 국제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고, 시사점을 논의

하기 위해 열렸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정치포럼(HLPF)과 SDGs 정상회의의 결과

를 소개하면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을 ‘2.1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과 SDGs 정상회

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담았다. 

또한, 2019 SDGs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통계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서도 구체적인 이슈를 알아보았고, 그 내용을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에 담았다. SDGs의 이행·평가·보고 과정에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

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통계 데이터가 무엇인지, 통계 데이터는 정책 변화와 실천을 위해 어

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GSDR)』 및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SDGs 이행에 있어서 통계 

데이터의 구축 의미와 과제를 알아보고, 더불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SDGs 이행을 위해 통

계 데이터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 통계 문해력 ‣ 통계역량과 민주주의 ‣ 개발도상국 통계 역

량 강화 지원 ‣ 시민 생산 데이터 및 시민 생산 데이터 및 통계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은 최근 SDGs 정상회의에서 작성한 정치적 선언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전략·전술로 강조되는 등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본 포럼

에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

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디

지털 산업경제체제 전환을 이해하는 배경을 제시하고 연계해 국내외 이슈와 사례를 다룬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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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과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2.1.1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1) 발표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2) 주요 내용

2015년 9월 유엔 SDGs 채택 이후 4년 만에 첫 번째 SDG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고영

걸 발표자는 정상회의가 각국의 정상급이 모여 글로벌 차원의 전반적인 이행 현황과 과제

를 점검하는 장이었고, SDGs 이행 성과의 부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다 

강화된 이행 노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상회의에서는 2020-2030 비전을 비롯해 SDGs의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전략적 영

역, SDGs 이행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등 6개 주제

별로 정상들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

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및 SDG 이행 확대 및 가속화를 위한 10가지 공약’을 담은 

‘SDGs 정상회의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mit)’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및 SDGs 목표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주체들

의 노력과 SDGs 이행의 부진을 우려하며, 각국의 자발적 공약 및 중점 노력이 필요한 사

항을 담고 있다. 

2015년 유엔 SDGs 채택 이후 매해 열린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대한 평가도 이루

어졌다. 자발적 국별 점검(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이 이루어지며 SDGs 이행 

점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급정치포럼(HLPF) 및 자발적 국별 점

검 과정에서 시민사회, 청년 등 비정부 인사들의 참여가 증대된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다

고 전했다.

그러나 자발적 국별 점검 시 정보 전달에 치중하고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이행 점검이 부

족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혔으며,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

행을 검토하는 구조가 목표별로 이루어지기에 SDGs간 통합과 연계성에 중점을 둘 필요

도 제기되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4NqCII1u54P1AhkSGw14bxON9phMtgq0/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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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15년 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2015년 SDG 채택 이후 4년간 한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에서는 SDG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기태 위원에 따르면 2015년 

유엔 SDGs 확정 이후, 국내에서는 정부보다는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시민넷과 같

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운동이 추진되었다. 

2018년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각 유관 부처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한국형 지속가

능발전목표인 K-SDGs(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를 확정했고, 2020년에는 <제4차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K-SDGs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2019년 K-SDGs 수

립 과정에서 정부, 학계, 국책연구원, 시민사회 각각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기에, 목표와 지표

에 대한 각계의 관점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SDGs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소관의 지휘부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재정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민관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속가능

발전법의 복원 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격상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민사회 분야의 패널로 참석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SDGs가 비록 실질적인 효율

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지만, 인식론 차원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K-SDGs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제안한 목표와 지표는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데

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어 제외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SDG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서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SDG 

17 파트너십’과 관련해,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터키 정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중단 작업이 없

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데, K-SDGs에서는 군축이 언급되지 않았다. 아직 분단체제

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정부가 SDGs를 통해 국제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발신할지가 중요하

다는 점을 언급했다.

끝으로 기업의 SDGs 이행에 관해,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ODA 증가를 위한 민간 및 기업 참여의 중요성, CO2 감소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산업

계의 기술 개발 지원 등의 노력을 언급했다. 기업도 기후변화로 인해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

하면서 이점과 동시에 위험 요소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섹터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코스피 100대 기업 설문조사에서 한

국기업이 여성 이슈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함을 알렸다. 

*본 내용은 부록 「제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163-164면)의 내용을 참고해 서술

했다.

       패널의 발표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4d8Nap7EIA-0pp5D-3-UxlwyRm2wKf8



83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평가·보고 과정에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

기 위해서는 양질의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해 어떠한 통계 데

이터가 개발되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그 과정에서 유엔

이 발행한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와 우리나라 통계개발원이 발행한 『(글

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2019)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를 다룬 김석호 발표자는 통계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SDGs의 포용성 원칙을 반영하

는 것의 중요성을 짚는다. 

그렇다면 통계 데이터가 포용적으로 작용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본 장에서는 통계 문

해력,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과 민주주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강화 지원 사례, 시민 생산 데

이터 분야의 동향과 사례를 아울러 살펴본다. 통계 데이터는 복잡한 현실을 간결한 수치로 나

타낸 것으로, 한 사회에서 원활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강화 방침을 지원함으로써,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지수도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나

라 정부도 통계 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SDGs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시민 사회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산해 지자체 개발 계획 시 반영하는 등, 정부와 민

간의 협력 사례를 보여주기도 한다.

2.2.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에 있어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1) 발표자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 주요 내용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는 SDGs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다. 유엔 사무총장이 선정한 15명의 독립적인 연구자 그룹이 모여 작성하

며, 유엔 내부 보고서와 달리 유엔의 사전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한국에서는 

2019년 김은미 이화여대 교수가 그룹 일원으로 참여했다). 

통계개발원에서 작성, 발행한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2019)은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관점

을 반영해 17개 목표의 이행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SDGs의 모니터링을 위해 우리나

라에서 데이터를 새롭게 생산해야 할 분야를 도출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보고서는 모니터

링 지표 및 데이터와 정책의 연계성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향후 관련 부처와 협력해 보완되

어야 하는 시사점을 남겼다. 또한, SDGs 지표는 다른 목표와의 상호 연계성이 뚜렷한 만

2.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통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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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한 후 작성되어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김석호 발표자는 SDGs의 포용성 원칙이 통계 데이터의 이행·평가·보고 체계에서도 실

천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시민단체나 기업 등 민간이 생산한 데이터를 국가 통계와 결

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 데이터의 모든 생산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소통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정부 간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지표 한 개에 여러 부처의 이해가 얽

혀 있을 수 있고, 여러 부처가 공동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책부처와 통계부처

가 이원화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또한 시민들이 통계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고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들이 데이터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uMhxNQkZTeXnJ7JKdT0ZpBvfIH4PPbEv/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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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DG 이행 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1) 통계 문해력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통계와 지표의 역할을 짚었다. 그

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통계를 생산, 소비하는 시대이므로 SDGs도 이러한 흐름 속

에서 시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황이다. SDGs 자체가 추상성이 높고 방대하기 때문에 핵

심지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소구력을 확보해야 한다. 통계는 복잡한 현실을 간결한 수치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해당 통계를 사용할 것인지 고민 과정을 거쳐야 한

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국가통계 통합작업을 진행 중으로, 맵핑과 통계 결합 등 소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 통계역량과 민주주의

박종남 코이카(KOICA)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은 통계역량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설명했

다. 통계 역량 증가 및 정부 차원의 통계역량과 사회의 민주주의 지수는 비례하는데, 시민사회 

참여율이 높고 부패가 낮을수록 통계역량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코이카(KOICA)

는 통계 분야 ODA를 증대시켜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민주화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지원 사례

김철주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은 통계청의 ODA 사업을 소개했다. SDGs의 

이행을 위해 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에 SDGs 이행 기여를 목표로 설정했다. 통계청은 프로젝트 사업, 국제 분담금 납부 등 자체 

사업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협력(몽골, 카자흐스탄의 통계역량 강화), 미주개발은행(IDB)과 협

력(중남미 공동 세미나 개최, 페루 및 에콰도르 컨설팅), 코이카(KOICA) 협력(미얀마 통계역

량 강화), 기획재정부 협력(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가통계 시스템구축연구)으로 국제 파

트너십, 관계기관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4) 시민 생산 데이터 사례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시민 생산 데이터를 통한 정책 전환의 사례로 인천저

어새네트워크의 활동을 소개했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인천의 8개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네

트워크로, 저어새 및 인천의 습지를 모니터링하고 저어새 습지 인식증진, 관련 정책을 제안한

다. 이들은 2009년 5월 결성해, 현재까지 매년 ‘시민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2015

년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 일부를 하수처리장으로 매립하려던 계획이 저어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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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무산되었다. 현재 남동유수지는 특별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다. 

남선정 발표자는 인천시가 2018~2019년, 저어새 먹이터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송도 갯벌

에 물새 서식을 위한 인공섬 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저어새네트워크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

탕으로 섬보다 만조시 휴식지로 이용할 습지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해 인천시가 받아들인 사례

를 소개했다. 그 결과 매립지 내 인공습지 조성계획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는 국가 통계 역량강화 방안으로서 시민생산 데이터 활용을 제안하며, 시민들이 만든 

데이터를 행정주체가 인정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민생산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플랫폼, 시민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논문), 시민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시민생태 데이터의 통

계적 활용 가능하리라 보고, 거버넌스 속에서 정책의 자료로 시민생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의 발표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6YlkiL9E1tx9f3sKKpZlq2GDQL586y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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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체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는 최근 SDGs 논의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에 열린 SDGs 정상회의의 ‘정치적 선언문’에서는 2030년까지 이루어야 할 10대 의제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을 언급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서 《열린SDGs포럼》 또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2.3.1. 배경 이해’에서는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담론 및 동향을 살폈다. 국내에서의 동향은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과 방향을 노동계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노동계에서 대응하

는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국제적인 배경에서는 2019년 열린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SG's 

HLP On Digital Cooperation)’의 주요 논의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폈다. 

‘2.3.2 국내외 이슈와 사례’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받는 분야를 플랫폼 노동, 스마트 

도시, 다국적 IT기업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 살폈다.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

이 늘어나는 경향에서, 이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은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변화를 언급한다. 스마트 도시의 사례에서는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도

시의 지속가능성으로까지 확장해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 담론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다국적 IT기업과 조세 정의 사례에서는 초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세피난처 국가들 사례

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원칙인 ‘누구

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논의한다.

2.3.1 배경 이해 

1) 한국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① 발표자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② 주요 내용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방향의 설정, 이행

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논의기구다. 중점 추진 과제는 4

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개별 안건으로 구체화·보완하는 것이다. (출처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https://

www.4th-ir.go.kr)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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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했다. 디지털 전환에 관한 담론이 선제적 기술혁신과 시장 선점과 같은 혁신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산업과 일자리에 닥치는 파괴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 크게 미흡하

다고 지적했다. 노동을 배제한 채 정부 정책이 논의, 결정되고,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황선자 발표자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사회변화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공정한 대우,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 정당한 보상, 지속가능한 생산 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ILO를 비

롯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의 미래와 관련한 논의에서

도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을 경

험하고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가져올 생산성 증대

에 따른 수익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는 끝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노조의 중요 전략으로 사회 연대를 통한 사회적 지

지 확보와 정부 정책 수립 및 국회 입법 과정 개입 사항을 들었다. 자동화, 로봇기술과 같

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노동자의 안정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미래라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는 점

을 짚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VVMPxnm7bGMXw-vnRqajYUG1uwDMJ3_B/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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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이행 촉진을 위한 경제·기술 전략 :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① 발표자 

엄수원 (㈜아드리엘 대표이사)

② 주요 내용 

UN사무총장 직속의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SG’s HLP On Digital Cooperation)은 20

개 국가 출신의 패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산업,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 대표자들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디

지털 기술을 통해 SDGs를 실현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이 부정적 결과를 갖고 올 것을 통제

하기 위해 서로 다른 민족성을 지닌 20명을 구성했다.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개요」, 외교부 국제기구국(국제안보과), 2019.6.19.)

발표자인 엄수원 ㈜아드리엘 대표는 AI를 활용한 스타트업 운영 경험에 기반해 개인 자

격으로 패널에 참여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 민간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국제단체가 

각자의 목적과 활동 범위를 넘어 협력할 필요가 있기에, 패널들은 이들이 효과적으로 협력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했다. 

엄수원 발표자는 한국의 과제로 국제사회의 디지털 협력의 내용과 공유된 가치 등을 한

국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혁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

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협력 사례를 국제 사회에 선보이고, 디지털 협력 노력에

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1igOmKFBEsuvWGIKGPQwkojPBPgsBlBr/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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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내외 이슈와 사례

1)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① 발표자 

김종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② 주요 내용 

플랫폼(platform)이란, Plat + Form의 합성어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뜻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택시(쏘카의 타다), 장보기(마켓 컬리), 가사노동 및 생활 서비스(대리 주부, 미소, 청소연

구소), 음식배달(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서비스 상품이 플

랫폼을 기반으로 유통된다. 

OECD 회원국의 온라인 노동 추이는 연간 26% 성장세다. 디지털 체제는 일자리 및 업

무 변화를 야기했다. 인터넷, 초고속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 등이 증가하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나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형태의 경영조직 운영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플랫

폼과 클라우드 소싱, 공유 경제 등으로 생산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기업형태와 경영 조직

도 변화하게 되었다. 

전 세계 플랫폼 노동 비율 중 한국의 비율은 1.7%~2%대로 추정된다. 최소 약 44만 명

이 웹 기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남성들에게서는 주로 운송, 배송업이, 여성들에

게서는 주로 식당 서빙과 가사 노동 등 돌봄 노동이 중심을 차지한다. 

2018년 플랫폼노동자 및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비율을 비교하면, 국내 플랫폼노

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들의 적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

황이다. 『ILO 노동안전보건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의 장애요인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안전

보호 및 사회 보험을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점과 작업장의 노동 안전보건 관리가 허술하

고 플랫폼 자체의 안전이 감소한 점 등을 짚었다. 

김종진 부원장은 플랫폼노동의 불평등한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포용

적 연대'와 '공동의 규제'를 제시한다. 지난 100년간의 노동은 핵심 정규 고용자만 사회적 

보호가 가능한 제도였다면, 플랫폼 노동과 같이 고용 관계와 작업장 환경이 더 다양한 미래

에는 비정규 고용자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jQ_NwTSQ4HJ4wiInm2MA3CTi0800xgXV/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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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티의 확장: SDGs 관점에서의 함의

① 발표자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② 주요 내용 

SDGs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담론은 ‘SDG 1 빈곤증식’에서부터 ‘SDG 11 지속가능

한 도시’를 아울러 관련되어 있다. 스마트시티 담론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도시 성장, 기후변화, 

시민참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박준 발표자는 스마트시티 담론이 ‘포용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ICT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ICT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은 민간기업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라는 한계를 띠기도 한다. 여기에서 스마트시티가 ‘무엇을 위한, 누구

를 위한’ 것이냐는 ‘포용성’ 관점의 질문이 중요해진다. 발표자에 따르면 ICT 발전으로 시

민의 참여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더욱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가능해졌다.

스마트시티 담론은 또한 지속가능성 담론까지 포함하여 확장하는 추세이다. 지속가능성

과 관련한 환경 도시 담론(그린 시티, 저탄소 도시, 에코 시티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 담론

으로 통합되고, 스마트시티 담론은 이를 아우르고 있다. 현행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상당

수가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박준 발표자는 개발도상국의 계획적 도시개발 과정에서 적정 기반시설의 공급이 누락되

는 것에 대해 스마트시티가 의미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증

가하는 도시 인구를 적정한 기반시설 없이 제한된 도시 공간에 수용한 결과, 슬럼과 같은 

비공식 주거를 양산한다. 이는 도시민의 삶의 질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는 핵심 도시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실내화장실, 포

장도로, 학교, 공원 등)을 공급하는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스마트시티’의 관점에서 계획적 도시개발과 핵심 기

반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해, 더욱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포용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드

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여러 주체에게 분배하는 토지기반 재

정 운용 기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9k_-T2-5EsFPWAN3kUTlInr0SIXV9Hwf/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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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DGs 이행 재원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①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② 주요 내용 

조세피난처(tax haven)는 ‘법인’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나라 혹은 지역을 일컫는다. 각종 

세율이 거의 0%이거나 아주 낮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도 조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행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

이다. 신청서와 등록세만 내면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사업수행조건

이 결여되어 있다. 법인을 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지, 돈을 투자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뇌물로 받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탈세하려는 기

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다. 

조세피난처는 카리브해와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어 낮은 

세율로 전 세계 자금을 끌어 모아 먹고 사는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ITC 기업은 역외탈세 문제를 야기한다. 애플과 구글 등 초국적 기업들은 조

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수익을 몰아주고 조세피난처인 국가는 수익보다 매우 적은 세금

을 거둬들인다. 정세은 발표자는 조세피난처에서 은닉한 수익금이 아마존 삼림을 벌채 등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경향도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초국적 기업들의 탈세에 대한 대중적 공분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선

진자본주의국가에서 초국적 기업의 탈세는 더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조세피난처

가 그동안 선진국들에 큰 피해가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ICT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로 선진국

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선진국 정부들도 적극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자는 말했다. 대표적으로 ‘구글세’처럼, 개별 국가 차원에서 IC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는 물론 EU와 같은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과세 

방침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일랜드만 하더라도 조세피난처를 자처하면서 다국적기

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구글 등 IT 초국가 기업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사업 철회, 

서비스 지연 등 국내 소비자를 ‘불모’로 잡고 대응할 수 있기에, 부가세 과세 강화 정도를 적

용하고 있다. 발표자에 따르면 ICT 기업에 대한 조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조

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들의 로비력과 기업/개인 및 정부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선

진국 정부들의 정의로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시민사회의 조직적이고 강

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본 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ecL4dSXOU-OlQIbLnpRExYQQU21iuTpq/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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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제1회, 제2회 <열린SDGs포럼>의 발

표내용 중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사례로 

여섯 개의 예시를 소개한다.10) 

 

사례로 정한 기준은 첫째, 사례로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발표 자료에 한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원칙인 포용성, 사

전예방, 형평성, 통합성, 참여성의 원칙을 기

준으로 선정했다. 

포용성의 원칙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는 SDGs의 대원칙으로, ‘정부나 국제기구의 

정책 수립과 이행 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특히 여성, 장애인, 이주민, 미래세대, 노

인 등 사회 취약그룹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11)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는 중증장애인의 공공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며 '장애인 자

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은 장

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민

으로서의 권리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12)’인 

형평성의 원칙은 국가 간, 세대 간 일어날 자

원 분배 구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SDGs를 

이행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사람과 지구, 번영

과 평화, 파트너십 등 다섯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13) '어린이들

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 낮추는 괜찮아지

구야 캠페인',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

계 역량 강화 사업',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

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등은 

정부 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이 서로 연계해 

SDGs의 이행을 시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10)  (편집자 주) 모든 사례는 
발표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으며, 발표자와 서면 
인터뷰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했다. 발표자들이 소개한 
많은 사례 중 아쉽게도 지면의 
한계로 주제에 따라 선별하였다. 

11)  윤경효·박차옥경, 
『지속가능발전목표 
생활 속 이야기』,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8, 23면

12) 같은 곳, 24면

13) 같은 곳, 24면

 ⇒   [시민사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   [시민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   [시민사회]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   [기업]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C 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   [정부]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   [정부]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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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 소개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홈페이지: http://sadd.or.kr       • 이메일: sadd@daum.net

1) 행위 주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

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 목적

 •  중증장애인 노동을 효율성의 가치가 아닌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

을 강조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도입할 것을 요구함.

3) 활동 내용

①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 요구 농성(2017.11.21.~2018.2.13. 총 85일간)

 •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 투쟁 시민사회단체 지지 성명 조직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

한 3대 요구안 “궐”기대회 개최 등(2017.11.22.-2018.2.13.).

 •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확대 △최저

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혁신 방안 수립 등을 요구.

 •  운영 재원 조달 방법 : 29인의 개인 및 노동, 장애, 교육(학교, 교직자 등) 관련 40개 단체

의 모금으로  1,100만 원의 농성 투쟁 후원금 모금

② 고용노동부와 정책 교섭(2017.11.21.~2018.04.17.)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 요

구안에 대해 청취(2017.11.21.)

 •  정책요구안 중 한국장애인용공단 개혁 요구안 관련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등 선배치 후

훈련 관련 정책협의 TF 구성 합의(2017.12.04.)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면담 후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1만개TF(가칭)’, ‘최저임

금적용제외제도개선TF(가칭)’ 구성 합의(2017.12.28.) 및 TF 관련 1차 실무 협의 결과

에 따른 위원 구성(안) 논의. (2018.01.19.)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2018.04.17.) :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요구안에 대해 공감

하며 TF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공공일자리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책무성’에 대하여 강조함.

③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민관TF 구성 및 운영

시민사회

시민사회 1. 증장애인의 노동권 투쟁을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가치 인식제고와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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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등 당사자, 전문가,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

로 위원을 구성

 •   TF팀 발족(2019.2.28.), 3차 회의와 실무 협의, 워킹그룹 회의 등 진행(2019.3.14.~6.18)

 •   신규 사업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시행,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 시

행.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위해 직

무지도원의 지도하에 현장 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

4) 효과 및 시사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체 장애계를 폭넓게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정책 면

담보다는 간담회 형식에 가까웠음.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정책 협약서 서명 등 장애계

의 요구 이행에 대하여 약속을 받는 자리로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85일 간의 기다림 끝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직접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음.

 •   2017년부터 진행한 노동권 농성 투쟁과 2018년 상반기 TF의 열띤 논의의 결과로 제5차 

장애인고용 기본계획,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장애운동그룹의 요구안이 반영되

었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정부와 논의한 것 자체가 ‘중증장

애인 노동’에 대한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소득 보장 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공공일자리 창

출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법

으로 풀어야 함을 선명하게 알려나가고자 함.

 •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1년을 시행한 현재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근본적인 차이(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 사업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가 존

재함을 확인, 결국 예산의 문제에 있어 기획재정부에 절대적 결정 권한이 있음을 확인함.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 소개 :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홈페이지: http://www.gcil.or.kr       • 이메일: violept@gmail.com 

1) 행위 주체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배경

 •  비장애인 성인 및 청소년의 시민권 교육과 행사가 필요함에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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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재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도 성별 및 연령대별 할당은 고

려되나 장애인 할당은 고려되지 않음.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도 시민으로서 준

비되고 교육되지 않으면 행정 실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 교육이 중요

하기에, 장애인들의 시민권 인식 교육을 추진함.

3) 활동내용

① 2018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캠프

 •  14세 이상~19세 이하 장애·비장애 청소년 각 5명(총 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정치교육을 진행.

 •  나의 정치 성향 파악하기,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의, 정당과·정치참여 

이해하기 위한 정당 만들기 워크숍 등 

②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리더 양성과정 

 •  장애 청소년 7명, 비장애 청소년 7명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이해 및 법과 민주주의 관련 

강의, 소수자 인권, 토론 등 진행함.

③ IL(자립생활) 민주시민교육

 •  2017년, 장애/비장애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적인 소통 방식, 여성인권 역사 

이해, 성소수자와 연대, 보완대체의사소통(ACC)을 활용한 인권강의, 생활 속 민주주의 

및 일상 속 헌법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함.

④ 광진구 의정활동 모니터링(예산분석 교육)

 •  2016년, 서울시 광진구 내 장애인 당사자 7명을 대상으로, 예산 분석 교육을 위해 광진

구 재정의 구조와 장애인 정책, 광진구와 타지역의 예산 분석 자료 검토. 광진구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개최함.

출처 :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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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자가 아닌 스스로 ‘시민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역량강화 활동으로

써,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제도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기 위한 장애인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유의미.

3.  시민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계의 역량 강화

▶ 소개 :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poonbill-island   

• 이메일: sjnam01@daum.net

1) 행위 주체

인천저어새네트워크

   

2) 배경

 •  인천 남동유수지는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 중 하나로, 2009년 당시만 해도 저어새는 육

지에서 떨어진 바다 위 무인도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매우 특이하게도 남

동유수지와 같은 인공 저수지와 같은 인공섬에서 번식하기 시작함. 공식적으로 2000여 

마리만이 생존해 있던 저어새들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환경에서 번식을 시도하니 이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모이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기 시작함(2019년 1월 월동지를 검사

한 결과 4,364마리가 생존)

 •  저어새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은 저어새 및 인천의 습지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고 시민과 공

유함으로써, 저어새 및 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함.

시민모니터링 보고서
(2009~2019 /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도부터 보고서를 발간) 

출처 :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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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활동

① 시민단체 주도 지역 중심의 모니터링 사업

 •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월~8월까지 10~15명의 회원들이 인천, 강화, 영종 일대 습

지의 물새(저어새, 도요물떼새류, 오리류 등)의 번식과정, 먹이터를 모니터링함.

 •  2009년부터 매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 원고료, 제작비 등

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함.  

② 네이처링을 통한 저어새 서식지 공유

 •  2018년부터 전국의 저어새 서식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플랫폼 ‘네이처링’에 ‘저어새 네

트워크’ 계정을 만들어, 저어새 서식지를 촬영해, 이미지와 장소 정보를 업로드 (https://

www.naturing.net/m/1665/summary)

 •  현재까지 36명이 참여하여, 26종 (저어새, 왜가리, 중대백로, 검인천 남동유수지인천 남

동유수지은머리물떼새, 흰뺨검둥오리 등)에 대한 총 556개의 관찰기록이 축적됨. 

4) 시사점 

①  2015년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의 일부를 매립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저어새네트워크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하여 반대했고, 인천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건

설 계획을 취소함.

②  시민모니터링 결과, 2018~2019년 저어새 먹이터인 송도 갯벌(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

지) 에 물새 서식을 위한 인공섬 건설계획이 변경됨. 섬 보다는 만조시 휴식지로 이용할 습

지가 더 필요하다는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매립지 내 인공습지 조성계획으로 전환되고 있

음. 또한 남동유수지를 특별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임.

③  시민생산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플랫폼, 시민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

과 (논문), 시민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 시민생태 데이터의 통

계적 활용이 가능하리라 봄.

4.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 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 소개 :  심재성 (주)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myearthday    

• 이메일: violept@gmail.com

   

기업

기업 4. 어린이들의 손으로 지구 온도를 1℃ 낮추는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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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1) 행위 주체

괜찮아지구야 운동본부

2) 배경

 •  한국에서 어린이들이 시작한 생활 속의 실천 캠페인을 시작으로,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을 보호해

나가길 희망함.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모여 ‘괜찮아지구야 캠페인 운동본부’를 설립

하였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2018년부터 캠페인이 진전됨.

3) 활동내용

① 어린이 지구지킴이 모집

 •  SNS상에서 환경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한 ‘지구지킴이’ 어린이들을 지구지킴이로 임명

하거나 프로젝트별로 사전 신청을 받아 임명. 쓰레기 줍기, 일회용 줄이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지구를 돌보는 작은 실천을 하며 동시에 주변 친구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참여의 경우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지구지킴이 실천하는 모습을 #괜찮아지구야, 

#지구지킴이 #OKEARTH 등 해시태그와 함께 SNS(인스타, 페이스북, 밴드, 지역맘카페 

등)에 게시. 그 결과 수천 개의 지구지킴이 실천사진이나 영상이 게시됨.

② ‘괜찮아지구야’ 지구지킴이 출범식

 •  2019.1.22., 국회의사당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3명과 어린이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괜찮아지구야’ 지구지킴이 출범식이 열렸으며, ‘괜찮아지구야’의 ‘지구지킴이’ 활동의 목

적을 알리고, 더 많은 어린이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지키는 의도와 메

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③ 순천시 시민과 함께 천만 그루 나무 심기

 •  2019. 3.18., 1,000여명의 순천시 어린이들과 가족,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지

킴이 선서와 함께, 순천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운데 가장 미래지향적인 대안으

로 천만 그루 목표 이행(참고 : 괜찮아지구야 운동본부 공식 카페  https://cafe.naver.

com/myearthday/739)

④ 19‘ 한국의 툰베리를 찾아라 경연대회 및 최종 선발 어린이 연설

 •  스웨덴의 환경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툰베리처럼 환경에 관심을 갖

고 실천하는 어린이 환경 리더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지

자체장회의>(2019.10.8.~10.23, 순천)에서 ‘우수 어린이 환경운동가’를 선정해 시상함.

 •  또한, 어린이 지구지킴이들은 세계 7개국 18개 도시의 시장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촉구하고, 세계 어린이 환경 리더들의 네트워크 만들어달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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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5-13세 ‘아동’이 활동주체이자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임.

 •  또한, 괜찮아지구야 운동본부는  ㈜제이앤피인터내셔널의 리더십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로 볼 수 있음.  

 •  현재, 중앙본부(서울), 강원본부(춘천), 전남본부(순천)가 설립되어 있고, 2020년 1월에 

중국본부(위해)가 설립되었고, 2020년 2월에 일본본부가 설립될 예정.

 •  한·중·일 어린이들이 SNS에서 태그 #OKEARTH로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도록 할 예정

임. 향후 세계 약 10개국의 어린이들이 #OKEARTH 로 SNS에서 소통하며, 환경을 위한 

실천을 같이 해가는 것으로 캠페인을 전파함.

5.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 소개 :  이제실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이메일: jesil33@goe.go.kr

1) 행위 주체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 목적

 •  참여와 실천중심의 시민교육을 통한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시민 육성

 •  학생자치 내실화와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학생주도의 학교 문화 조성

제1회 
람사르지 습지도시 
지자체장회의 참여

출처 : 
괜찮아지구야 

네이버 공식 카페 
https://cafe.naver.com/

myearthday/1087

정부

정부 5.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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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3) 활동내용

① 시민교육 3종 교과서(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개발 보급

 •  2013년부터 ‘민주시민(2013)’, ‘통일시민(2016)’, ‘세계시민(2016)’ 등 시민교육 3종 

교과서를 개발하여, 2019년까지 경기도 관내 학교의 1,629교(68%)에 보급함.

 •  민주시민교과서의 경우, 인권, 다양성, 평화, 연대, 선거, 참여 등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다룸. 통일시민교과서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 감수성 함양에 방점을 두었으며, 세

계시민교과서의 경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행동하는 시민 역량 강화에 초

점을 둠.

② 공간의 민주성 프로젝트 운영

 •  2019년, 경기도 관내 36개를 민주시민교육실천학교로 선정하여,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공간 주권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공간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함.

 •  교육 방식 : 교육과정 속에서 공간 수업 프로젝트 운영하고, 교육청에서 건축전문가, 예

산을 지원함.

③ 학생들의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한 청소년 교육의회 운영 지원

 •  2019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청소년(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총 142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별 청소년교육의회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의원 역량강화 교육, 청소년 

권리보장교육, 토론교육, 정책제안 교육, 지역교육장, 지자체장, 교육감에 대한 정책 제

안, 조례안 제안 활동을 지원함.

4) 효과 및 시사점

 •  경기도의 경우 전체학교의 68%가 시민교과서 3종을 활용 중. 타 시도에서도 요구가 있었

고, 민주시민 교과서는 11개 시도에서, 통일시민은 5개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음. 

 •  공간의 민주성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공간 구성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

성남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활동모습

(20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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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학생들의 공간 주권을 회복하고 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을 높임.

 •  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을 통해 공공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와 권리 

보장함.

6.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 사업

▶ 소개 :  김철주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 홈페이지: www.kostat.go.kr     • 이메일: cj21kim@korea.kr

1) 행위 주체

대한민국 통계청

2) 목적

 •  SDGs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으로써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통계 시스템이 취약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기본적인 데이터 결

여로 SDGs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통계청은 △SDGs의 이행에 따른 통계 생산 필요성이 확대되고, △국제기구 및 양자 공

여국의 통계역량 강화지원 사업요청 증대, △우리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SDGs 이행 기여를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통계 ODA 사업을 시작하게 됨.

   

3) 활동내용

 •  기술지원사업, 초청연수사업, 분담금 납부, 국제파트너십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

•  특히, 라오스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2017년부터 ‘SDGs 통계’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

해 인적역량 강화, 통계DB 및 서비스시스템, IT기반 통계자료수집시스템 구축 지원 등

을 추진함.

•  이를 통해, 라오스의 경우, 국가통계발전략수립, 통계 포털서비스시스템(LoaSIS), 컴퓨

터를 이용한 전자조사(CAPI)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통계포털서

비스(ASIS)를 구축함.

4) 효과 및 시사점 

•  ODA의 경우, 현재 외교부에서 무상원조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 사업

을 총괄하고 대변하기에는 미흡. 따라서 현재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 기관에서 총괄기

정부

정부 6. 한국 통계청의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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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한 나라의 통계역량은 그 나라의 정부투명성, 시민사회역량을 강화해 민주주의 발전

을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 지

구적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함.

출처 : 
코리아 타임즈

https://www.koreatimes.co.kr/www/

biz/2019/12/367_280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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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5.30.(목), 13:30-18:00, 이룸센터

■  주제  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 

■  주최  외교부,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 시민넷) 

■  주관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지속가능발

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노총

■  협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시민사회연대회의 

■  참석자 (약 100여명)

‣  외교부 : △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고영걸 개발정책과장 △이소

리 개발정책과 사무관 △이지현 개발정책과 사무관 △전현진 개발정

책과 사무관

‣  국회 및 관계부처 : △송옥주 국회의원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

당관 사무관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등 

‣  학계 및 시민사회 : △김은미 이화여대 교수 △손혁상 경희대 교수 △박

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

연맹 사무차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윤경효 (사)한국지

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등 80여명

‣ 행사 운영진

- 안내데스크 : 윤대현

- 강연장 관리 : 여은총(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글 기록 : 양예빈(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김홍구(프리랜서 에디터)

- 영상 기록 : 김은솔 

제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부록 1

작성 | 2019.6.5.(수), 외교부 개발정책과

┃참가 선호 세션(선택)

신청자수

0 20 40 60 80 100 120

총참가자

세션3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세션2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세션1 (보편적 권리로서의...)

전체회의 및 정리회의

┃참가자 분포(사전 신청자 101인 대상, 중복 답변 포함)

연령

24.80%    
13.90%    

29.70%    

39.70%    

1%    

5%    
13%    

43%    

2%    

6%    6%    

소속

정부기구 및 공공기관

교직원 및 학생

시민단체 및 재단

기업

언론

기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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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13:30

-

13:40

(10분)

■ 개회식

• 사회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 송옥주 국회의원

• 전체 사진 촬영

13:40

-

15:20

(100분)

■ 전체 회의 |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

• 좌장 :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

‣ 기조발제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

‣ 패널토론

SDGs의 국내외 이행: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조의 노력

- 정부:   1) SDGs 이행관련 권리 신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2)  K-SDGs 이행 관련 환경부의 역할과 포용성 증진 측면에서의 노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3)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통계 데이터 기반과 개선점(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 시민사회:  권리신장, 포용성 증진,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주요 입장(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 기업 :  우리나라 기업의 SDGs에 대한 관심도와 역할(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 노조 :  권리신장, 포용성 증진,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전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15:20 - 15:30

(10분)
휴식

15:30

 - 

17:00

(90분)

주제별 

세션

(동시진행)

[세션1]

소교육실(2층)

[세션2]

교육실2(2층)

[세션3]

이룸홀(지하1층)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관련 

SDGs: SDG8, 10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관련 

SDGs: SDG 7, 10, 13, 17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관련 

SDGs: SDG 4, 16

17:10 - 18:00

(45분)

■ 정리회의 | 동시 세션 논의 결과 공유

• 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 패널 및 전체토론(40분)        ‣ 전체 사진촬영(5분) 

■  포럼 진행순서

부록1  제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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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회식 

1. 개회사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 – 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  (SDGs 이행 현황과 도전과제) 2015년 SDGs 채택 이후 극심한 빈곤 퇴

치,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취약계층 참여, 탄소배출 

저감, 성평등 등은 이행이 더디고 이는 계층간·나라간 불평등이 요인임.

‣  (우리의 이행 현황과 도전과제) 우리도 많은 성과가 있으나 통합적 추진 체

계 부족 및 국민들의 낮은 인식으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  (파트너십)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 정부와 민간, 사회 모든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함. 

2. 축사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열린SDGs포럼의 의의)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에 앞서 교육, 경

제, 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 등 SDGs 이행 현주소에 대해서 다양한 논

의를 기대함. 

‣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기업은 SDGs 달성을 위해 기술, 자본, 

노하우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핵심적인 주체임. 

‣  (SDGs가 기업에 주는 함의) SDG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목표일 뿐 아니라 기회인 만큼 기업

들이 지속가능성을 보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환영사 (송옥주 국회의원)

‣  (이해관계자 참여) 금번 포럼은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SDGs 이행 및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임. 

‣  (불평등 개선 필요) 우리나라 SDGs 이행 지수가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

지만 세부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음. 이는 불평등 심화와도 관련이 있

음으로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국내 이행체계 개선) SDGs의 국내 이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음. 

 Ⅲ. 기조발제 및 전체 회의

1. 기조발제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김은미 이화

여대 교수·유엔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 

가. 19년도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  (배경 및 의의) 2015년 SDGs의 채택은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SDGs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  (준비과정) 2016년 반기문총장이 전세계 전문가 중 분야 및 지리적 안

배를 고려해 선정한 15인으로 ‘독립과학자패널’을 구성하였으며, SDGs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할 목적의 GSDR 보고서가 

2019.9월 HLPF 계기 최초로 발간될 예정임.

-  독립과학자패널은 아태지역 출신 전문가가 2인에 불과한바 서구 중심의 

데이터ㆍ사례 편향성 등의 한계가 존재

‣  (주요 시사점) GSDR 보고서 초안이 현재 UN 회원국 및 UN으로부터 

승인된 NGO를 대상으로 회람·검토중이며,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있음.

-  △17개 목표간 상호 시너지ㆍ상쇄관계 분석 현황(목표조합별 연구 정

도는 다르나, 전반적으로 시너지 관계가 더 많다고 평가 가능)

-  △초연결성 반영 여부 점검(정보, 재화, 자본, 인적교류 확대 등) 

-  △목표별 접근이 아닌 변화를 위해 투입이 필요한 6대 분야(①인간복

지 및 역량, ②지속가능한 경제, ③탈탄소 및 에너지 접근, ④식량 및 영

양, ⑤도시 및 도시주변 개발, ⑥글로벌 공공재)에 대해 거버넌스ㆍ경제

재무ㆍ행동ㆍ과학기술 측면의 다층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분석 필요성

-  △지역간 SDGs 관련 R&D 투입 격차 조망(선진국 및 민간/기업 주도

형 연구가 많은 편이며, 공공목적 및 아프리카, 중동 등 지역에서의 연

구가 매우 부족) 

나. 국제사회의 SDGs 이행현황

‣  호주, 스웨덴,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 사회적보호 

예산이 전체 대비 20% 이상으로, 동 수치가 10%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정부는 사회적 보호 증진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 

다. 공평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  빈곤의 대물림, 불평등 고착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며, 여아ㆍ소수민족ㆍ장애아동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인 복합적ㆍ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SDGs는 초등·중등교육을 중점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도

국의 두뇌 유출을 막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세부목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전체 회의 

가. 패널토론

‣［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국제사회 SDGs 이행은 성과도 있지

만 미흡한 부분도 있음.* 불평등 심화와 경성장 둔화 등을 요인으로 꼽

을 수 있으며 불평등 완화는 SDGs 달성을 위한 전제이자 SDGs를 관

통하는 범이슈임. 

*  ‘19.7월 HLPF 계기 발간 예정인 <SDGs Progress Report> 초안 내

용에 따르면 △빈곤퇴치 △영유아 사망률 개선 △노동생산성 증대의 

성과가 있지만 △기아 △생물다양성 △양성평등 및 소외계층 부분은 

이행이 더딤. 

-  외교부는 SDGs의 전략적 이행 및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SDGs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민사회 등 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

고 개도국 SDGs 이행을 ODA로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할 계획

‣［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환경부는 한국형 SDGs인 

K-SDGs를 지난해 수립하였고 내년에는 지표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SDGs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홍보 영상을 제작하

고 있으며, 올해 10월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지정해 UNDP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 예정

-  아울러, K-SDGs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 L-SDGs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 

‣［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SDGs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올바른 데이터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데이터 가용

성이 떨어짐. 분야별 편차가 크며, 환경 분야 통계는 매우 적은 상황임. 

-  이에 국내에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데이터의 국내외 기

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 지표 개선·개발 과정에도 적극 참여중 

‣［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디지털 경제 하 불평등 

구조(예: 구글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지속가능발전법(환경부 소관)

의 사회, 경제 분야 통합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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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포용성, 통합성을 정부 정책안에 녹이기가 어

렵기 때문에 제도화가 필요 

-  시민단체 단체 등록 규정, 회계 규정 등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시민사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음으로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시

민사회의 참여 기회 필요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극소수 기업이 SDGS

를 KPI(Key Performance Index)에 반영해 전략화하거나 지속가능보

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표면적으로만 다뤄지고 있음. 

-  SDGs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중 경제 이슈가 가장 미미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음. 

-  기업 내 SDGs 이행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고민 필요  

‣［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국제노총(ITUC)에서 개발협력의제를 포

함한 SDGs를 논의 중이며 SDG 8을 핵심 분야로 보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권 확립 등이 중요하며 노동권을 보다 우리사

회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나. 청중 및 전체토론 

‣［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데이터를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들을 보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데이터 세분화 과정에서 성별, 시민권 소유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반발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데이터를 집단별

로 세분화하는 데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어 고민 

‣［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국장 ］장애에 관한 분리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

음. 사회 성숙도에 따라서 분리통계가 있음으로서 차별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 됨. 한국 사회에서 장애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Ⅳ. 세션별 토론

1. 세션1.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SDG8, 10)

가. 개요

‣ 주관 : (사)한국장애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총  

‣ 프로그램 (좌장 :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기조발제 1 : 유엔 및 국가 SDG8와 SDG10의 주요 내용 소개 및 불평

등 관점에서 시사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기조발제 2 : 장애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 방안 (정다운 전국장

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기조발제 3 :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실태 및 해소 방안 (박은주 한국여

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조발제 4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노동권) 책임 실천사례 및 문제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 담당관)

-  패널 및 전체토론 :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권 확장을 위한 방안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나. 주요 요지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국제노총(ITUC)의 노력으로 SDGs 수립 

시 노동 관련 목표가 반영되었으며,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등이 필요함.

-  정부가 노동기본권 확장 등 SDGs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

구를 마련하고, SDGs의 국내이행 총괄부처를 현행 환경부에서 국무조

정실로 격상할 것을 제언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정부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민간에 일정수준의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감독하는 수

준에 그쳐왔으나, 최근 장애인 노동권 활동가들의 투쟁 결과 보다 더 적

극적인 정부 역할을 위한 진전을 이루어 냄.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법 제외 법률 개정 TF, △중증장애인 대상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 TF를 설립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여성들은 주로 비임금 노동에 종사

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의 경우에도 비정규직ㆍ계약직 등 불안정성이 높

고 저임금 노동에 종사 비율이 높으며, 경력단절의 문제 등이 여전한

바,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함. 

‣［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강제노동의 개념 및 사례를 소개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한

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도입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도입 현황

과 인권경영의 개념 및 중요성, 관련 외국 기업의 모범사례를 소개함.

-  또한, 인권경영 정책ㆍ가이드라인 수립, 인식개선 교육, 현장실사도구 

마련, 고충처리 및 구제메커니즘 도입 등 기업의 대응전략 소개

‣［  정혜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여성ㆍ장애인ㆍ청년ㆍ이주민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을 소개함.

2.  세션2.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SDG7, 10, 13, 17) 

가. 개요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  프로그램 (좌장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사무총장·SDGs시민넷 운영위

원장)

-  기조발제 1 :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라 (김보림 청소년 기

후소송지원단) 

-  기조발제 2 : 산업계(금융계)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기후행동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  기조발제 3 : 기업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

널 대표) 

-  패널 및 전체토론 : 신기후체제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불평등해소 

방안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김성현 파타고니아 환경

팀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나. 주요 요지 

‣［  김보림 청소년 기후소송지원단 활동가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청소

년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G20, EU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가 제도화가 되어 있거나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현재 600여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 공개에 참여중임.

-  특히, 프랑스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는 금융기관, 연금에서 가입자와 투자자들

에게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 (예: 노르웨이연기금 석탄 관련 투자 철

부록1  제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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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유럽최대 보험사 알리안츠 석탄투자 철회) 

-  지난 해 한국에서도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세계자연기금(WWF) 등의 참여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등 12개 기업이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선언에 참여 

‣［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

해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친환경 포장,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등을 

도입하였음. 

-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캠페인에도 참여중 

‣［  최용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음. 

   -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기술·경제·사회 혁신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

의 참여 필요 

   -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 시스템으로 과학적 위

험관리,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산업계 경쟁력 확보, 기후변

화 취약 생물종 보전 및 관리 등 추진중 

‣［  김성현 파타고니아 환경팀장 ］기업이 탄소배출에 책임이 있음으로 친

환경적인 원재료 확보, 공급망 차원에서 하청기업까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함.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하겠다는 목표가 있음. 

   -  파타고니아의 ‘되살림 유기농법(Regenerative Organic Agriculture)’

은 건강한 토양, 동물복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임 

‣［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큼.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

냐에 따라서 정부 예산 집행 방침이 정해지니만큼 정부의 대응책을 확인

하고 잘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함. 

3.  세션3.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SDG4, 16) 

가. 개요

‣  주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장애포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

울아동옹호센터 

‣  프로그램 (좌장 : 제현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  패널토론 : 주체적이고 포용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참여제도 현

황과 개선 방안

① 학생 : 정세연 홍익여고 2학년

②  시민교육 단체 활동가 : 박영대 교육연대체 씨앗 운영위원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박진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④ 장애인 :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⑤  교육정책 : 이제실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⑥  정보공개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⑦ 국제 : 박수연 코이카 ODA교육원 과장 

 나. 주요 요지

‣  참석자들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의 근간이 되는 시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이행하고 있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에 대해 논의함. 

‣  (시민 교육 기회) 패널토론자들은 공교육 제도 하에서 민주적이고 주체적

인 시민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고, 대학 소모임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

서 시민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  모의재판 운영, 세계시민 과목 도입 등 일부 학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나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13년 민주시민교육과 설립 및 시민교과서 3

종 발간 등을 통해 관련 교육 노력을 이행 중이고, 현재 교육부 및 11개 

시도가 전담 부서 설치

※  민주시민교육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왔으나, 관련 법안이 

반복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각 시도 차원에서 조례 등을 마련하여 

민주시민교육 일부 이행 중 

-  KOICA는 국제개발협력 전담 기관이나 지구공동체에 대한 국민 인식증

진을 위해 국내 세계시민교육도 활발하게 이행 중임.‘쥬빌리 2000’ 및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 운동과 같이 시민 참여 

의식이 국제사회의 정책을 바꾼 다수 사례 존재 

※ 여타 선진국 개발 이행 기관도 세계시민교육을 국민의 알 권리로 접

근하여 국내 인식 증진 사업 이행 중 

‣  (정보 공개 및 정책 참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보 습득 노력과 정부·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 노력 및 시민 참여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를 이룩

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됨. 

-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 및 전자 정부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잘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공개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공개되는 정보의 질

적 제고 노력도 적극 이행 중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최근 몇 년간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

전히 실효성(제안사업 수가 급증한 반면, 예산위원의 수는 제한적 증가)

과 대표성(다수 예산위원이 비장애 중장년층으로 구성) 측면에서는 개

선 노력 필요 

※  현장 방문 등을 통한 꼼꼼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사

업 제목 및 개요 정도만 보고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잦아 실

제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잘 쓰여진 계획서가 채택되는 경향 

‣  (소외계층 참여)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지원 활동 자체가 장애인들을 민

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정부가 운

영하는 다양한 국민참여 제도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시민사회 활동에서조차 장애인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존재

‣  패널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시민교육의 도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토론과 

참여를 독려하고 자주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지식·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는 교육 체제가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교육에 대한 평가 제도도 변화 필요 

Ⅴ. 정리회의 

가. 세션별 논의 요약  

‣ (세션 1) 

-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 노동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에 더불어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고려 및 맞춤형 정책 필요

-  SDGs 및 불평등 완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SDGs 이행 논의를 위한 사

회적 대화체 운용 및 주무기관 격상 등의 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 (세션 2) 

-  기후변화의 영향과 구조적 불평등은 자산, 양질의 보건 서비스, 고용 등

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이 위험에 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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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기후 대응 및 회복·복구 능력도 떨어지기 때

문에 기업,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

‣ (세션 3) 

-  전담 부서 신설 및 관련 정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그간 시민참여 및 민

주시민교육에 있어 양적성장이 있었으나, 여전히 이해 당사자들의 정책 

결정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민주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제를 변화시키는 꾸준한 노력 

필요  

나. 기타 

‣  (정부-민간 협력) ‘열린 SDGs 포럼’지속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활용하여 SDGs

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언급됨.

부록1  제1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161

Ⅰ. 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11.8.(금), 09:00-18:00,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

■  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

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  주최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주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통계개발원 

■  협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석자 (약 100여명)

‣  외교부 : △오현주(개발협력국장) △고영걸(개발정책과장) △전현진(개

발정책과 사무관)

‣  국회 및 관계부처 : △문태훈(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권기태(지

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김철주(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박영실(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여솔(환경부 지속가능

전략담당관 사무관) △박종남(KOICA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  학계, 기업 및 시민사회 :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우석 서

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엄수원(Adriel AI 대표) △이은경(유엔글로

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문아영(피스모모 대표)△윤경효 (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등 

‣  행사 운영진

-  안내데스크 및 강연장 관리 : 김은빈(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권유정(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강연장 관리 : 여은총(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글 기록 : 박차옥경

- 사진 기록 : 김한성 

※ 참가자 분포 현황(사전 신청자 107인 대상, 중복 답변 포함)

부록 2

제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작성 | 2019. 11. 14.(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참가 선호 세션(선택)

┃참가자 분포(사전 신청자 101인 대상, 중복 답변 포함)

연령

소속

신청자수

0 20 40 60 80 100 120

전체회의4 (정리 및 폐회 포함)

전체회의3

전체회의2

전체회의1

3%    

17%    

42%    

2%    

5%    
14%    

정부기구 및 공공기관

교직원 및 학생

시민단체 및 재단

기업

언론

기타

18.70%    
14%    

32.70%    26.20%    

6.50%    
1.9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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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진행순서

시간시간 내용내용

09:00 - 09:30

(30분) 
사전 등록

전체 진행 : 이리나(SDGs시민넷•(사)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09:30

-

09:50

(20분)

[개회식]

• 개회사

- 오현주(외교부 개발협력국장)            - 김춘이(SDGs시민넷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환영사 : 이성경(한국노총 사무총장)

• 축사 : 문태훈(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전체 사진 촬영 

09:50

-

11:10

(80분) 

[전체 회의 1]  2019HLPF와 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 사회 :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브리핑 : 2019 HLPF와 SDGs 정상회의 주요 이슈 - 고영걸(외교부 개발정책과장)

• 패널 토론 : 2015년 SDG 채택 이후 4년간 SDG 이행의 시사점과 국내 이행의 과제

- [정부] 권기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시민사회] 문아영(SDGs시민넷•피스모모 대표)

- [기업] 이은경(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 청중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11:10 - 11:20

(10분) 
중간 휴식 

11:20

-

12:40

(80분)

[전체 회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와 통계 데이터  

• 사회 :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기조발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보고에 있어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패널 토론 : SDG 이행 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 [통계 문해력] 서우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박종남(코이카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김철주(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 [시민 생산 데이터] 남선정(인천저어새네트워크 사무국장)

• 청중 토론

12:40 - 14:00

(80분) 
중식 및 휴식

전체 진행 : 이원호(SDGs시민넷•한국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14:00

-

15:20

(80분) 

[전체 회의 3]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의 전환의 이해

‣ 사회 :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 발제 : [정부&노동시장]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황선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경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산업 기업인 관점에서의 시사점

- 엄수원(Adriel AI 대표) 

‣ 청중질의 응답 및 전체토론

15:20 - 15:30

(10분) 
중간 휴식

15:30

-

17:30

(120분) 

[전체 회의 4]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경제체제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사례 발표

- [플랫폼 노동]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다국적 IT기업과 조세 정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스마트 도시]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디지털 헬스케어] 고상백(연세대 원주 이과대학 교수) 

‣ 청중 토론

17:30 - 17:40

(10분)
정리 및 폐회

부록2  제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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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식  

1. 개회사

‣［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공정’을 키워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오늘 포럼은 의미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이 사

람들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의 

우보천리(牛步千里)처럼 계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함.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주민들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친환경 등 

이미 관련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의미 부여 작업을 하고 있음. 디지털경제

는 연료가 없는 경제인데, 오늘 논의를 통해 현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성과 환경, 환경과 장애 등 

통합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

2. 환영사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은 국제사회의 핵심과제이자 공

동의 목표로 설정된 SDGs를 지난해부터 주요의제로 삼고 있음. 보편

적 가치 실현의 원칙이 노동운동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임. 아직 노조

의 참여정도는 낮지만,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연대하겠음.

3. 축사 

‣［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오늘 열린 포럼을 통해 디지털 경

제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배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

가 되기를 희망함.

Ⅱ. 전체 회의

1.  2019HLPF와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가.  브리핑 : 2019 HLPF와 SDG 정상회의 주요 이슈(고영걸 외교부 개발정

책과장) 

‣  (주제 및 의의) SDGs 채택 이후 개최된 최초의 정상회의로 지난 9월 24일

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상회의는 사람들의 권리 

증진(empowering) 포용성 및 평등 보장을 주제로 SDGs 이행 성과 부진

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강화된 이행 노력을 촉구하

기 위해 열렸으며, ‘정치선언문’을 채택함. 

‣  (정치선언문 주요내용) 향후 10년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과 성과의 

가속화를 위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및 SDG 이행 확대 및 가속화를 

위한 10가지 공약’ 발표.

* ①취약계층 지원(Leaving no one behind) ②개발재원 동원

(Mobilizing adequate and well-directed financing) ③국별 이

행 향상(Enhancing national implementation) ④통합적 해법 강화

(Strengthening institutions for more integrated solutions) ⑤지역

적 활동 강화(Bolstering local action to accelerate implementation) 

⑥재난위험 감소 및 복원력 강화(Reducing disasters and building 

resilience) ⑦국제협력을 통한 도전 해결(Solving challeng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hancing the global partnership) 

⑧변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의 연계(Harness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with a greater focus on digital 

transform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⑨데이터 및 통계분

야 확대(Investing in data and statistics for the SDGs) ⑩HLPF 강화

(Strengthening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  (HLPF의 향후 과제) 현재와 같은 운영은 정책적 지침과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은 취약하고, 자발적 국별 점검(VNR) 시 정보 전달에 치중하고 있으

며 데이터 및 증거 기반의 이행 점검이 필요하므로 SDGs간 통합과 연계

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최근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여러 공약을 제

시했으며(2030년까지 ODA 2배 확대 등) 외교부는 올해 초 채택한 「국

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상세 이행방안에 관한   연

구를 진행중

나.  패널토론 : 2015년 SDGs 채택 이후 4년간 SDGs 이행의 시사점과 국

내 이행 과제 

‣［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  K-SDGs는 현재 보완방안을 논의 중이며, 2020년에 수정·보완작업 진

행 예정임. 정부, 학계, 국책연구원, 시민사회 각각 K-SDGs에 대한 시

각차가 가시화되었기에 목표와 지표에 대한 관점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며, 지역 SDGs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

부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  SDGs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콘트롤타워 재정립 및 정부의 의지 

천명이 필요하며, 민관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SDGs 시민넷 ］  

-  SDGs는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한 비판 있으나, 인식론 차원에서 효용

성이 있으며, 시민사회 내 통합적인 사고 및 행동을 위해 SDGs시민넷

이 노력하고 있음. 

-  <열린SDGs포럼>, MGoS, 환경부 토론회 등에 시민사회가 참여, 제

안한 목표와 지표는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추출의 한계로 제

외되어 왔음.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특수성이 드러나

지 않음. 

-  교육의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서 핵심적인 차이는 질이라고 보

는데 이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HLPF에 VNR이 제출되고 있지만, 검토시간은 충분한지 국제사회, 정

부, 시민사회는 관심을 기울여야 함. 

-  SDGs 17과 관련하여, 터키정부의 쿠르드족 공격에 대한 유엔차원의 

정지작업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며, K-SDGs 16에서 군

축은 언급되지 않음. 분단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발신할 메

시지는 중요함. 

-  이 자리에서 ‘후진국’이라는 언사, ‘전문가 주도’ 등이 언급되고 있음. 

SDGs 시대에서 우월주의나 패권주의는 지양하고 다자주의가 지향되

어야 함.(젠더, 세대 등) 

‣［ 이은경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 

-  국가차원의 ODA 증가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 기업 참여가 중요함. 1.5

도씨 달성을 위해서는 CO2 감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높으며, 산업

계에서도 기업재원, 기술개발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코

스피 100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슈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노

력 부족이 드러남.  

-  한국기업이 정부 측에 바라는 점은 명확한 규제와 명확한 인센티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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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회와 

리스크 관점에서 검토중이며, 이에 대한 섹터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이 필요함.

다.   패널 공통질문 : 한국정부의 2차 VNR 준비에서 필요한 것과 신외교전략으

로 SDGs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

- 한국정부는 2020년 K-SDGs 보완 후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2021년에 

VNR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  유엔이 SDGs 이행 점검 체계 2주기를 검토중이며, 우리는 자발적 국

별점김 시 시간 배분 추가, 국가간 동료학습 등을 비공식적으로 기제안  

‣［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  VNR은 관계부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직접 챙

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한반도 SDGs는 지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추

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를 계획하고 있음.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SDGs 시민넷 ］

-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VNR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동등하게 다뤄야 함. 잘하려고 했으나 놓친 것을 공유하는 것이 SDGs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미국의 핵우산, 한미동맹 등 국제지리학적 상황 속에서 평화에 대한 성

찰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평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결단

이 필요함. 북한을 행위자로 초대하는 역할은 한국정부가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북측의 협력요청에 큰 목소리로 반응해야 함.

‣［ 이은경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

-  VNR에 산업계 이행현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것이 한

계임. 민간 기업도 이행관계자이고 경제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음. 

-  고위험지역, 분쟁지역에서 기업의 역할이 평화와 지역개발 및 문제해

결에 기여하는지 공유하는 플랫폼이 국제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business4peace) 개성공단 사례를 업로드 한 바 있음. 북한과의 연계

는 남측 기업에게는 기회이며, 세계와 경쟁하는 비즈니스임. SDGs렌즈

를 낀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함. 

라. 전체토론

‣  질문1 : UN DESA와 세계경제포럼이 전략적 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세

계시민사회는 국가중심의 UN 논의장에 특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

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점과 기업의 참여정도가 

궁금함. 

-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SDGs시대에는 정부 재원만으로는 부족

하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을 파트너라고 인식

해주시길 바람.  파트너가 되어야 함.  

-  (이은경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기업이 사적인 논의를 

할 시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니 기업의 참여에 대한 인식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며, 최근에 SK/바스프가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작했고, 

2022년 글로벌 표준을 발표하려고 UN 및 OECD와 함께 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사회적 가치 분야를 선도하는 경향 관찰됨. 

‣  질문2 : 향후 개정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자문위원회인 국무총리실 산

하 위원회로 격상되지만, 숙의공론화장에 대한 언급이 없음. 2020년에 외

교부와 통계청, 환경부와 시민사회의 공론화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외교

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인가? 

-  (권기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공론의 기구

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렵다면 다른 형식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

력을 하겠음.  

‣  제안1 : 국민 11-12%만 SDGs에 대해 알고 있음. 공무원 교육, 국방부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정부의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오늘 이 자리는 외교부가 국제사회 흐름

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늘의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주관부처인 

환경부 외 다른 부처와 공유하겠으며, 자발적 국별점검 시에 시민사회

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평가·보고와 통계 데이터  

가.  기조발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보고에서 통계 데이터의 의미와 주요 

과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유엔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와 「글로벌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

통계개발원, 2019)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향후 과제로 정부 

부처통합 거버넌스 확립, 통계청의 명확한 역할,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협력, 시민생산 비공식데이터 활용 등을 제시함. 

나.  패널토론 : SDGs 이행점검에서 통계 데이터가 가진 주요 이슈 

‣ ［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통계를 

생산, 소비하는 시대이므로 SDGs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SDGs 자체가 추상성 높고,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지

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소구력을 확보해야 함.(싱가폴 정부의 SD 통

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하는 사례 참고)

‣ ［  박종남 KOICA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통계 ODA의 효과성을 살

펴본 결과, 지원금액의 증가와 통계 역량의 증가 및 정부차원의 통계역

량과 사회민주주의 지수는 플러스 관계이며, 시민사회 참여율이 높고, 

부패가 낮을수록 통계역량이 높아짐. 이를 통해 KOICA는 시민사회 참

여, 민주적인 국가에 ODA를 집행하는 것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 

‣ ［  김철주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통계 ODA의 중요

성은 이미 MDGs, 부산 총회 등을 통해 부각되었으며, 통계청은 시대

적, 국제적 요청에 따라 개도국 통계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프로젝트, 초청연수, 분담금 납부, 국제기구와 파트너사업 등). 

‣ ［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이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정책을 바꿔내는 경험은 

SDGs에 기여하는 것이며, 정부는 시민 생산 통계에 대한 신뢰를 높

여야 함. 

다. 전체토론 (질의 및 제안)  

‣  질문1 : 통계청의 우선순위 역할과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우선역할, 시민단

체의 통계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이며,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승인

통계 만이 아니라 실험통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질문2 : 장애분리통계 관련해서 워싱턴 지표가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부처

별 수집하는 데이터가 국가통계로 축적되는지 궁금함.  

‣  질문3 : 핵심지표를 선정한다는 것은 포용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며, 선택과정과 기준은 무엇인가? 

‣  답변 

-  (박종남 KOICA ODA 연구정보센터 과장) KOICA는 2003년부터 지원

받는 단체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웹 기반 통계를 축적하면서 보

부록2  제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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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스템의 통합과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정부 협력이 필요함. 

-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통계는 복잡한 현실을 간결한 

수치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

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좋지만,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통계청은 국가통계 통합작업을 진행 중인데, 다양한 통계를 만들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선택은 불가피하며, 맵핑과 통

계 결합 등 소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김철주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통계청의 문해력 교

육은 통계교육원에서 대학생, 초중고생 대상 교육 등을 대상으로 진행

하고 있음. 

-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쉬운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통계문해력의 시작이며, 연구자는 통계에 대한 쉬운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통계청은 시민생산 자료 등에 대한 기

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함. 통계 자료는 무상

공개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 아카이브(축적, 서비스 제공 등)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3. 디지털 산업경제체제의 전환의 이해 

가. 발제 

‣  한국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황선자 대통령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리포트 브리핑(엄수원 ㈜ Adriel 

AI 대표이사)

나. 주요 요지 

‣ ［  황선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현 기술변화의 특징과 디지털기술이 고용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

의 미래와 노조의 대응 전략,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 방향 등 디지털 

전환과 정부와 노동조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 ［  엄수원 ㈜ Adriel AI 대표이사 ］AI를 활용한 스타트업 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개인 자격으로 정부 기관, 민간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

양한 기관 대표자 등 20개 국가의 20인 패널로 구성된 UN 사무총장 

직속 UN SG’s HLP on Digital Cooperation에 참여한 결과와 경험

을 공유함. 

다. 전체토론 (질의 및 제안)

‣  질문1 : 노사관계도 기술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라는 관

점은 근대적이므로 노동계라는 개념이 확장되어야 함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법적으로 고용과 피고용 관계

이지만, 고용형태가 변하면 이 관계도 변화하며, 노동계에서 생각하는 

노동은 인간노동 중심임. 인간노동과 기계노동의 관계를 고민해야 함. 

‣  질문2 : 디지털 공간에서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 

-  (엄수원 ㈜ Adriel 대표이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는 이미 바이

어스 되어 있음. 여성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중심

으로 바이어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바이어

스는 약해질 것임.  

‣  질문3 :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는 가운데,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 해고를 

통한 수익을 누가 취득할 것인지가 문제임. 주식을 분배 하는 등 수익분배 

방식에 변화는 있는가?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변화는 있지만, 수익분배 이전

에 발생과정, 초기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차원의 안전

망을 구축해야 함. 

‣  질문4 :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사회는 누구인가? 사후 배분보다는 직접 일

을 하는 사람에게 참여이익이 돌아오는 방식이 필요함. 인간중심의 디지털

을 이야기 하면서 노동하는 인간을 기본으로 보는 것은 모순임.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현존하는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노조 중심이며,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간노동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

기도 함. 미래는 확산될 것이기에 조직된 노동자가 협상에서 이점이 있

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틀이 필요함.  

‣  질문5 : 현실세계보다 디지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디지털 시대

에 필요한 새로운 룰,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가? 

-  (엄수원 ㈜ Adriel 대표이사) 기술혁신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

니라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수용, 배제, 협의, 수정발전, 수정수

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함.   

‣  질문6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은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

강한 지구사회를 만드는 것임. 미국의 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과 개

도국의 위치 전환은 어렵고, 디지털 산업에서 자본의 배분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고령자, 농촌, 저소득층은 소외되고 대기업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노

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지만, 디지털로 심화될 수 있음. 정부

는 효율성, 효과성을 이유로 대기업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원청기업의 요구로 기업이 디지털화하고 하청의 모든 정보

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안 됨. 참여와 개입을 통해 기

회로 만들어야 함. 

4.  지속가능발전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사업경제체제 

가. 사례 발표 

‣  디지털 플랫폼노동, 주요 쟁점, 과제, 시사점 찾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부소장) 

‣  스마트시티의 확장: SDGs 관점에서의 함의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나. 주요 요지 

‣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국내외 주요 플랫폼노동 사례와 

국내외 노동시장 규모를 살펴본 후, 프랑스·독일·덴마크·이탈리아 볼

로냐 외 지역·미국 캘리포니아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사례 등을 발표, 현재 노동법에 의해 노조자성을 인정받지 못하

는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제안(비고용 기간 사회

적 보호 접근 구체화, 소득 안전성과 교육훈련 제공, 고용 위계구조 속 

공정한 대우 확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동존중 확보,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등)  

‣ ［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smart’ 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 도시마다 

도입 목표 등은 상이함. 특히 ICT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시티를 통한 혜

택의 공평한 분배 논의 부족, 도시는 스마트기술 관련 산업 및 시장으

로 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중심 스마트시티를 넘어 

공적영역과 공유를 위한 과정으로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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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면서 상향식 시민참여형를 기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두를 위

한 도시가 되어야 함.

‣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 현황, '이

중 과세의 회피 및 탈세의 방지에 관한 협정(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의 한계 등을 통해 대규모 역외탈

세가 환경파괴 산업에 투자되면서 빈곤문제의 근원으로 작동하는 과

정, 글로벌 ITC기업의 역외탈세 및 디지털 시대 새로운 역외탈세 유

형 등을 살펴봄.

다. 전체토론 (질의 및 제안) 

‣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외국기업이 한국의 플랫폼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심중인데, ‘다국적 IT 기업과 

조세 정의’ 발제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음. 오늘 이 자리가 연대를 만

드는 현장, SDGs의 통합적 사고를 경험하는 공간이 됨. 

‣ ［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한국의 스마트시티

는 해외와 달리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인천자유구역청이 인천송도 

개발 주도), 택지개발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고 유력기업을 유치를 통한 

양질의 노동자 집결 등 독특한 패턴을 보임. 도시계획을 지자체 별로 추

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로 도시운영을 하는 스마트시티계획이 포함되

어 있음. 공공주도는 국가적 이익, 국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

대 속에서 주도하고 있으므로 시민단체 참여는 매우 중요함.  

‣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각 국가가 동일하

게 다국적기업을 보유할 경우에는 공정할 수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세

금면제/감면 등으로 본사를 유치하고자 하면서 세금을 안내고 싶은 기

업과 세금을 안내도 되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음.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은 동조하지 않지만, 국가별 동일세율로 가는 것이 필요함. 

라. 전체토론(질의 및 제안) 

‣  질문1 : UN차원에서 글로벌 택스(TAX, 세금) 도입 후 공공재로 활용하자

고 하자는 의견 등 국제적 현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세금유무는 소득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

친다. 불로소득자를 선별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모든 소득파악은 어렵

고, 세금유무는 소득에 따라 다른 영향을 가져옴. 유럽의 시민단체는 소

득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소득 높은 국가, 특

히 일본, 한국 등의 국가차원 활동이 중요함. 

‣  질문2 : 국토부는 시민참여 등 다른 부처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삭제

하고, 스마트 가로등, 주차 시스템 등 물리적 기반 중심으로 광역도시 스마

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일반시민이 문제제

기해야 할 필요성과 관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함. 

-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스마트시티 가이드라

인이 교통, 방재, 방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민입장에서는 편리하

고 통신, 산업 상황이 좋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질문해야 

함. 서울시는 물리적 기반의 스마트 시티 외 시민참여 플랫폼 활동을 통

해 중요한 실험 중. 기본계획·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의 정책참여가 가

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야 함. 또한, 빅데이터로 축적된 정보는 수익과 연

계됨. 익명의 정보가 축적되어 사회적 가치로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규

제 등 공공의 관여 필요함. 

‣  의견1 : 영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는 시민 삶의 편의를 위해 접근함. 자율카

트는 기존 운송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을 위

해 도시차원에서 배치, 스마트워치를 1인가구, 고령가구에 지급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하게 함. 외로움을 느낄 때 홀로그램으로 대화하는 등 복지와 

연관되어있는 것 같아서 지자체와 정부에게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쪽

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  질문3 : 사회적경제는 플랫폼노동을 시도 중. 개인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역량강화, 정치적 대표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동조합의 고민이 

노동조직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플랫폼 협동조합 논의가 진행중

이고, 기존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조직화를 통한 단결권, 협상권 요구, 

협동조합 등 해당 주체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

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플랫폼노동자협동조합의 한국 적용가능성 등

을 검토 중임  

부록2  제2회 열린SDGs포럼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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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2018.12.24.), 6-32면

부록 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14)

목표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번호 세부목표 4 지표 8(UN 대비 신규 5)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 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 13.8(‘15)  12.5

※ 출처 및 근거 : '15년 OECD 평균
복지부

기재부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목표치 설정 필요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신규)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목표치 설정 필요

복지부

고용부

복지부

‣  (신규)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가입유형별, 성별)

‣ 82.5(‘17)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국민연금공단 통계 

활용, 과거 추이 등 고려 설정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신규)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지출항목별)
통계산출방법 개발

복지부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5.9(‘17)  4.6

※  출처 및 근거 : 제2차장기주거종합

계획 상 ‘22년 최저주건기준 미달  

가구 목표는 5%로, 이에 준하여 설정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신규)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 EITC : 근로장려세제   CTC : 자녀장려세제

목표치 설정 필요
복지부

기재부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번호 세부목표 5 지표 11 (UN 대비 신규 7)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신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 95.8(‘16)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

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농식품부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신규) 농가소득 (천원)

‣ 16,269(‘15)  18,516

※  출처 및 근거 농외소득 : 농가경제 

조사(통계청)최근 5개년 연평균 

상승률(1%) 반영 농식품부

농진청

‣  (신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30.1(‘15)  45

※  출처 및 근거 가입률 : 보험사업자 

사업실적 자료, 최근가입률 증가 

추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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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5 지표 11 (UN 대비 신규 7)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 4.9(‘17)  10

※  출처 및 근거 : 친환경인증정보

시스템, 국정과제 83 –2 성과지표

(‘22년 : 8%) 달성 후 연 3% 

증가세 반영

농식품부

농진청

‣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 2.3(‘17)  2.4

※  출처 및 근거 : 농진청 토양변동성 

조사 (논, 밭, 과수원, 시설)

‣ 밭토양 산도(pH)

‣ 6.3(‘17)  6.4

※  출처 및 근거 : 농진청 토양변동성 

조사 (논, 밭, 과수원, 시설)

‣ (신규)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목표치 설정 필요

‣ (신규)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목표치 설정 필요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천건)

‣ 288(‘17)  325

※  출처 및 근거 : 농업유전자원         

DB 등록 수
농식품부

농진청

‣ (신규) 토종종자 확보 수 목표치 설정 필요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신규)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만톤)

‣ 186(‘17)  80

※  출처 및 근거 : (산정방법) 비상시 

대비 비축 목적으로 시가에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과 시장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비축미 연평균 보유량

※  FAO 권장량 : 국민 총소비량의 

17~18% 수준

농식품부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번호 세부목표 9 (신규 3) 지표 8 (UN 대비 신규 5)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3-1
(신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 인구)
목표치 설정 필요

복지부

‣ (신규)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 32.9(‘16)  36.0

※  출처 및 근거 : (’16, ’2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25, ’30년) 부처 검토 내용

‣  성인 남성 흡연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 40.7(‘17)  29

※ 출처 및 근거 : 국민건강영양조사

‣ (신규)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 55.6(‘17)  64

※  출처 및 근거 : 장애인건강보험공단 

산출 자료

‣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 81(‘17)  68

※  출처 및 근거 : 통계청 및 장애인 

실태조사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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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9 (신규 3) 지표 8 (UN 대비 신규 5)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 인구10만 명당 자살률(%)

‣ 24.3(‘17)  11.9

※  출처 및 근거 : 18. 9월 기준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을 목표로 설정
복지부

과기부 

‣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ℓ)

‣ 8.7(‘17)  7.2

※  출처 및 근거 : (출처)OECD(2017), 

(목표치)부처 내부 검토

‣ (신규)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천명당)

‣ 0.08(‘17)  0.03

※  출처 및 근거 :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수는 추세에 따라 예측

국토부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 70(‘17)  18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WHO END TB 전략 복지부

‣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 0.17(‘17)  0.02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 0.84(‘16)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출처) 2016 영아사망 

·모성사망 출생전후기사망(통계청)

복지부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신생아사망률(%)

‣ 1.6(‘16)  1.4

※  출처 및 근거 : (출처) 2016 영아사망 

·모성사망 출생전후기사망(통계청),  

(목표치) 부처 내부검토 복지부

‣  (신규)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 13.3(‘16))  13.3

※  출처 및 근거 : 국민건강통계(질병

관리본부)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  

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신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목표치 설정 필요 환경부

3-8
(신규)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신규) 치매안심센터 개소 목표치 설정 필요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  (신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29위(‘17)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더 나은 삶 지표(OECD)

목표치 설정 필요

3-9

(신규)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신규) 공공 병상 수 목표치 설정 필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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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교육증진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 27 (UN 대비 신규 6)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  PISA :  85.5(‘17)  85.6(3개 과목 

평균)

‣  TIMSS :  98.9(‘17)  99.0(2개 

학교급, 4개 과목 평균)

※  출처 및 근거 : 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및 TIMSS(국제 수학, 

과학교육 추이) 결과
교육부

‣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   중학교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통한 학습성취 수준 및 정의적 

특성 결과 산출

※ 출처 및 근거 : 자체 기본계획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 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교육부

복지부

‣  (신규)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58(‘17)  75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24(‘17)  44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신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교육부‣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
‣  48(‘17)  48

※ 출처 및 근거 : OECD

‣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평생학습 참여율(%)

‣  35.8(‘17)  38.4

※  출처 및 근거 :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KEDI) 교육부

고용부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16.1(‘17)  18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계획(17년 

대비 10% 상향 설정)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통계산출방법 개발

교육부

고용부

‣ 취학률(%) 통계산출방법 개발

‣ 학업중단율(%)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 1.32(‘17)  1.00

※  출처 및 근거 : 성별, 장애인 여부 

등에 대한 통계지표는 추후 개발

* 부처 취합자료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 PIAAC(국제 성인역량조사)

목표치 설정 필요

교육부

‣ 청소년·성인 문해율(%)

‣  성인문해율 (수준1 이하 비율)

(언어) 2.2(‘17)  2.0

(수리) 4.2(‘17)  4.0

※  출처 및 근거 : PIAAC(국제 

성인역량조사)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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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10 지표 27 (UN 대비 신규 6)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 정성평가 (이행여부)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교육부
‣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 정성평가 (이행여부)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 1,374(‘17)  8,000

※ 출처 및 근거 : 부처 취합자료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목표치 설정 필요

교육부

‣  학교 내진보강률(%)
‣ 25(‘22)  100

※ 출처 및 근거 : 부처 취합자료

‣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 57.5(‘17)  100

※ 출처 및 근거 : 부처 취합자료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1.0(‘17) OECD 평균

※  출처 및 근거 : OECD(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교육부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목표치 설정 필요

교육부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 5.95(‘17)  지속감소

※ 출처 및 근거 : 부처 취합자료

목표 5.  성평등 보장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 (UN 대비 신규 1)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  60(‘18)  75

※  출처 및 근거 :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기존 사업 성별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수용 비율 추이를 

토대로 작성

교육부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33.2(‘17)  50

※ 출처 : 부처내부계획

※  근거 : 과거 추세치를 근거로 달성 

가능한 최대 목표치를 설정(15년 

30.0%→17년 33.2% 연평균 

1.6%p 상승 추세)
여가부

경찰청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  3.8(‘17)  3.3

※ 출처 : 부처내부계획

※  근거 : 과거 추세치를 근거로 미검률의 

임계치까지 고려한 달성 가능 최저

목표치를 설정(15년 3.6%→16년 

3.9%→17년 3.8%, 15년 이후 등락 

반복, 3% 초반이 임계치로 판단)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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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 (UN 대비 신규 1)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지속적인 확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100(‘17)  100

※  출처 및 근거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 ∼’22년)」 

(’17.11.17, 국무회의 결정)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관리직 목표제 추진)

여가부

행안부

고용부

지속위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통계산출방법 개발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신규) 공학계 여학생 비율 목표치 설정 필요
여가부

교육부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  67.3(‘18)  83

※  출처 및 근거 : 성인지결산서,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집계한 종합실적 

추이를 토대로 작성

여가부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번호 세부목표 7 (신규 3) 지표 14 (UN 대비 신규 12)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신규) 전국 상수도 보급률(%)
‣  96.4(‘17)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과거 추세 반영
교육부

‣  (신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72.8(‘17)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과거 추세 반영

6-2

(신규)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68.2(‘17)  85

※ 출처 및 근거 : 과거 추세 반영
환경부

6-3

(신규)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신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 8.0(‘18)  9.0

※ 출처 및 근거 : 과거 추세 반영

환경부

‣  (신규) 수질등급달성률(%)

※ BOD 기준

‣ 80.9(‘17)  85

※  출처 : 전국 수질목표기준 

평가결과(환경부공고)

※ 근거 :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신규)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 55(‘17)  100

※ 출처 및 근거 :

‣  (신규)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신규) 상수도 누수율(%)
‣  10.6(‘16)  9.2

※ 출처 및 근거 : 과거 추세 반영

환경부‣  (신규) 물공급 안전율(%)

‣ 67.6(‘17)  98

※  출처 및 근거 : 과거 추세, 향후 

사업확대 등 반영

‣  (신규)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  

(ℓ/일/인)
‣ 287(‘16)  지속저감

6-5
(신규)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  (신규) 목표수질 달성률(%)

※  목표수질 달성지점/목표수질 설정지점 

‣ 10(‘22)  100

※  S출처 및 근거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시군 작성·제출)

환경부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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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7 (신규 3) 지표 14 (UN 대비 신규 12)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생태하천 복원율(%)

※ 복원구간/복원목표 구간

‣ 70.8(‘17)  지속확대

※ 출처 : 지자체 결과보고

※  근거 :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장기('16∼'20) 종합계획 환경부

‣ (신규) 수질 ‘좋음’ 등급 비율(%)

‣ 80.9(‘17)  85

※  출처 : 과거 추세, 향후 사업확대 등 

반영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 100(‘17)  100

※  출처 및 근거 : 4대강 수계법 

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및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규정 자문위원회

환경부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번호 세부목표 4 (신규 1) 지표 7 (UN 대비 신규 5)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만호)

‣ 54.6(‘17)  100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산업부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7.6(‘17)  20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 산업부

환경부

‣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 5.0(‘17)  13.6

※  출처 및 근거 : 국내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

계획(‘18.5월))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신규)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 원) 목표치 설정 필요 산업부

국토부‣ (신규)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년) 목표치 설정 필요(주거용·비주거용)

7-4
(신규)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 9.7(‘17)  880

※ 출처 및 근거 :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신규) 친환경버스 확대 수 목표치 설정 필요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11 (UN 대비 신규 4)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목표치 설정 필요(성별) 기재부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율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목표치 설정 필요

고용부

여가부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물질 발자국 통계산출방법 개발
환경부

산업부‣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S
‣ 663(‘16)  684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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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7 지표 11 (UN 대비 신규 4)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여성고용률(%)

‣ 56.9(‘17)  63.9

※  출처 및 근거 : 통계청, ‘17년 OECD 

국가 평균치

고용부

여가부

‣ 남녀 임금 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

‣ 65.9(‘17)  85.5

※  출처 및 근거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5년 OECD 국가 

평균치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신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목표치 설정 필요

고용부

기재부‣  (신규)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 2.3(‘21)  2.3

※  출처 및 근거 : 고용보험DB, 

국정과제성과지표 개선 추진계획,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지표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신규) 사고사망만인율(%)

‣ 0.52(‘17)  0.22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3.3%) 적용)

고용부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 3(‘22)  5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 검토 및 

UNWTO 회원국 평균(’18년도 

연구용역(TSA 시범 시산 연구)에 

대한 추정값 및 해외 사례 반영)
문화부

‣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 65(‘22)  69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 검토 및 

UNWTO 회원국 평균(‘18년도 

연구용역(TSA 시범 시산 연구)에 

대한 추정값 및 해외 사례 반영)

목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번호 세부목표 5 (신규 1) 지표 8 (UN 대비 신규 4)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로 보급률(㎞/천명)

※ 도로연장㎞/인구천명

‣ 2.13(‘17)  2.16

※ 출처 및 근거 :

‣  도로연장 : 제2차국가도로종합계

획(114,186km)

‣  인구(천명) : 통계청 인구추계

(52,941명)

국토부

통계청

과기부

‣  (신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통계산출방법 개발

‣  (신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 91(‘17)  97.4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중기부

금융위

9-3

(신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신규)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51.6(‘17)  52.9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산업부

중기부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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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5 (신규 1) 지표 8 (UN 대비 신규 4)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4.23(‘16)  4.29

* 2018년 4월 GDP확정치 발표에 따

라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미세 조

정(4.24 → 4.23)

※  출처 및 근거 : (출처)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목표치 근거) ‘16년 

실적치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2위,  

1위는 이스라엘 4.25)으로 지난 

실적치를 근거로 3년마다 0.01씩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

과기부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산출방법 개발

산업부

환경부‣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국내 자원생산성)

• 2.27(‘16)  3.03

‣ (자원강도)

• 0.44(‘16)  0.33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목표 10.  불평등 해소

번호 세부목표 5 지표 10 (UN 대비 신규 7)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가구소득/√n (n : 가구원수)

목표치 설정 필요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복지부

기재부

‣ (신규) 소득격차비율(%)

‣ 36.8(‘17)  31

※ 출처 및 근거 : ‘15년 OECD 평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분리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신규) 소득 5분위 배율
목표치 설정 필요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복지부

기재부‣  인구집단별 빈곤율(%) (노인빈곤율)

‣ 노인빈곤율

• 46.5(‘17)  31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실현가능성을 고려, 

‘15년 기준 노인빈곤율을 2/3수준

까지 완화)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분리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

‣  (신규)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목표치 설정 필요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율(%)   (55세 이상 

고용율)

‣ 55세 이상 고용율

• 49.4(‘18)  55

※ 출처 및 근거 :

제3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경제활동인구 본조사 

활용하여 연도별 증가치 등 반영)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분리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

복지부

고용부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3.29(‘17)  3.6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신규) GDP 대비 가계소득 목표치 설정 필요
고용부

기재부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신규)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통계산출방법 개발 법무부

복지부
‣  (신규)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통계산출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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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9 (UN 대비 신규 9)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 65(‘22)  확대

※  출처 및 근거 : ‘18~‘22 주거복지로드맵

국토부
‣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

‣ 135.8(‘22)  확대

※  출처 및 근거 : ’18~’22 주거복지로드맵

 1.9(‘22)  확대

※ 출처 및 근거 : 중기재정계획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31.3(‘17)  확대

※ 출처 및 근거 : 

1)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국내국제여객 연도별 수송수단별

2)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수송수단별 

수송현황(연도별)

국토부

행안부

‣  (신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 (저상버스 보급률)

• 22.4(‘17)  50

※  출처 및 근거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

‣  (신규)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 자전거 수단분담률

• 1.43(‘17)  1.52

※  전체 인구 대비 통근, 통학시 자전거 

이용 인구수

‣ 1인단 자전거 도로연장

• 0.41(‘17)  0.55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신규)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41.8(‘17)  49.3

※  출처 및 근거 : ‘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연구 129P

* “시가화구역 내 이용 토지 면적”에 

대한 실적치가 없어, 서울 등 

일부도시를 샘플링
국토부

행안부

‣  (신규)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1.74(‘17)  1.87 

※ 출처 및 근거 : ‘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평가 

시행연구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목표치 설정 필요
문화재청

‣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목표치 설정 필요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 0.12(‘17)  지속감소

※  출처 및 근거 : 「재난연감」 및 부서 

내부 검토 

행안부

국토부

‣  (신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목표치 설정 필요

※  출처 및 근거 : 「재해연보」 및 추후 

목표치 논의를 환경부와 합의

‣  (신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8%(‘17)  100(’30)

※  출처 및 근거 : 재해취약성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관련 지침 개정

(‘17. 5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시(5년 주기) 

조기 반영토록 유도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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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9 (UN 대비 신규 9)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GDP 

10억원)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95.5(‘16)  70.8

※  출처 및 근거 : 제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국가 자원순환목표 포함)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9.6(‘17)  11.6

※ 출처 및 근거 : 도시계획현황(매년 8월)

국토부

행안부
‣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통계산출방법 개발

‣ 보도면적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  (신규)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개)

‣ 8(‘17)  100

※ 출처 및 근거 : 내부검토결과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번호 세부목표 11 (신규 3) 지표 20 (UN 대비 신규 12)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2-1

(신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신규)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건)

‣ 1(‘17)  18

※ 출처 및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국가 및 17개 

광역지자체

기재부

환경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신규) 국가 지속가능생산 ·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 정성평가(이행여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물질발자국 통계산출방법 개발
환경부

산업부‣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 663(‘16)  684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 식품 손실 지표 통계산출방법 개발

환경부

농식품부‣ (신규) 식품 폐기물 지표

‣ 0.37(‘16)  0.34

※  출처 및 근거 :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발생원별 발생원단위)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신규)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개)
‣  960(‘17)  2,510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환경부

‣ (신규)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 97(‘17)  140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 0.098(‘16)  지속감소

※  출처 및 근거 : 2016년 기준, 총 

인구수(5,125만명) 대비 지정폐기물 

발생량(503만톤)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59.6(‘16)  83.8

※  출처 및 근거 : 제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국가 자원순환목표 포함)
환경부

‣  (신규)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 75.8(‘16)  95.4

※  출처 및 근거 : 제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국가 자원순환목표 포함)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목표치 설정 필요

산업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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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번호 세부목표 11 (신규 3) 지표 20 (UN 대비 신규 12)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 35.2(‘17)  70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연 1개 증가)

* ’20년 목표 60%(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  (신규)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 59(‘17)  73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연 1개 증가)

12-8

(신규)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신규)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5.98(‘17)  10

※  출처 및 근거 :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수혜자(연 0.38% 증가)

환경부

‣  (신규)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 65.5(‘13)  75

※ 출처 및 근거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른 일반국민의 환경 

의식수준 조사(연 0.5% 이상 증가)

12-9

(신규)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신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통계산출방법 개발

환경부‣  (신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통계산출방법 개발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신규) 탄소·생태발자국 통계산출방법 개발

환경부

문화부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목표치 설정 필요 산업부

번호 세부목표 4 (신규 1) 지표 6 (UN 대비 신규 6)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신규)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 16.2(‘17)  68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환경부

행안부

해수부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7.6(‘17)  20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재생  

에너지3020이행계획(‘17. 12월))

환경부

산업부
‣  (신규)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건)

‣ 25(‘17)  300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 9.7(‘17)  880

※ 출처 및 근거 :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신규)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 63.2(‘18)  85

※ 출처 및 근거 :

기후변화 적응인식도 설문조사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13-4 

(신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신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2)
‣ 694(‘16)  608~574

※ 출처 및 근거 : 부처 내부검토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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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4 (UN 대비 신규 8)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신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 81.8(‘17)  100

※  출처 및 근거 : 해양환경기준(해양

수산부고시 제2018-10호, 

2018.1. 23.)
해수부

환경부

‣ (신규)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 82,175(‘17)  101,917

※  출처 및 근거 : 최근 4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14～‘17)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1.67%)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신규)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 15,252(‘17)  54,000

※  출처 및 근거 : 바다녹화 대상면적

(73,000ha)에서 2030년까지 물리적

으로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면적인 

54,000ha (75%)를 목표치로 설정 해수부

‣ (신규) 갯벌복원면적(㎢)

‣ 0.2(‘17)  6

※  출처 및 근거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19~’23)의 5년간 

복원목표를 기반으로 설정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 8.1(‘17)  8.1 

※  출처 및 근거 : 해양환경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 

2018.1.23.)

해수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 TAC : 총허용어획량

‣ 25(‘17)  75

※  출처 및 근거 : 해양수산부 TAC 

통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해수부
‣ TAC 대상 어종수(어종)

‣ 11(‘17)  20 

※  출처 및 근거 : 해양수산부 TAC 

통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 (신규) 감척어선 수(건)
‣ 291(‘17)  1,200 

※ 출처 및 근거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 28(‘17)  39

※  출처 및 근거 : 최근 5년간 

해양보호구역 지정개소수를 

평균하여 목표치 설정 

해수부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신규) 어가 소득(백만 원)

‣ 49(‘17)  80 

※  출처 및 근거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연 3.8% 성장 목표
해수부

‣  (신규)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 82.3(‘17)  87.5

※  출처 및 근거 : 통계청, 어가경제     

조사 / 현 추세 기준 예측치 보완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신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  3.1(‘18)  6.0 

※ 출처 및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기본계획(’18)/ 2030 

목표치는 선진국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15년기준 : 중국 5.5%, 일본 

7.5%, 미국 8.2%)

해수부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 조건불리지역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  △3(‘17)  20 

※  출처 및 근거 : 성과관리시행계획    

(기재부)

해수부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만 원)

‣  55(‘17)  120 

※ 출처 및 근거 : 국정과제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직접지불제 단계적으로 

확대개편)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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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목표 8 (신규 1) 지표 13 (UN 대비 신규 4)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11.6(‘17)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국가보호지역 

통합DB(KDPA) 등제 현황

*  (산림청)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8~2022) 해수부

환경부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63.05(‘17)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2017년 

임업통계연보(산림청) ‘산림비율’

‣ (신규) 산녹색보호지수 목표치 설정 필요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건)  

‣ 36(‘17)  54 

※  출처 및 근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4(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목표치 설정 필요

환경부

산림청‣  (신규) 주요멸종위기종복원율(%)

‣ 74.3(‘17)  지속확대 

※  출처 및 근거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 기반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건)

 ※ ABSCH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10(‘22)  30

※  출처 및 근거 : 나고야의정서 및 

당사국회의 결정에 따라 ABSCH를 

통해 공유해야 하는 국가법률, 

국가기관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설정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농진청

산림청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 148(‘17)  500 

※ 출처 및 근거 : 부처내부계획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 26,230(‘17)  25,000 

※  출처 및 근거 : 산림청 내부 통계 

자료에 의함 (’17년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오리나무잎벌레 등 

피해 통계)

15-8

(신규)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신규)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 315(‘17)  700 

※  출처 및 근거 : 산림청 제3차 산림

생물다양성 기본 계획(2018~2022), 

백두대간· DMZ 지역 복원계획    

(’17년 315ha → ’22년 411ha) 산림청

환경부

‣  (신규) 도심/생활권 복원(ha)

‣ 150(‘17)  500 

※ 출처 및 근거 : 산림청 제3차 산림

생물다양성 기본 계획(2018~2022),

도심/생활권 등 기타지역 복원계획

(’17년 150ha → ’22년 369ha)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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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6.  인권·정의·평화

번호 세부목표 13 (신규 1) 지표 14 (UN 대비 신규 14)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5대 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  78.8(‘17)  지속확대 

※ 출처 : 부처내부계획

※  근거 : 최근 5년 평균이 71%로 

’17년 달성률은 임계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판단, ’22년(’79% 목표) 

이후는 “계속적인 확대”로 설정

경찰청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  2.51(‘17)  지속확대 

※ 출처 : 부처내부계획

※  근거 : 주요국(미국 : 9.4%, 호주 : 

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OECD 수준으로 지속 확대

경찰청

복지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목표치 설정 필요 경찰청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목표치 설정 필요 경찰청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국가청렴지수

‣  통계산출방법 개발

※  출처 및 근거 : 국가청렴지수 

측정모형(‘19~’20년 개발)에 

따름(국민권익위)

권익위

국조실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결과 반영 전부처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목표치 설정 필요 전부처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정성평가(이행여부) 지속위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목표치 설정 필요

지속위

행안부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목표치 설정 필요

외교부

인권위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정성평가(이행여부)
지속위

‣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정성평가(이행여부)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사이버폭력 건수 목표치 설정 필요 지속위

여가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의 이행 정성평가(이행여부)

16-13
(신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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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 (UN 대비 신규 9)
2030

목표치 및 출처
소관
부처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 GNI 대비 ODA 비율

‣ 0.14(‘17)  0.30 

※  출처 및 근거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 2020)상 재원규모 

확대 계획*으로 명기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0.30%(DAC 

회원국 현 평균 수준) 목표로 추진”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목표치 설정 필요
기재부

지속위‣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목표치 설정 필요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지속위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외교부

기재부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목표치 설정 필요

지속위

‣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 목표치 설정 필요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지속위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외교부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목표치 설정 필요

지속위

국조실

외교부

부록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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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15)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지역(도시/농촌)별]

1.2 2030년까지 국가 빈곤 정의에 따른 상대적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사회적 보호 체제 및 조치 이행과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1.3.1 사회적 보호 체제의 적용을 받는 인구 비율(성,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재산의 소유와 통제, 기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인 인구 비율(성,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 증진, 기후변화 및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경감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

1.5.3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1.a 개도국 빈곤 종식을 위한 개발협력 증진

1.a.1 정부가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한 국내 재원 비율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a.3 GDP 대비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비부채성 자금유입과 총 보조금의 합

1.b 빈곤 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 촉진, 성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에 지출되는 정부의 경상 및 투자 지출 비율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빈곤을 없애는 일은 국가 발전 의제 못지않게 글로벌 발전 의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기준의 절대 빈곤율은 2015년 10.0%로 2002년 25.6%

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1명은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이에 SDGs는 첫 번째 목표로 빈곤퇴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빈곤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재난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취약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DG2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기아와 영양결핍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

tion, FAO)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이 공동 발간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인구 중 10%

가 넘는 8억 21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이고, 이러한 기아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SDGs에서는 기아 종식을 단순히 충분한 양의 식량을 공

급·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식량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생산체계를 확보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다.

15)  출처 : ‘제4장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이행현황’,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통계개발원, 2019), 
14-55면

2.1 기아 종식, 모든 사람에게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2.1.1 영양부족 인구 비율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인구 비율  

2.2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청소년·임신·수유 여성·노년층의 영양 결핍 해소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비율(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비율(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저체중, 과체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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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 자원,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 보장을 통한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대

2.3.1 노동 단위당 생산규모(농업, 축산업, 임업규모에 따른 계층별)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성, 토착지위별)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확보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면적 비율

2.5 동식물 유전자원 다양성 유지 및 이익 공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위험수준(위험, 비위험, 알려지지 않은)에 따른 지역 품종 비중

2.a 개도국 농업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투자 확대

2.a.1 정부지출 대비 농업생산지수

2.a.2 농업부분 공적투입액

2.b 도하개발라운드(DDR)에 따른 농산물시장 무역 규제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식량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위한 조치

2.c.1 식량가격이상지표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과거에 비해 분명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UN, 2018). SDGs는 건강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식 하에 아동 사망 

감소, 모성건강 향상, 감염성 질병 감소 등 개별 이슈를 목표로 제시했던 MDGs를 확장하여 비감염성 질병과 건강위험인자를 줄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 산모 사망률 감소

3.1.1 모성 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3.1.2 의료전문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출산 비율

3.2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 감소

3.2.1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3.2.2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3.3 감염성 질병 퇴치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수(성, 연령, 고위험군별)

3.3.2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3.3.3 말라리아 발생률(인구 1000명당)

3.3.4 B형간염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3.3.5 소외열대질환(NTD)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

3.4 비감염성 질병 조기 사망 감소, 정신건강 및 복리 증진

3.4.1 순환계통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3.4.2 자살 사망률

3.5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장애 치료개입(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3.5.2 연간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

3.5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장애 치료개입(의약, 사회심리,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3.5.2 연간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

3.6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3.7 성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 접근 보장

3.7.1 가족계획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15-49세) 중 현대적 피임방법 사용 비율

3.7.2 해당 연령(10-14세, 15-19세) 1000명당 여성 청소년 출산율

3.8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3.8.1 필수 보건서비스 보장범위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

부록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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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해물질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

3.b 개도국에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3.b.1 국가 백신접종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인구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부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총 지출액 및 순 지출액

3.b.3 적당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3.c 개도국 보건인력 훈련 및 보유 확대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3.d 개도국 보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교육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교육의 성취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동시에 SDGs의 다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따라서 SDGs에서는 초등교육 달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MDGs와 달리 영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

는 것을 세부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육뿐 아니라 직업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생학습기회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4.1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 중등교육 이수 보장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4.2 양질의 영유아 교육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의 성별 비율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4.3 양질의 기술, 직업 및 고등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4.4 취업, 창업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을 갖춘 인력 확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기술유형별)

4.5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해 평등한 접근 보장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영향 여부별 등)

4.6 청소년 및 성인 문해력, 산술 능력 향상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4.1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 중등교육 이수 보장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4.2 양질의 영유아 교육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의 성별 비율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4.3 양질의 기술, 직업 및 고등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4.4 취업, 창업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을 갖춘 인력 확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기술유형별)

4.5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해 평등한 접근 보장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영향 여부별 등)

4.6 청소년 및 성인 문해력, 산술 능력 향상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4.7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4.7.1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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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a) 전기, (b) 교육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식수, (f) 남녀 구분 기초 위생시설, 

(g) (WASH 기준) 기초손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4.b 개도국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 확대

4.b.1 장학금의 ODA 금액규모(연구분야, 유형별)

4.c 개도국에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 확대

4.c.1 ( a) 유아, (b) 초등, (c) 중학교 및 (d)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임용 전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성은 인간사회의 뿌리 깊은 위계질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남자가 더 좋은 몫을 

차지했다(Harari, 2018). SDGs가 성불평등의 해소를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이유이다.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인권을 충족시키

는 동시에 정치·사회·경제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여

성에 대한 악습 근절, 무보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정치·경제 영역 내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성적 자기결정권 확보, 경제 및 사회적 권리에서의 권한 증

대 등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다.

5.1 여성 및 여아 대상의 모든 차별 철폐

5.1.1 성평등 증진, 집행, 모니터링 근거 및 법체계 존재 여부

5.2 여성 및 여아 대상의 모든 폭력 철폐

5.2.1  파트너가 있는(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폭력형태별)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발생장소별)

5.3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 유해한 관행 철폐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성기절제(FGM/C)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

5.4 사회보호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가치 있게 인식

5.4.1 무보수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지역별)

5.5 모든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

5.5.1 (a) 국회 여성의석 비율, (b) 지방정부 여성의석 비율

5.5.2 여성 관리자 비율

5.6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여성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 개혁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한 소지자 중 여성 비율(토지 소유권 

유형별)

5.a.2 여성의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가진 국가 비율

5.b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이용 강화

5.b.1 이동전화 소유자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견고한 정책 마련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DG6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HO와 UN 아동기금(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의 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71%,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사용하

는 인구는 39%로 여전히 상당수의 인구가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빈

곤과 기아 해소, 모두를 위한 건강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에 세부목표로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보

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수질 개선, 수자원 이용 효율성 증진,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을 담고 있다.

부록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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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 야외 배변 근절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오염 저감, 유해물질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재사용을 통한 수질 개선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폐수 비율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 비율

6.4 물 이용 효율성 증진

6.4.1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6.5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0-100)

6.5.2 물 관련 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적 유역 비율

6.6 수생태계 보호

6.6.1 수생태계 규모 변화

6.a 물과 위생 관련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국제협력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6.b.1 물과 위생 관련 정책 참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7은 모든 사람이 적정한 가격으로 신뢰할 만한 청정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분야는 최근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SDGs에서 독립적인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

장, 재생에너지 이용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7.1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7.1.1 전기 접근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7.2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7.1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7.1.1 전기 접근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7.2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7.3 에너지 효율 향상

7.3.1 에너지 집약도(GDP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량)

7.a 청정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투자 촉진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개도국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7.b.1  지속가능발전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재정이전 분야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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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8은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한다. 기술개선과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되, 그 과정에

서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의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할 것이다. SDG8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지향적인 정책을 통한 산업 다변화와 자원 효율성을 개선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달성·아동

노동 종식·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등을 통해 생산적인 고용을 담보하고, 청년실업률 경감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장려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세부목표

로 하고 있다.

8.1 1인당 소득 증가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8.2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8.3 개발 지향적 정책 진흥 및 중소기업 성장 장려

8.3.1 비농업 부문의 비공식 고용률

8.4 자원 효율성 개선 및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

8.4.1 물질발자국,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GDP 대비 및 1인당 물질소비량

8.5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달성

8.5.1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연령, 직업, 장애여부별)

8.5.2 실업률(성, 연령, 장애여부별)

8.6 청년 니트(NEET) 비율 감소

8.6.1 교육, 훈련 혹은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8.7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8.7.1 아동(5-17세) 노동 인구 수 및 비율(성, 연령별)

8.8 노동권 보호 및 안정적 근로환경 증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빈도율(성, 이주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의 국가별 준수 수준

8.9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 개발, 이행

8.9.1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의 직접 기여 비율

8.9.2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수 비율

8.10 금융서비스 접근 확대 및 금융기관 역량 강화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및 ATM 개수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15세 이상) 인구 비율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원조 지원

8.a.1 무역원조를 위한 약정 및 지불액

8.b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고용협약 이행

8.b.1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 여부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혁신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며, 이것이 포용성, 회복력, 지속가능성과 결합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포

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UN, 2017; 

2018).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2005년 대비 2017년에 1.1%p 증가하고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가 2000년 대비 2015년 19%p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추세가 모든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닌 바, 개도국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9.1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9.1.1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교통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9.2.1 GDP 대비 및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율

9.2.2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부록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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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 향상

9.3.1 전체 산업 부가가치 대비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사회기반시설 개선 및 친환경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 확장

9.4.1 부가가치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연구개발(R&D) 인력 확대 및 산업분야의 기술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5.2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

9.a 개도국 금융, 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촉진

9.a.1 인프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 지원(ODA+기타공적공급)

9.b 개도국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최빈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 제공

9.c.1 무선네트워크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기술별)

목표 10.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SDG10은 국내와 국가 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성, 연령, 장애, 인종, 계급, 종교 및 기회에 근거한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로는 

불평등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적 법률·정책 및 관례 철폐, 사회보호 정책 강화, 세계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규제 이행 강화, 개도국의 발언

권 강화 보장,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책임성 있는 이주 및 인구 이동 실현,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원칙 이행,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한

편,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구집단별 불평등 상황을 볼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가 요구된다.

10.1 하위 40% 인구 소득성장을 높은 수준으로 달성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증가율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10.2 모두를 위한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증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10.3 차별적인 법규 철폐와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

10.4 사회보호정책 도입과 높은 수준 평등 달성

10.4.1 GDP 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소득 비율

10.5 전 세계 금융시장 규제와 모니터링 개선

10.5.1 금융건전성지표

10.6 국제 금융기구에서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

10.6.1 국제기구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도국 비율

10.7 책임성 있는 이주 및 인구이동 실현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비용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10.a 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 이행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10.b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 장려

10.b.1 개발 재원 흐름[공여국, 수원국, 재원 형태별(예:ODA,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10.c 이주자 송금비용을 3% 미만으로 감소

10.c.1 총 송금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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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에 따르면 현재 55%인 도시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6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UNDESA, 2018). 도시

는 직업, 교육, 보건 및 위생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히 진행되는 도시화는 빈곤 인구 증가, 슬럼(slum)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SDGs 안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목표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

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 환경 및 교통 개선, 통합적 도시 계획 및 관리,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감소, 문화유산 보호, 대

기질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11.1 적정주택 및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슬럼 개선

11.1.1 슬럼, 비공식 정주공간 혹은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11.2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11.3 통합적, 지속가능한 정주지 계획, 관리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이용 비율

11.3.2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 비율

11.4 세계문화유산 보존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지출액[유산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민간자금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별]

11.5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

11.6 대기질과 폐기물 관리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11.6.2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예: PM 2.5, PM 10)

11.7 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공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1.7.1 도시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11.a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 역할강화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도시크기별)

11.b 재난 복원력 강화

11.b.1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11.c 최빈개도국 자원을 사용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구축 지원

11.c.1 최빈개도국 내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재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율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가능한 생

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화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인류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 황폐화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소비와 생산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등장한 이슈로,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자연자본과 생산

성, 경제활동과 역량 증진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KOICA, 2015). 이에 SDG12는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음식물쓰레기 감축,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 감축, 

자원 재활용, 화석연료 사용 합리화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통해 지구의 자원과 역량을 지속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국가실행계획이나 이를 주류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2.2 천연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발자국

12.2.2 국내 물질소비량,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소비량

12.3 음식물쓰레기 감축, 식품공급단계에서의 식량 손실 최소화

12.3.1 글로벌식량손실지수(GFLI)

12.4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및 배출 경감

12.4.1 유해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 이행 당사국 수

12.4.2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량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부록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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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국가실행계획이나 이를 주류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2.2 천연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발자국

12.2.2 국내 물질소비량, 1인당 및 GDP 대비 물질소비량

12.3 음식물쓰레기 감축, 식품공급단계에서의 식량 손실 최소화

12.3.1 글로벌식량손실지수(GFLI)

12.4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및 배출 경감

12.4.1 유해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 이행 당사국 수

12.4.2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량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 폐기물 발생 감축

12.5.1 폐기물 재활용량 및 비율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 독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 시행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12.8 지속가능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 제공, 인식 함양 노력

12.8.1 (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기후변화교육포함)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등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개도국 과학 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개도국 지원 금액

12.b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개발,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갖추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전략, 정책 및 실행계획의 수

12.c 화석연료보조금 제도 개선

12.c.1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액 및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는 인류의 존속과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인 위협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전 세

계 평균 기온이 1906년에 비해 0.74℃ 상승하였으며,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상승하면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2020

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의 후속조치로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행동에 합의하였다. SDG13은 인간 활동

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와 기후변화에 주목하면서 그 영향을 긴급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세부목표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과 적응력(adaptive capacity) 강화, 국가 계획과 전략에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통합,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13.1 기후변화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1.2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마련,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 비율

13.2 국가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조치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통합된 정책,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논의해 온 국가의 수(국가 적응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등을 포함)

13.3 기후변화 관련 교육, 제도적 역량 강화

13.3.1 기후변화 적응, 완화, 영향 저감, 조기 경보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의 수

13.3.2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논의해온 국가의 수

13.a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원 동원 약속 이행

13.a.1 약속된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한 2020-2025년 모금액(연도별)

13.b 최빈개도국 기후변화 계획,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매커니즘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

발을 위해 금융, 기술, 역량배양을 비롯한 특별지원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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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해양은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산성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산성화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흡수되면서 해양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낮아지는 현상인데 산업혁명 시점과 비교할 때 산성의 세기가 26%가량 강해졌다. 이는 해

양생태계와 수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14 해양의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SDG14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 

보호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상충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도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오염을 감소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

시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해 자원 이용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1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14.1.1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밀도

14.2 해양과 연안 생태계 보호, 복원 조치 시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비율

14.3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14.3.1 합의된 조사 정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수소이온농도(pH)

14.4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어획규제 및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종식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14.5 법과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연안, 해양 보전

14.5.1 전체 해양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 비율

14.6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국가별 진척도

14.7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최빈개도국 경제적 이익 증대

14.7.1 군소도서개도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최빈개도국 해양건강성을 위한 해양 관련 과학기술, 연구역량 발전 및 기술 이전

14.a.1 전체 연구 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 대한 해양자원, 시장 접근 지원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적용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척도

14.c UN해양법협약 이행을 통한 해양과 해양 자원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14.c.1  UN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SDG15는 생물다양성 유지와 육상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은 생태계가 주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존하여 살고 있기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시

스템을 유지하는 일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에 생물다양

성을 위한 전략과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생태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DGs에서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SDGs

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인 세부목표들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산림, 습지, 산지, 건조지대, 호수 생태계 등 생태계 유형별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처를 보존·

복원하고 외래 생물종의 유입을 차단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계획과 재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15.1 산림, 습지, 산지, 건조지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15.1.1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비율(생태계 유형별)

15.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훼손 산림복원 및 신규조림 및 재조림 증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진전

15.3 사막화 방지, 훼손된 토지와 토양 복원

15.3.1 전체 국토면적 대비 훼손된 토지면적 비율

부록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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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

15.4.1 산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보호구역 지정면적

15.4.2 산악지역 녹색피복지수

15.5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15.6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 및 접근성 보장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불법 밀렵, 밀거래 종식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

15.8.1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와 통제에 대한 법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국가 비율

15.9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국가 계획 마련

15.9.1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 2(생물다양성 가치 통합)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원 지원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랑 증진 및 보호종의 밀렵, 밀거래 방지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6.1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연령별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 (성, 연령,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2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1-17세) 비율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성인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법치 증진 및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16.3.2 교도소 수용자 중 미결수 비율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 감소,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

16.4.1 불법금융거래 총 가액

16.4.2 무기 중 불법성이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기업 비율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 구축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섹터별 혹은 예산코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16.7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7.1 공공기관 보직 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주요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그외 인구집단별)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참여 확대

16.8.1 국제기구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도국 비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의 주춧돌이다. SDG16은 폭력의 감소,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과 법치 

증진, 부정부패 감소,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도 개발과 참여적인 의사결정 보장, 인권과 자유를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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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출생등록 등 모두에게 법적 지위 부여

16.9.1 5세 미만의 출생 신고 비율(연령별)

16.10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기본적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예방 등을 위해 국가별 관련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증진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비율

부록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17.1 개도국에 대한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

17.1.1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재원별)

17.1.2 예산 대비 조세수입 비율

17.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책무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의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순지출 비율

17.3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 동원

17.3.1 정부예산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

17.3.2 GDP 대비 송금액 비율(US달러 기준)

17.4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 채택 및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에 대한 남북, 남남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

17.6.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형태별)

17.6.2 인구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총 승인금액

17.8 최빈개도국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구현기술 활용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남북, 남남 등을 통해 개도국의 국가계획을 지원

17.9.1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17.10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을 통해 평등한 다자무역체계를 증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7.11 개도국의 수출 증가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 두 배 증가

17.11.1 전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17.12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시장 접근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를 사용하는 정도

17.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17은 성공적인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와 민간, 기타 관련 행위자들의 포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아디

스아바바(Addis Ababa) 행동 지침의 완벽한 구현을 통하여 전 세계가 동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및 내륙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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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

17.17.1 민·관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개도국의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

17.18.1 국가적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통계계획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재원별)

17.19 국내총생산 측정 보완으로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a)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였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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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

① 회의참가

‣ 회의개최시기 : 매년 7월 2주~3주, 뉴욕

‣  회의참가신청 : 매년 5월~6월, HLPF MGoS Coordination 

Mechanism mailing list에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참가등록 안내

‣  회의참가등록 : 유엔 SDGs 포털 ‘HLPF’ 메뉴의 ‘Registration & 

Info’(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로 들어가 온라

인 등록

‣  HLPF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MGoS Coordination Mechanism) 

등록 방법 : 유엔 SDGs 포털 ‘Stakeholders’ 메뉴에서 온라인 등록양식

을 통해 등록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md

YK5ENaJfv6KwAadJVe9PjNEjkAiffyZFUpkNDTrDHslg/

viewform?c=0&w=1) 

‣  HLPF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은 유엔 지정 18개 이해관계자그룹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그룹은 자발적으로 조직 및 운

영됨. 메커니즘의 이해관계자그룹 중 하나로 등록하면, 이해관계자그

룹별 이메일 소통시스템을 통해 유엔의 SDGs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

유받고, 입장문서 작성 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가능(https://

sustainabledevelopment.un.org/mgos) 

②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  2030년까지 유엔 회원국은 HLPF에 최소 2회 이상 자발적 국가보고서

를 제출.

‣  자발적 국가보고서는 유엔SDGs의 국가차원의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

로써, 작성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

‣  한국은 2016년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차기 보고서 작성 시기

는 미정.

‣  자발적 국가보고서는 작성 형식은 자유이나, 기본 구성내용으로 ‘실천내

용’, ‘성과 및 교훈’,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③ 이해관계자 자발적 보고서 제출 및 유엔 SDGs 포털 게재

‣ 제출마감 : 매년 5월 말~6월 초

‣  제출방법 : 유엔 SDGs 포털 ‘About’ 메뉴 중 ‘Contact’의 온라인 폼을 

통해 제출(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act/) 

‣  작성방법 : 매년 HLPF 논의주제와 연계. 보고서의 형식은 자유이나 기본 

내용 요소로 ‘실천활동(action)’, ‘성과와 교훈(Outcome & lessons)’, 

‘제안(recommendations)’으로써, ‘성명서’ 형식은 지양.

※  「2017 한국시민사회보고서」(SDGs시민넷, 2017), 「2019 한국시

민사회보고서」(2019, SDGs시민넷)의 경우, 유엔 SDGs 포털의 

‘Inputs to the HLPF’에 게재.(https://sustainabledevelopment.

un.org/inputs/) 

2.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APPFSD)

‣ 회의개최시기 : 매년 3월 4주, 방콕

‣  회의참가신청 : 매년 1월~2월,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 홈페

이지(이벤트 메뉴) 및 아태 시민사회 참여메커니즘(AP-RCEM) mailing 

list에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참가등록 안내

‣  AP-RCEM 등록 방법 : 공식 이메일로 문의 및 등록. aprcem@

asiapacificrcem.org 

※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포럼에 대한 온라인 상 정보접근

성이 상당히 복잡하고 제한적인 상황.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포럼 관련 기본 정보는 다음 URL에

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태지역사무소 환경개발과로 문의 

필요. 

※ 아태 지속가능발전 포럼 : https://www.unescap.org/2030-

agenda/regional-processes-and-dialogue

유엔 아태지역사무소 환경개발과(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 T) +66 2 288 1234 / Email: escap-edd@un.org

※ 아태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 : http://asiapacificrcem.org/

3. 동북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SDGs 포럼

‣ 회의개최시기 : 매년 9월 또는 10월, 동북아 6개국 중 한 곳으로 매년 변경

‣  회의참가신청 : 매년 8월경,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 홈페이

지의 이벤트 메뉴 및 아태 시민사회 참여메커니즘(AP-RCEM) mailing 

list에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참가등록 안내

부록 5

유엔 SDGs 논의과정 
참여 방법

부록5  유엔 SDGs 논의과정 참여 방법

유엔 및 국내 SDGs 논의 장 참여 문의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홈페이지 https://sdgforum.org

•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 연락처 02-70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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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참고 문헌

1. 도서

• 윤경효·박차옥경,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 생활 속 이야기』,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통계개발원, 2019,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2. 인터넷 자료 

【국내】

• K-SDGs  http://ncsd.go.kr/ksdgs?content=3

•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 (국문) https://drive.google.com/drive/u/1/my-drive

-  (영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4267Para_89_Korean_SDGs_Network.pdf

【해외】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4797GSDR_report_2019.pdf 

•  2019 유엔 SDGs 정상회의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of the SDG Summit) https://www.un.org/pga/73/wp-content/uploads/

sites/53/2019/07/Unbroken-silence-HLPF-Political-Declaration.pdf

3. 주요 참고 사이트

•  유엔 지속가능발전 지식플랫폼(UN SD Knowledge Platform):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 http://www.unescap.org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포털 : http://ncsd.go.kr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http://www.sdgforum.org

부록6  참고 문헌



국내외 SDG 공론화장 참여 방법 문의처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

홈페이지 https://sdgforum.org

이메일 sdgnetkorea@gmail.com

연락처 02-706-6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