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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보고  
Quorum

◎ 회의일시 : 2020. 3. 16.(월)~2020. 3. 23(월)
◎ 회의장소 : SDGs시민넷 홈페이지 <2020 총회> 
◎ 성    원 

   

· 총 유권자수 17명(2019.12.31. 회비 납부 기준)

· 참여 유권자수 명 · 위임 유권자수  명 · 불참 유권자수   명

   • 운영규정에 의거, 위임을 포함하여, 총회 정수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총회 성립 

조건을 충족함.

※ 2019.12.31. 기준, SDGs시민넷 회비납부 회원 및 참석 현황(가나다순)

No 구분 소속 이름 회비납부 비고
1

여성
경기여성단체연합 - 미납

2 한국여성단체연합 완납
3 한국여성의전화 완납
4

장애인

열린네트워크 - 미납
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미납
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완납 운영위
7 한국장애포럼 완납 운영위
8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미납
9

경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완납

1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미납 운영위
11

교육

교육연대체 씨앗 미납
12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피스 모모) 미납
1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완납
14 (사)중랑문화연구소 미납
15 주거 한국도시연구소 완납 운영위
16 의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완납
17

환경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완납
18 녹색미래 완납
19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미납
20 녹색연합 미납 운영위
21 여성환경연대 - 미납
22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미납
23 (사)한국로하스협회 완납
24 환경정의 완납
25 환경운동연합 완납 운영위
26 거버넌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완납 운영위
27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완납

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미납
29

개인
이고은 미납

30 이성훈 완납
31 정종헌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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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총회 회의록  
Minutes of 2018 Assembly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9. 3. 21.(목) 14:30~17:00

◎ 회의장소 : 노들장애인활동지원가 교육장 4층

◎ 성    원 

� � �

· 총 회원 수 20명(2018.12.31. 회비 납부 기준)

· 참석 회원 수 11명 · 위임 회원 수  3명 · 불참 회원 수   6명

□� 참석자� 명단

No 구분 소속 이름 회비납부 비고
1

여성
경기여성단체연합 - 미납 불참

2 한국여성단체연합 완납 참석
3 한국여성의전화 완납 불참
4

장애인

열린네트워크 - 미납 불참
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미납 불참
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완납 참석
7 한국장애포럼 완납 참석
8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미납 불참
9

경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완납 참석

1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완납 위임
11

교육

교육연대체 씨앗 미납 불참
12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피스 모모) 완납 위임
1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완납 참석
14 (사)중랑문화연구소 미납 참석
15 주거 한국도시연구소 완납 불참
16 의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완납 불참
17

환경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완납 참석
18 녹색미래 완납 위임
19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미납 불참
20 녹색연합 미납 불참
21 여성환경연대 - 완납 참석
22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미납 불참
23 환경정의 완납 참석
24 환경운동연합 미납 참석
25 거버넌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완납 참석
26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완납 참석

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완납 불참
28

개인
이고은 완납 참석

29 이성훈 완납 불참
30 신혜수 완납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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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서기 : 이고은(개인회원) | 정리 : 정아람(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서기록은 별첨함.

1. 성원� 및� 개회선언

¤ 총 회원 20명 중 정족수의 과반인 11명이 참석하여, 정관에 의거한 회원총회 

성립조건을 충족해 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이 회원 총회 개최를 선언함.

2.� 전� 회의록� 보고

¤ 윤경효 사무국장이 2018년 총회 회의록을 보고하고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함. 

3.� 보고사항

¤ 윤경효 사무국장이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을 보고하고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함.
¤ 윤경효 사무국장이 한재광 대표의 감사 보고를 대독함.

4.� 안건� 토의� 및� 결의사항

(1)�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2018년 사업 회계 결산 보고에 대해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함.

(2)� 2019-2020� 운영위원� 단체� 및� 사무국� 선출의� 건� � �

¤ 사무국이 추천한 2019-2020 운영위 임원에 대해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함.

� ※� 2019-2020� SDGs시민넷� 2기� 운영위원�및� 감사�명단

No 구분 이름 소속 비고
1 경제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집행위원장 운영위원
2

사회
이리나 한국장애포럼�사무국장 운영위원

3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무차장 운영위원
4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책임연구원 운영위원

5
환경

김춘이 환경운동연합�부사무총장 운영위원
6 정규석 녹색연합�협동사무처장 운영위원
7 제도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사무국장 사무국
8 국제협력 한재광 발전대안�피다�대표 감사

(3)�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윤경효 사무국장이 제출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함.
¤ 환경부 주관 K-SDGs 포럼 기획운영위원 시민사회분야 T.O에 추천할 인사를 

논의하고, 윤경효 사무국장, 이리나 운영위원(한국장애포럼)을 1순위로 추천하는 

데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함.

4.� 폐회

¤ 김춘이 위원장의 폐회 선언으로 2019년 제3차 총회를 마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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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사항  
Agenda 

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 � ☞� 취지

   SDGs시민넷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 필요.

� � � ☞� 요청사항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승인 요청. 

Ÿ [첨부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Ÿ [첨부2] 감사보고(별첨)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 � ☞� 취지

   SDGs시민넷 운영규정에 따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필요.

� � � ☞� 요청사항

   [첨부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요청.

   ※ 주요 논의내용

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국회대응: 5월~12월

② 열린SDGs포럼 개최: 5월 중

③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입장문서 작성: 하반기

④ P4G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 및 입장문서 작성: 6/29~6/30

⑤ <2020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작성: 6/1

⑥ 동북아 및 아태 SDGs 포럼 참석: 하반기

3. 사업 및 활동 제안

� � � ☞� 취지

   SDGs시민넷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단체의 사업/활동 제안 수렴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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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9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Report on 2019 Activities & Settlement of Account

■ 2019년 사업 결산 현황

구분 주요내용 달성률

1. 시민사회보고서

Ÿ <2019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Ÿ 주제 : SDG 4, 8, 10, 13, 16, 17
Ÿ 2019.3.~2019.6. 작성, 6/10 유엔 제출

Ÿ 유엔 SDGs 포털 ‘Input to HLPF’에 게재

100%

2. 열린 SDGs 포럼

Ÿ 총 2차례(5월, 11월) 개최

Ÿ 주제 : 2019 HLPF 주제 및 디지털 전환

Ÿ 참석인원 : 총 200여명(평균 회당 100여명)
Ÿ 외교부 지원사업

100%

4. 국내 SDGs 정책 

대응

Ÿ 환경부 주관 ‘2019 K-SDGs 포럼’ 기획실무위원

회 참여(총 10차례, 7월~12월)
Ÿ 국회간담회 및 관계자 면담: ‘지속가능발전에 기

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탐색 간담회’ 등

100%

3. 국제 SDGs 대응

Ÿ 2019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

회포럼(People’s Forum)(3월, 방콕) : 한국시민

사회 6명 참석,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

Ÿ 2019 동북아SDGs포럼(10월, 블라디보스토크) : 
한국시민사회 30명 참석,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조직 및 공동성명 발표 

100%

5. 조직운영

Ÿ 2019 총회 개최 : 3/21, 노들장애인활동지원가 

교육장

Ÿ 운영위원회의 총 4차례 개최(8차~11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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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 작성기간 : 2019.3.~2019.6.(6/10 제출)

❍ SDG 4, 8, 10, 13, 16, 17 관련 국내 주요 이슈 및 실천 활동 소개

❍ 참여단체 : SDG 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사)중랑문화

연구소), SDG 8(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구로인권상담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대), SDG 10(한국장애포럼), SDG 13(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환경운동연합), 

SDG 16(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라살림연구소, 초록우산 어

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지속가능발전센

터), SDG 17(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굿네이버스, 태화복지재단, 한국공정무역협의회)

❍ 온라인 문서 : 국문 https://sdgforum.org/103(SDGs시민넷 홈페이지), 영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

2277&menu=3170(유엔 SDGs 홈페이지)

<국문보고서�표지>

 

<영문보고서�표지>

<유엔� SDGs� 홈페이지� Input� to� HLPF에� 게재된� ‘2019� 한국시민사회보고서’>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2277&menu=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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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 SDGs 포럼

❍ 외교부 협력사업, 상/하반기 총 2회(5월, 11월)
❍ 사업결과물 : 「(가칭)2019 열린 SDGs 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집」(2020.2 발간)
❍ 사업비 : 20,000,000원(외교부, SD센터 인건비 10,000,000원)

1)� 제1회� 열린� SDGs� 포럼

❍ 주제 :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일시 : 2019. 5. 30(목) 13:30~18: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 참석자 :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80여명

❍ 주최 : 외교부, SDGs시민넷

❍ 주관 : (사)한국장애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

터, 환경운동연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사)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노총

❍ 협력 : 한국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요프로그램 :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취약계층 노동권, 기후변화대응 기업 

및 시민사회활동, 민주시민교육과 참여거버넌스), 정리회의

❍ 자료집 : https://sdgforum.org/102?category=737711 
❍ 결과보고 : https://sdgforum.org/105?category=737711 

2)� 제2회� 열린� SDGs� 포럼

❍ 주제 :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 일시 : 2019.11.8(금) 09:30~18:00
❍ 장소 : 사랑의열매 본관 지하1층 대강당

❍ 참석자 :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150여명

❍ 주최 : 외교부, SDGs시민넷

❍ 주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노총, 통계청

❍ 협력 : 한국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요프로그램 : 개회식, 전체회의 4(2019 HLPF와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결

과 및 국제정치적 시사점, SDGs 이행점검을 위한 통계데이터 주요 이슈, 디지

털 산업경제체제 이해와 주요 이슈), 정리회의

❍ 자료집 : https://sdgforum.org/109?category=737711 
❍ 결과보고 : https://sdgforum.org/118?category=737711, 

https://sdgforum.org/119?category=737711, 
https://sdgforum.org/120?category=73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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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SDGs 정책 대응

1)� 환경부� 주관� <2019� K-SDGs� 포럼>� 참여(5월~12월)

❍ <2019 K-SDGs 포럼> 목적 : 2018년 수립한 K-SDGs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주

요이해관계자 그룹 및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0년 수립 예정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 구성 : 주제분야별 집중포럼 총 8회(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및 대토론회 2회

❍ 제1차/5차 사회분야 집중포럼 : 7/3 10:00~12:00, 10/30 10:00~12:00

❍ 제2차/6차 환경분야 집중포럼 : 7/3 14:00~16:00, 10/30 14:00~16:00

❍ 제3차/7차 경제분야 집중포럼 : 7/4 10:00~12:00, 10/31 10:00~12:00

❍ 제4차/8차 거버넌스분야 집중포럼 : 7/4 14:00~16:00, 10/31 14:00~16:00

❍ 제1회 대토론회 | 부처별 K-SDGs 이행현황 및 의견수렴 : 10/8, 14:00~18:00 

중소기업DMC타워

❍ 제2회 대토론회 | 2020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안 및 의견수렴 : 

12/3, 14:00~18:00 중소기업DMC타워

❍ 참여활동 내용 : 기획운영위원 참여. 시민사회단체그룹 대표로 참여하여 포럼 주

제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조직(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K-SDGs 작업반그룹 및 

MGoS 그룹 관계자 중 총 10명 기획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MGoS그룹관계

자는 자원 및 선출 절차 거침)

2)� 입법정책활동

a. 국회간담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탐색 간담회

❍ 일시 : 2019.5.30(목) 15:30~17:00

❍ 장소 : 이룸센터 2층 회의실 2

❍ 주최 : 김상희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주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진행현황 및 향후 과제’ 기조발제(박차옥경) 및 

패널토론(환경부, SDSN-Korea, 유엔글로벌콤팩한국협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b.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면담

❍ 2019. 1. 국회의장 정무수석 차담(김춘이, 문아영, 윤경효)

❍ 2019. 11. 송옥주의원실 보좌관 면담, 이정미의원실 비서관 면담(김춘이, 윤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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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SDGs 대응

1)� 유엔�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 및� 시민사회포럼� :� 3/24~3/21,� 방콕

❍ 주관 :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 AP-RCEM

❍ 논의내용 : 2019 HLPF 논의주제 및 아태지역 우선과제 이행 현황 점검

❍ SDGs시민넷 활동사항 : 아태 시민사회참여메커니즘(AP-RCEM) 운영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의 참석(동북아 Focal Point),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 주관

❍ 한국 시민사회 참가자 현황 : 총 6명(SD센터, KCOC, 어린이재단, ADA)

2)�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 10/15~10/16,� 블라디보스토크

❍ 주관 : 유엔아태지역사무소(UNESCAP) 동북아 사무소

❍ 논의내용 : 2019 HLPF 및 SDGs정상회의 주요 논의결과와 동북아 지역 SDGs 

이행 현황 공유, 2020 VNR 국가(러시아, 북한) 발표, 동북아 장애인권 이슈 및 

실천사례 공유

❍ SDGs시민넷 활동사항 : 동북아 SDGs 포럼의 공식회의로 ‘장애인권 세션’ 배

치,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 주관, 동북아 SDGs 포럼 한국참가자 대상 사전오리

엔테이션 개최 등

❍ 한국 시민사회 참가자 현황 : 총 25명(SD센터, 의료사협, 공정무역협회, 피스모

모, KCOC, 로하스협회, 어린이재단, 한국장애포럼, 대구지속협)

5. 조직운영

1)� SDGs시민넷� 총회�

❍ 일시 : 2019. 3. 21.(목) 14:30~17:00

❍ 장소 : 노들장애인활동지원가 교육장 4층

❍ 참석자 : 20여명

❍ 안건 :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2019년 사업 및 예산계획(안), 

2019-2020 운영위원회 선출

2)� 2019-2020� 운영위원회의(4차례)

a. 제8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2.15. 12:00~13:30, 복성각(덕수궁 옆)

❍ 안건 

Ÿ SDGs 거버넌스 정책 운동 방향 : 환경부-MGoS그룹 공동주최/주관 

‘K-SDGs 포럼’ 운영 제안, 외교부-SDGs시민넷 공동주최/주관 ‘(가칭)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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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추진,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개정법안’ 

마련

Ÿ 2018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및 승인

Ÿ 2019년 사업 및 예산 계획 보고 및 승인

Ÿ 총회 안건 의결 : 2019-2020 제2기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2018년 사

업 및 회계 결산, 2019년 사업 및 예산 계획(안) 보고 및 승인 등

b. 제9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6.3.~6.5, 텔레그램 운영위원회 그룹방

❍ 안건 

Ÿ <2019-2020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사무총장

Ÿ 환경부 주관 <K-SDGs 포럼>에의 SDGs시민넷 참여

Ÿ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 '지속가능발전법 입법 토론회'(6/10, 월) 

패널 추천 

Ÿ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9/25~9/27, 거

제)>에 SDGs시민넷의 "협력기관" 참여 여부 및 참여 정도

Ÿ 회원가입 승인 : (사)한국로하스협회

c. 제10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11.1.~11.7, 텔레그램 운영위원회 그룹방

❍ 안건 

Ÿ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관련,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 개최 의무화 조

항 추가를 위한 국회 대상 로비

Ÿ 2020.4월 제20대 총선 대응 SDGs시민넷 공동 공약집 마련 및 주요 정

당, 의원후보들과의 공약협약 등 추진

d. 제11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12.23. 12:00~13:30, 문화공간 온(종각역 인근)

❍ 안건 

Ÿ 제21대 총선 대응 <SDGs 선거공약집> 제작 추진일정 및 공동 활동 사항

Ÿ <202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참여숙의공론화 장 참여 전략 및 방침

Ÿ <2020 열린 SDGs 포럼> 기획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책적 활용 방안

Ÿ 2020 P4G(Partnership for Green Growth & Global SDGs) 정상회의 

대응 시민사회포럼 개최 추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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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원) 예산액(원) 비고

수입총액 23,505,512 25,250,000

회비 3,500,000 5,250,000 수입총액의�14.9%�차지

운영위원단체:� 30만원/년*7개 1,500,000 2,100,000
예산대비�60%�달성

회비납부명단�참조
일반회원(단체):� 15만원/년*19개 1,650,000 2,850,000

일반회원(개인):� 10만원/년*3인 350,000 300,000

후원금 0 0

사업비 20,000,000 20,000,000
Ÿ 외교부

Ÿ 수입총액의�85.1%�차지

이자수입 5,512 0

지출총액 23,355,452 25,250,000

사업비 10,000,000 10,000,000 지출총액의�42.8%�차지

열린SDGs포럼 10,000,000 10,000,000

시민사회보고서 0 0 단체별�영문번역비용�자부담

정책대응활동 0 0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지원

조직운영사업 0 0

총회 0 0 한국장애포럼�대관료�지원

운영위원회 0 0

운영비 13,355,452 15,250,000 지출총액의�57.2%�차지

인건비(50만원/월) 12,600,000 15,000,000 1,050,000원/월*12개월

사무국운영비 755,452 250,000

예비비 0 0

총�잔액(수입-지출) 150,060 0

■ 2019년 회계 결산 현황

1.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2019.12.31. 현재) 

1) 개요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회비 3,500,000 사업비 10,000,000

수익사업 20,000,000 운영비 13,355,452

잡수입(이자) 5,512 인건비 12,600,000

전년�이월금 0 사무국활동비 755,452

계(A) 23,505,512
계(B) 23,355,452

잔액(A-B) 150,060

2)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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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 납부 현황(2019.12.31. 현재)

NO 단체명 금액(원) 비고

1 환경연합 600,000 운영위

2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00,000 운영위

3 (사)한국도시연구소 300,000 운영위

4 한국장애포럼 300,000 운영위

5 공정무역협의회 150,000 일반

6 국제개발협력단체협의회(KCOC) 150,000 일반

7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150,000 일반

8 (재)녹색미래 150,000 일반

9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150,000 일반

10 (사)한국로하스협회 300,000 일반

11 (사)한국여성단체연합 150,000 일반

12 (사)환경정의 150,000 일반

13 한국의료사협연합 150,000 일반

14 한국여성의전화 150,000 일반

15 이성훈 250,000 개인

16 정종헌 100,000 개인

B. 소계 3,500,000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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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감사 보고  
Report of Audit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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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0 Projects & Budget

■ 2020년 사업계획(안)
사업명 주요내용 재원

1.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2020.3월~2020.12월
§ SDGs총선공약집 제작(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
§ 2020.4.15. 제21대 총선 이후 정부 및 국회의원 대상 입

법토론회 개최: 2~3회
§ 사업비 : 0원(미정)

국회의원실

2.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2020-2040)> 
수립 K-MGoS 
참여

§ 2020.3월~2020.12월
§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0-2040)> 수립 및 

K-SDGs 평가 과정의 시민사회 참여체계인 K-MGoS의 
NGO그룹 Focal Point로 참여

§ K-MGoS회의 1~2회 주관 및 NGO그룹 입장문서 작성
§ 사업비 : 5,000천원(미정)

환경부

3. 제3회 
열린SDGs포럼 
개최

§ 2020.3월~2020.7월(5개월)
§ HLPF 대응 제3회 열린SDGs포럼 개최(5월)
§ 공동주최 : 외교부, SDGs시민넷
§ 공동주관 : 통계청,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등
§ 사업비 : 15,000천원

외교부

4. 
(가칭)P4G정상회
의 한국민간위 
구성

§ 2020.2월~2020.7월(6개월)
§ P4G정상회의: 6/29~6/30, 시민사회포럼: 6/27~6/28
§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참여
§ 기후변화대응 관련 혁신적인 정치적 선언 견인 외에 고

위급 정치인들의 SDGs 및 시민사회참여체계 인식제고
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촉진 정치적/정책적 기
반 조성이 주요 목적

미정

5. 2020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
서 작성

§ 2020.2월~2020.5월
§ 주제 : ‘실천 촉진 및 전환을 위한 길’
§ 2020.5월 말 발간(국/영문) 및 유엔 제출(6/1)
§ 사업비 : 0원

자부담

6. 동북아 및 
아태 SD포럼 
시민사회참여체계 
운영

§ 2020.1월~2020.12월
§ 일정 : 아태SD포럼(4/4분기, 방콕), 동북아SD포럼(11월, 홍콩)
§ 아태SD포럼 시민사회참여체계(AP-RCEM) 동북아 포컬포

인트 활동(동북아 시민사회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 0원(해외출장비 from UNESCAP)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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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재원 : 없음

❍ 사업비 : 0원(국회의원실 공동주최)

❍ 사업기간 : 2020.4월~2020.12월(9개월)

❍ 목표 : 9월 입법발의 및 연내 법안통과

❍ 주요활동

Ÿ 4.15 총선 대응 SDGs공약집 발간(3월) : 여성, 장애인, 주거, 환경그룹 총선

공약을 SDGs와 연계하여 재편집․구성하여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

Ÿ 제21대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대상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간담회/토론회/

기자회견 등 추진(5월~12월)

Ÿ 열린SDGs포럼(5월), P4G정상회의 시민사회포럼(6월) 내 ‘특별세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및 주요 정치관계자 인식 

제고 및 의견수렴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내용

Ÿ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Ÿ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평가․보고 의무 명시

Ÿ 국가 및 지방차원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 공론화 장 정례화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명시

2.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0-2040)> 수립 K-MGoS 참여

❍ 재원 : 환경부

❍ 사업비 : 5,000천원(미정)

❍ 사업기간 : 2020.4월~2020.12월

❍ 주요활동

Ÿ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0-2040)> 수립 및 K-SDGs 평가 과정의 

시민사회 참여체계인 K-MGoS의 NGO그룹 Focal Point로 참여

Ÿ 입장문서 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포럼 개최(상반기)(여성, 장애인, 아동/청

소년, NGOs 통합 추진 여부 논의 필요)

Ÿ 2018 K-SDGs 평가결과 및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체그

룹별 입장문서 작성(하반기)

※ <2020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내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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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회 열린 SDGs 포럼

❍ 재원 : 외교부 

❍ 사업비 : 15,000원

❍ 사업기간 : 2020. 3월~2020. 7월(5개월)(상반기 1회 개최, 5월경)

❍ 공동주최 : 외교부, SDGs시민넷

❍ 공동주관 : 통계청,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고려대 오정에코리질

리언스연구원 등

❍ 협력기관 : 한국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 2020 HLPF 주제 :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주제(안) : 2015~2019년 국내 SDGs 이행현황 평가 및 향후 10년의 과제

❍ 프로그램 구성(안)

Ÿ 평일 오후 5시간 30분(13:00~18:30) : 개회식(20분), 전체회의1(국내외동

향, 90분), 주제회의(동시세션, 120분), 전체회의2(종합정리, 60분), 휴식 & 

사진촬영(40분)

   ※ 주제회의 : 2020 HLPF 논의주제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기획 및 운영 

Ÿ 3 NO 이벤트 : No Paper, No Plastics, No Barriers

Ÿ 참가자 만족도 조사

Ÿ 제3회 열린 SDGs 포럼 논의자료 및 사례집 제작

※ 참고 | 2019년 성과와 과제

Ÿ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SDG 4, 8, 10, 13, 16, 17 및 디지털전환)’을 

주제로, 상하반기 각 100명씩 총 200여명 참석.
Ÿ 20~30대 참석율이 50% 이상으로 과반수 차지하고, 주로 시민사회단체와 교사, 학생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자의 약 60%를 차지. 이들은 주로 SDGs 국내외 동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내외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써 높은 만족감 표시.
Ÿ Paperless, Wastes zero, Barrier Free 행사방침 관련하여 불편하나, 메시지의 가치

와 실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수 가능하다는 중평이며, 차후 이를 열린SDGs포럼 

SDG 실천활동으로 설정해 평가하자는 제안.
Ÿ 다만, 평일 종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시민 및 지방거주민들의 접근성 제한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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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12:00~13:00 참가자�등록

13:00~13:20

개회식

Ÿ 개회사� :� 외교부,� SDGs시민넷

Ÿ 축사� :� 국회� 환노위원장�등

13:20~13:30 단체� 사진촬영(10분)

13:30~15:00

전체회의� |� 2015년�이후�국내외� SDGs�이행현황�평가�및�향후� 10년의�과제

Ÿ 기조발제� |� 한국의�글로벌SDGs� 이행� 현황(20분)

� � � � � � � � � � � � � /남상민� UNESCAP� 동북아사무소�부소장

※�좌장� /

Ÿ 패널토론� |� 향후� 10년� 실천을�위한� 제안(40분,� 5분�발언)

� � � /정부(1),� 의회(1),� 시민사회(2),� 노동계(1),� 기업계(1),� 학계(1)

Ÿ 청중�및� 전체토론(30분)

15:00~15:15 휴식(15분)

15:15~17:15

주제회의� |� SDGs� 이행현황�및� 향후� 10년�실천� 과제

주제1� |� 통계청 주제2� |� (환경부) 주제3� |� 한국노총

주제4�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주제5� |�오정에코리질리언스 주제6� |� SDGs시민넷

17:15~17:30 휴식(15분)

17:30~18:30

정리회의� |� 주제회의별� 2020� HLPF에� 대한� 제언

※�사회� /�

Ÿ 주제회의별�주요논의�내용�발표(30분,� 5분�발언)

Ÿ 주제�통합�전체청중토의(25분)

Ÿ 폐회발언(5분)� /� 외교부

※ 프로그램은 추후 공동주최 및 주관기관간 논의에 따라 조정․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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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칭)P4G정상회의 한국민간위 구성 및 참여

❍ 목적 : 기후변화대응 관련 혁신적인 정치적 선언 견인 외에 고위급 정치인들의 

SDGs 및 시민사회참여체계 인식제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촉진 정

치적/정책적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20.3월~2020.7월(5개월)

Ÿ P4G정상회의: 6/29(월)~6/30(화)

Ÿ 시민사회포럼(안): 6/27(토)~6/28(일)

❍ 주요활동

Ÿ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참여

Ÿ P4G 8개 의제 중심 국제논의동향 학습 및 시민사회 실천사례 공유

Ÿ P4G 12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작성 및 발표 : 유엔SDGs 이행과 연계, 

‘P4G정상회의’ 8개 의제(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자원순환, 미세먼지, 

스마트도시, 청년 및 여성)와 관련한 정책 및 실천사례 제안

Ÿ P4G정상회의 개최시 사전회의로써 ‘시민사회포럼’ 정례 개최 제안

5. 2020 HLPF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및 유엔제출

❍ 재원 : 없음

❍ 2020.6.1. 유엔 제출 마감

❍ 추진일정

Ÿ 2월 말 : 초안팀 기획회의 

Ÿ 3월~4월 : 분야별 초안 작성

Ÿ 5월 중 : 초안 회람(열린SDGs포럼)

Ÿ 5월 말 : 영문번역 및 최종본 배포

❍ 2020 HLPF 주제 : ‘행동 촉진 및 변혁의 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의10년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보고서 주제(안) : 2015~2019년 국내 SDGs 이행현황 평가 및 향후 10년의 과제

❍ 구성내용

Ÿ UN SDGs 및 K-SDGs 지표를 중심으로 2016년~2019년 4년 동안 분야별 지

속가능발전 이행현황 평가 및 정책제언, 지표와 관련한 시민사회 실천사례 1개

Ÿ 요약문(5p), 서문(작성과정 등), 작성자, 연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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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북아 및 아태 SD포럼 시민사회참여체계 운영

1) 2020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 참석
❍ 재원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단(SIDA)(항공료 및 체류비)

❍ 회의일정 및 장소 : 4/4분기 중, 태국 방콕

※ 원래 매년 3월 말 개최되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4/4분기로 연기

❍ 참석자 : 윤경효(SDGs시민넷, 2019-2020 AP-RCEM 동북아 Focal Point 및 

운영위원) 등

※ 참가신청 : 매년 1월

❍ 주요활동 : 시민사회포럼 운영 지원, 한국 참가자 대상 사전 오리엔테이션, 한국 

시민사회 활동 공유,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 주관, 정부간 회의 모니터

링 및 시민사회성명서 작성

2) 2020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

❍ 재    원 : 유엔 아태지역사무소(UNESCAP)(항공료 및 체류비)

❍ 회의일정 및 장소 : 11월 중, 중국 홍콩

❍ 참 석 자 : 윤경효(SDGs시민넷, 2019-2020 AP-RCEM 동북아 Focal Point 및 

운영위원) 등 

※ SDGs시민넷 대표단 3명 선발(SDG시민넷 운영위원회 심사)

❍ 주요활동 : 한국 시민사회 활동 공유, 동북아 시민사회 SDGs 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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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원) 비고

수입총액 25,750,060
회비 5,100,000 수입총액의 19.8%

⚫운영위원단체: 30만원/년*6개 1,800,000

회원명단 참조⚫일반회원(단체): 15만원/년*20개 3,000,000

⚫일반회원(개인): 10만원/년*3인 300,000

후원금 500,000

용역사업 20,000,000
Ÿ 열린 SDGs 포럼(외교부)
Ÿ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입장문서(환경부)

이자수입 0

전년 이월금 150,060

지출총액 25,750,060
사업비 13,000,000 지출총액의 50.5%

열린 SDGs 포럼 10,000,000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입장문서 3,000,000

P4G정상회의 시민사회포럼 0

시민사회보고서 0

정책대응활동 0 국회의원실 공동주관

조직운영사업 0

창립총회 0 온라인 총회

운영위원회 0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지원

사무국 운영비 12,600,000 지출총액의 48.9%

인건비 12,600,000
Ÿ 외교부 및 환경부 사업 인건비 포함
Ÿ 1,050천원/월*12개월(반상근)

사무국 운영비 150,060 회의비 등

예비비 0

■ 2020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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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운영규정
Terms of Reference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운영규정

제정 2017. 04. 0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단체는�한국�시민사회� 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이라� 하고,� 영문은� Korea� SDGs� Network

로�표기한다

제2조� (목적)� SDGs시민넷은�다음과�같은�사항을�실현함

을�목적으로�한다.

① 국내외� SDGs�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위한�활동�전개

② 시민사회의� SDGs�정책�역량�강화

③ 참여단체간� SDGs�관련�정보교류�및�활동�협력

제3조� (기본원칙)� SDGs시민넷의�활동은�다음과�같은�원

칙에�기반한다.

① SDGs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비판적� 운

동�관점(critical� thinking)� 견지

① 활동�중심�네트워크�운영

제4조� (소재지)� SDGs시민넷�사무소는�사무국�단체의�주

소지로�한다.

제5조� (사업)� SDGs시민넷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을�실현하기�위해�다음�각�호의�사업을�시행한다.

1. 국회토론회�및�정부간담회

2. SDGs�한국�시민사회보고서�작성�및�유엔�제출

3. SDGs�한국�시민사회�입장문서/성명서�발표

4. SDGs�세미나/워크숍

5. 유엔�등� SDGs�관련�주요�국제기구와�교류협력

제6조� (기구)� SDGs시민넷은�의결‧운영기관으로�총회,� 운
영위원회를�두고,�집행기관으로�사무국을�두며,�필요

에�따라�별도의�운영내규로�위원회를�둘�수�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회원은� SDGs시민넷의� 목적에� 찬동하며,�

SDGs시민넷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가진� 사람� 중�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

인�또는�단체로�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의무)�회원은�다음의� 권리와�의무

를�가진다.

1. SDGs시민넷의�운영과�사업에�참여할�권리

2. 총회의�참가와�의결권�행사

3. 회칙준수와�소정의�회비�납부�의무

4. 회비�납부에�관한�사항�및�회원의�권리‧의무에�관
한� 세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로�정한다.

제9조� (탈퇴와�제명)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수�있다.

② 회원으로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SDGs시

민넷의�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명할�

수�있으며,�이미�납부한�회비는�반환하지�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수)� SDGs시민넷은� 다음의� 각�

호의�임원을�둔다.

1. 공동운영위원장� 2인

2. 운영위원�10인�이내(공동운영위원장,�사무국장�포함)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선출)

① 임원은�단체회원의�대표�중�총회에서�선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운영위원회에서�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

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

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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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해임)�임원이� SDGs시민넷의� 목적과� 명예

에�위배되는�행위를�한� 때에는�총회의�의결을�거쳐�해

임할�수�있다.

제13조� (임원의�임기)

① 공동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운영위원� 재임�

기간으로�한다.�

② 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며,� 후

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④ 임원의�임기�만료�후라도�후임자가�취임할�때�까

지는�임원으로�직무를�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직무)

① SDGs시민넷의� 대표권은� 공동위원장이� 갖고,� 운

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가지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의장이�된다.

② 사무국장은� SDGs시민넷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과�협의,� 총괄� 집행한다.� 또한,� 공동위원장

의�유고시�그�업무를�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SDGs시민넷

의�업무에�관련�사항을�의결�처리한다.

④ 감사는� SDGs시민넷의�회계와�업무집행�상황을�감

사하여�총회에�보고한다.�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

한� 점을� 발견하였을�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운

영위원회�또는�총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총회는� SDGs시민넷의�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기능)� 총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

한다.

1. 임원의�선출�및�해임에�관한�사항

2. SDGs시민넷의�해산�및�운영규정�변경에�관한�사항

3. 중장기�사업방향에�관한�사항�등�기타�중요사항

4. 사업과�예·결산�승인

제17조� (총회의�구분�및�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를�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을�주기로�개최하며,� 해당�회계연

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운영위원장이� 소

집한다.

③ 임시총회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 공

동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1.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2. 재적이사�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

여�서면�요구한�때

3. 제14조�4항에�근거하여�감사의�요청이�있을�때

4. 기타�공동운영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④ 공동운영위원장�또는�직무대행권자�등�총회�소집

권자가�궐위되거나�이를�기피함으로써�총회�소집

이�불가능하다고�여겨지는�때에는�재적�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

회를�소집할�수�있다.� �

제18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출석으

로�성립하고,�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9조� (의결� 제척� 사유)�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못한다.

1. 임원의�선출�및�해임에�있어�자신에�관한�사항을�

의결할�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SDGs시민넷의� 이해가� 상반

될�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

장과�사무국장,�운영위원으로�구성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기능)�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의결,�집행한다.

1. 업무진행에�관한�사항

2. 회비에�관한�사항

3. 총회에�부의할�안건의�작성

4. 총회에서�위임받은�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

회로� 구분한다.� 정기�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내

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고,� 임

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공동운영위원장�또는�직무대행권자가�소집한다.

1. 재적� 운영위원�반수� 이상이� 회의의�목적을�제

시하여�서면�요구한�때

2. 공동운영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3. 제14조� 4항에�근거하여�감사의�요청이�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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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안

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나,� 제1항� 1호에� 따라� 재적� 운영

위원�전원이�운영위원회회의�개최를�요구한�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성립과�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

지�아니하면�개회하지�못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이� 운영규정에� 특별히� 규정

한�경우를�제외하고는�출석�운영위원�과반수의�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규정의� 개정이나� SDGs

시민넷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찬성이�있어야�총회에�상정할�수�있다.

제6장 사무국

제24조� (사무국의�구성)� SDGs시민넷의�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SDGs시민넷� 참여단체� 중� 1

곳에�그�역할과�기능을�위임한다.

제25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무국을�맡은�단체의�내규에�따른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정)� SDGs시민넷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

에�의하여�충당한다.

1. 회원의�회비

2. 각종�단체�및�개인의�후원금

3. 연구조사�및�용역활동�등에서�부수되는�수입

4. 기타�수입금

제27조� (회계연도)� SDGs시민넷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28조� (사업� 및� 예‧결산� 보고)� SDGs시민넷은� 사업계획
서�및�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2개월�전까지�운영위

원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29조� (임원의�보수)�임원에�대해서는�보수를�지급하지�

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 (시행세칙)� 이� 운영규정에�규정된�이외의�사항과�

시행에�필요한�별도�세칙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부칙(2017.04.06.)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

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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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SDGs시민넷 연혁별 활동 내용
History

■ 2016년
Ÿ 2016.05.13.� 제1차� SDGs� 활동가� 회의(11개�

단체� 13명)

Ÿ 2016.06.10.� 제2차� SDGs� 활동가� 회의(9개�

단체� 13명)

Ÿ 2016.06.14.�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SDGs시민넷)’�발족(9개�단체)

Ÿ 2016.07.01.� ‘유엔� SDGs� 국가평가보고서� 의

견수렴을�위한�정부-시민사회�간담회

Ÿ 2016.07.01.� ‘유엔� SDGs� 국가평가보고서

(VNR)에�대한� SDGs시민넷�입장’�발표

Ÿ 2016.07.11.~07.20� 2016� 유엔� SDGs� 고위

급정치포럼(HLPF)� 참석(세계� 주요그룹과� SDGs

시민넷�입장�공유,�정부간�회의�질의)

Ÿ 2016.08.19.� 제3차� SDGs시민넷�운영회의

Ÿ 2016.09.23.� 유엔� SDGs�국내�이행을�위한�정

부-시민사회�간담회

Ÿ 2016.11.11.� SDGs시민넷/KoFID� 공동주최� ‘시

민사회에서� 바라본� 유엔� SDGs와� 앞으로의� 과

제’�세미나�개최

Ÿ 2016.12.22.� 제4차� SDGs시민넷�운영회의

■ 2017년
Ÿ 2017.01.25.� 제5차� SDGs시민넷�운영회의

Ÿ 2017.02.06.� SDGs시민넷�참여�제안서�발송

Ÿ 2017.02.13.� 제6차� SDGs시민넷�운영회의

Ÿ 2017.03.09.� SDGs시민넷� 참여� 접수� 1차� 마

감

Ÿ 2017.03.10.� 제7차� SDGs시민넷�운영회의

Ÿ 2017.03.23.� 제1차� 간담회� :� � UN� SDGs� 국

내�이행을�위한�시민사회-정부간�간담회

Ÿ 2017.03.26.~03.31.�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

발전포럼(APFSD)�및�시민사회포럼(AP-RCEM)

Ÿ 2017.04.06.� SDGs시민넷�창립총회

Ÿ 2017.04.06.� 제2회� 역량강화� 세미나� |� 2017�

HLPF�점검�목표�

Ÿ 2017.04.28.� <2017� HLPF� 대응� 한국� 시민사

회�보고서>�유엔�제출

Ÿ 2017.05.12.� 제1회�운영위원회의

Ÿ 2017.05.17.� ‘유엔� SDGs,�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역할’�세미나�공동주최(국회입법조사처)

Ÿ 2017.05.26.� 제1회�임시운영위원회의

Ÿ 2017.06.21.� 제3회� 역량강화� 세미나� |� 이해관

계자�참여체계

Ÿ 2017.06.21.� 제2회�운영위원회의

Ÿ 2017.06.23.�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7월)에� 대한�

SDGs시민넷�의견서� 1차�제출

Ÿ 2017.06.� Together2030�공동입장문서�제출

Ÿ 2017.07.10.~07.20.� 2017� 지속가능발전� 고

위급정치포럼(HLPF)(사이드이벤트� 2개)

Ÿ 2017.07.2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7월)에� 대한�

SDGs시민넷�의견서� 2차�제출

Ÿ 2017.08.23.� 제2회�임시운영위원회의

Ÿ 2017.09.28.� 제2차� 간담회� :� ‘국가� SDGs� 이행�

거버넌스�포럼’�구성을�위한�킥오프�회의

Ÿ 2017.10.10.~10.11.� 동북아� SDGs� 이해관계

자�포럼

Ÿ 2017.10.� 생활�속� SDGs� 사례집�연구�용역�수

주(환경부)

Ÿ 2017.11.08.� 제3차� 간담회� :� ‘국가� SDGs� 이

행�거버넌스�포럼’�구성·운영� 2차�회의

Ÿ 2017.12.11.� 제4회� 역량강화� 세미나� |� 2018�

HLPF�점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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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Ÿ 2018.01.10.� 제3차�운영위원회의

Ÿ 2018.03.13.� 제4차�운영위원회의

Ÿ 2018.03.23.� 2018년�총회

Ÿ 2018.03.23.� 제5차�역량강화세미나� |� 2018년�

유엔� HLPF�점검주제인�환경분야�목표(SDG� 6,�

7,� 12,� 15)�심화�검토�및� 2018년�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초안�마련

Ÿ 2018.03.25.~2018.03.30.�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People’s� Forum)�참석(1명)

Ÿ 2018.04.20.~2018.04.23.� 제5차�

운영위원회의(온라인)

Ÿ 2018.06.01.� 제6차�역량강화세미나� |� SDG� 11�

도시�지속가능성-도시�공간정의와�인권,�그리고�

국가� SDGs�수립�MGoS�참여체계에�대하여

Ÿ 2018.06.11.� K-SDGs� NGO그룹� 1차�입장문서�

제출

Ÿ 2018.06.20.� <2018� HLPF�대응�한국�시민사회�

보고서>�유엔�제출

Ÿ 2018.07.03.~2018.07.04.� 제6차�

운영위원회의(온라인)

Ÿ 2018.07.10.~2018.07.20.�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 참석�및�사이드이벤트�

주최(2인)

Ÿ 2018.09.05.~2018.09.06.� 동북아� SDGs�포럼�

참석(3인)

Ÿ 2018.09.19.� 제7차�역량강화세미나� |� 2018�

국제�지속가능발전�논의동향과�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

과제...지속가능발전목표(SDGs),�지구�생존을�

위한�우리�모두의�등대가�될까?�아니면�그저�

유엔의�생존을�위한�동아줄일�뿐일까?

Ÿ 2018.10.30.� K-SDGs�전면�수정�요구�성명서�

발표(SDGs시민넷)

Ÿ 2018.11.19.� K-SDGs� NGO그룹� 2차�입장문서�

제출

Ÿ 2018.11.20.� 환경부-K-SDGs�MGoS�

그룹대표간�간담회

Ÿ 2018.12.07.� 제7차�운영위원회의

Ÿ 2018.12.07.� 제8차�역량강화세미나� |� 2019년�

유엔� SDGs�점검목표�관련�국내�주요�정책�및�

이슈�현황�세미나-� SDG� 4,� 8,� 10,� 13,� 16,� 17

Ÿ 2018.12.30.�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의�

시민사회참여메커니즘(AP-RCEM)� 2019-2020�

동북아� Focal� Point로� SDGs시민넷이�

선출(자동으로�AP-RCEM�운영위원�활동)

■ 2019년
Ÿ 2019.02.15.� 제8차�운영위원회

Ÿ 2019.03.21.� 2019년�총회

Ÿ 2019.03.24.~2019.03.31.�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및�

시민사회포럼(People’s� Forum)�참석(6명)

Ÿ 2019.05.30.� 제1회�열린� SDGs�포럼� |� SDGs�

불평등을�넘어�모두에게�공정한�세상:�교육,�

경제․노동,�기후변화,�거버넌스를�중심으로
Ÿ 2019.05.30.� 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법�개정�탐색�간담회

Ÿ 2019.06.03.~2019.06.05.� 제9차�

운영위원회(온라인)

Ÿ 2019.06.10.�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유엔�제출

Ÿ 2019.07.03.~2019.07.04.� K-SDGs�

제1차~제4차�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분야�

집중포럼

Ÿ 2019.10.8.� 제1회� K-SDGs�대토론회� |�부처별�

K-SDGs�이행현황�및�의견수렴

Ÿ 2019.10.15.~2019.10.16.�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포럼�참석(30명)

Ÿ 2019.10.30.~2019.10.31.� K-SDGs�

제5차~제8차�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분야�

집중포럼

Ÿ 2019.11.01.~2019.11.07.� 제10차�

운영위원회(온라인)�

Ÿ 2019.11.08.� 제2회�열린� SDGs�포럼� |� SDGs,�

불평등을�넘어�모두에게�공정한�세상:� SDGs�

정상회의�결과�및�포용적�디지털�전환

Ÿ 2019.12.03.� 제2회� K-SDGs�대토론회� |�

2020년�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추진방안�

및�의견수렴

Ÿ 2019.12.23.� 제11차�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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