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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국가 이행 시민사회 공동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참여 제안서

□ 제안배경

<국제동향>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를 대원칙

으로 경제, 사회, 환경, 평화, 거버넌스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2030 지속가능발전 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

○ 이를 위하여, 유엔에서는 다양한 유엔협약들과 다자간 국제협약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SDGs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 SDGs는 매년 목표별 이행상황 점검회의(고위급정치포럼, 7월)가 열리고, 매 4년마다 

유엔총회 차원에서 전체 평가.

○ 각 국가들은 국가별 SDGs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자발적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제출.(권고사항으로 1회 이상 제출, 한국 2016년 제출).

○ 유엔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체계적인 참여 보장을 위하여, 주요그룹 및 이해관

계자 그룹(MGoS: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1)을 규정하여, 정부간 회의 참

석 및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사회 입장문서 및 시민사회 보고서 등을 수령하여, 

공식 참고자료로써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시민사회 정책옹호활동 장 마련).

<국내동향>

○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제도의 한계로 모

순적 상황 속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각 부처별

로 국제협력 및 프로그램/사업들이 진행.

○ 2016년 7월,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자발적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9개 시민단체 및 전국네트워크조직2)이 모여, 2016년 6월~8월까지 우선 한시적인 ‘한

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을 구성.

○ 그러나 SDGs 중심의 국제 거버넌스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정치 및 정책에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참여적인” SDGs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이 중요

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견인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 대응이 지

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SDGs시민넷을 유지하고 참여단체를 확대하기로 결의.

○ 이에, SDGs시민넷의 다음과 같은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참여를 제안함.

1) MGoS: 여성, 청소년, NGOs, 농민, 노동자 및 노조, 지방정부,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 장애인, 
노인, 재단 및 자원봉사조직, 학계 및 전문가 등

2)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
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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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1. 활동목적

  1) SDGs 및 지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 

  2) 우리나라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Gs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3) 시민사회의 SDGs 정책 역량 강화

  4) 참여단체간 SDGs 관련 정보교류 및 활동 협력

2. 활동기본원칙

  1) SDGs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비판적 운동 관점(critical thinking) 견지

  2) 활동 중심 네트워크 운영

3. 주요활동

  1) (정책옹호) 국회토론회 및 정부간담회(매년)

  2) (정책옹호) SDGs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매년 4월 말)

  3) (정책옹호) SDGs 한국 시민사회 입장문서/성명서 발표(매년 4월 말)

  4) (역량강화) SDGs 세미나/워크숍(매년 1~2회 이상)

  5) (국제교류) 유엔 등 SDGs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교류협력(논의과정 참여)

4. 2017년 주요활동계획

  1) 2017 HLPF 대응 SDGs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 2월~3월

  2) 2017 HLPF 대응 정부간담회 : 2월, 8월

  3) 2017 HLPF 대응 국회토론회 : 3월 중

  4) 2017 HLPF 점검목표 세미나/워크숍 : 3월, 8월

  5) 2017 HLPF 대응 SDGs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및 언론보도 : 4/28

  6) 2017 HLPF 논의동향 모니터링 : 7/10(월)~7/19(수), 뉴욕

5. 운영구조

  ○ 현재, 활동을 중심으로 7개 참여단체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 SDGs시민넷 참여단체 확대 이후(2017.3월) 조직운영체계 구축 예정.

□ 참여방법

1. 참여대상 : SDGs에 관심있는 풀뿌리단체, 지역 및 국가차원 NGOs

2. 참여조건 : 상기 활동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고, 주요활동에 실질적 동참

3. 참여신청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참여신청서(구글 폼)(클릭!)

4. 제출마감 : 2/28(화)까지

5. 문의 : 사무국 윤경효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2017.02.06.

<제안단체(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