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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Introduction

목적
본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SDGs 이행을 촉진하고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운동
관점에서 유엔SDGs 및 국가SDGs 지표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SDG 2, 12)’, ‘지속가능한 물이용 및 관리(SDG 6)’, ‘저
탄소 에너지 순환경제(SDG 7, 12, 13)’,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SDG 16, 17)’,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기반 마련’ 등 5개 주제로 분류해 총 22개 세부목표의
이행현황을 통합적으로 평가했다.
<표 1-1>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유엔SDGs
핵심전환분야

평가대상 유엔SDGs
2.1(식량 접근성 및 건강성)
2.2(영양상태)
2.3(영세농가 소득)

1.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9)

2.4(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2.5/2.a(유전적 다양성 및 유전자은행 투자)
2.b/2.c(농산물 보조금 철폐 및 식품가격시장 안정)
12.3(음식물 쓰레기 감소)

2. 지속가능한 물 이용 및 관리(1)

6.3(수질오염 관리)
7.3(에너지 효율)

3.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6)

8.1/8.2(GDP 및 노동생산성)
12.5(자원 재활용/재사용)
12.8/13.3(소비생산 및 기후변화 교육)

4.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
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5)

16.7/16.10(포용적, 참여적 의사결정 및 정보 접근성)
17.14/17.15(지속가능발전 정책 일관성 및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이행)
17.17(글로벌 파트너십 및 민관파트너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17.2(ODA 약속 이행)

기반 마련(2)

17.15(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이행)

작성 주체 및 방법
식량농업, 물, 기후변화, 거버넌스,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 10개 단체1)가 참여하였으며, 지
난 2021년 3월 5일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첫 번째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약 3.5
개월 동안 주제별 통합 SDGs 지표 통계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급하게 필요한 행동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이 발간한「2019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제시한 ‘6대 핵심전환분야 및 4대 이행기제’ 평가 틀을 참고했다.
통계데이터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정부 공인 통계를 분석의 기본으로 하였으며, 불가피
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유엔 및 국
가SDGs 지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유엔SDGs 세부목표 및 지표의 취지를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
1) (가나다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녹색미래,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전국씨앗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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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기구 및 국가통계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했다.
왜냐하면,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SDGs 통계 구축율이 58.9%에 불과한데다, 성평등(SDG 5), 도시(SDG 11), 기후변화(SDG 13), 제도
행정(SDG 16)의 경우 데이터 가용율이 40% 미만으로 대부분의 지표가 사실상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
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엔SDGs 및 국가SDGs(2020) 지표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진전 여부(최소 10년 이상 추적)와
글로벌 비교(가장 최근 시기의 OECD 국가 평균)를 통한 현 시점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가늠하는 비교
평가를 시도했다.

정부 보고서 대비 시민사회보고서 특징
2021년 6월 현재, 유엔SDGs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이행현황을 정리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
서 2021」(통계개발원, 2021)와 2018년 유엔SDGs와 별도로 수립한 국가SDGs의 이행현황을 평가한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환경부, 2020)가 발표된 상황이다.
통계개발원 보고서는 유엔SDGs 231개 지표 중 136개(58.9%) 지표에 대한 통계값을 바탕으로 이
행현황을 분석했다. 환경부 보고서의 경우, 국가SDGs 총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 중
국가승인통계가 있는 99개(46.3%) 지표에 대한 이행현황만 평가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보고서는 유엔SDGs 169개 세부목표 중 22개 세부목표를 5개 주제분야로 분류하고 총 34
개 국가통계지표를 활용해 통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중 21개(61.8%) 통계지표는 정부가 활용하지 않은
통계자료로써, 특히, 참여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현황 평가에서 정부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시민사회보고서와 정부 보고서의 평가 통계지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 22개 유엔SDGs 세부목표 관련 시민사회보고서 및 정부 보고서 평가 지표 현황 비교
* 밑줄 표시된 지표는 시민사회의 추가 지표

정부보고서

핵심
전환

평가SDGs

시민사회보고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분야

2021」(통계개발원, 2021)
2.1 식량 접근성 및
건강성

Ÿ

2.2 영양상태

2.3 영세농가 소득

Ÿ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

Ÿ

고령농민 비중

Ÿ

농작물재해보험가입율

2.4 지속가능한 농

Ÿ

친환경인증 면적과 생산량

소

업 경영

Ÿ

농약, 비료 사용량

2.5/2.a 유전적 다

Ÿ

세계종자시장 내 비중

양성 및 유전자은행

Ÿ

토종 유전자원 확보현황

투자

Ÿ

토종종자 손실현황

Ÿ

GDP대비 농업부가가치

Ÿ

수원국 농업부문 ODA 비중

Ÿ

농업수출보조금 현황

식량안
보

2.b/2.c 농산물 보
조금 철폐 및 식품
가격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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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기아해
및

「2020 국가지속가능성

Ÿ

식량가격지수

12.3 음식물 쓰레기

Ÿ

식품손실비중

감소

Ÿ

1인당 음식쓰레기 배출량

Ÿ

식품안정성 미확보 가구

보고서」(환경부, 2020)
Ÿ

비율(가구특성별)
Ÿ

영양섭취부족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

인구비율

-

(성별/연령별)
Ÿ

농업 노동생산성(경지규모별)

Ÿ

농가소득(천원)

Ÿ

농가소득(경지규모별)

Ÿ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Ÿ

밭토양산도(pH)

Ÿ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Ÿ

친환경농업인증면적 비율(%)

-

-

Ÿ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증감률

-

Ÿ

Ÿ

Ÿ

식품폐기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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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
능

한

물

이

용

및

Ÿ

국내 주요 수계의 BOD 및 TOC

Ÿ

수질오염물질 목록

8.1/8.2 GDP 및 노

Ÿ

실질 GDP 성장률

동생산성

Ÿ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Ÿ

에너지 집약도

Ÿ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Ÿ

대학교 최종 에너지 사용량

12.5 자원 재활용/

Ÿ

폐기물 재활용율(유형별)

재사용

Ÿ

생활폐기물의 ‘순환이용률’

12.8/13.3 소비생산

Ÿ

국민환경인식 수준

및 기후변화 교육

Ÿ

그린캠퍼스 환경교육과정 현황

Ÿ

지속가능발전법 제도 현황

6.3 수질오염 관리)

Ÿ

4대강 BOD

Ÿ

BOD 수질등급달성률(%)

Ÿ

실질 GDP 성장률

Ÿ

연간 1인당 실질GDP 성장률

Ÿ

에너지 집약도

Ÿ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

Ÿ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Ÿ

폐기물 재활용율(유형별)

Ÿ

폐기물 재활용률(유형별)

Ÿ

국민환경인식 수준(%)

관리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
제

7.3 에너지 효율

통합적

17.14/17.15 지속가

이

고

능발전 정책 일관성

참여적

및 국가별 지속가능발

인

거

전 정책 수립 및 이행

버넌스

16.7/16.10 포용적,

Ÿ

정부위원회의 성별/장애유무 분포

구축과

참여적 의사결정 및

Ÿ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현황

시민사

정보 접근성

Ÿ

회의록 공개 제도 현황

Ÿ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회

활

성

화

17.17

기

반

민관파트너십

글로벌

및

조성

-

사업 규모

-

-

-

-

-

-

Ÿ

KOICA의 민관협력 비율

Ÿ

GNI 대비 ODA 비율

Ÿ

GNI 대비 ODA 비율

Ÿ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 및

Ÿ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 및

지속가
능발전

17.2 ODA 약속 이

을

위

행 및 국제협력

한

국

제협력

17.15 국가별 지속가

기

능발전 정책 수립 및

반

마련

이행

기획 수단을 활용하는 비율

Ÿ

GNI 대비 ODA 비율

기획 수단을 활용하는 비율

-

평가결과
1. 식량안보 및 건강한 먹거리

낮은 식량자급률, 농약/비료 사용 증가, 음식물쓰레기 증가 등
식량 공급 및 소비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해 경제적 지속가능성 저해 전망
한국의 경우, 식량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식량가격 상승세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 수립이
구조적으로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데, 농업인구 고령화, 농업부문 투자 축소, 친환
경 농업 감소가 주요인이다.
한편, 친환경 농업 투자 축소로 인해 농약 및 비료 사용 증가와 농지의 토양오염 악화, 토종종자
손실이 증대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생산성 저하가 전망된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증가 등 식량자원 이용 효율성도 취약해 식량안보 관련 공급과 소비 측면에
서 모두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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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 에너지 순환 경제
GDP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 증가하는 기후위기 대응 역행 경제시스템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체계적인 기후변화교육 취약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실질GDP가 OECD평균 보다 2배 높게 성장하는 동안 에너
지 집약도 역시 OECD국가 평균보다 1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다
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학교의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평균 3.5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자원의 실제 재활용률인 순환이용률이 35.8%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이 저
조한 상황이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민인식은 높으나 공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인 이해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여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총괄 조정 국가 이행점검체계의 미비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일관성, 포용성, 책임성, 효과성 확보 난망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정부-시민사회(공공-공공) 파트너십에 대한 공적 투자 감소로
공적 가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취약 전망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하여, 유엔SDGs가 채택된 지 6년째이고 유럽 등 전 세
계적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총괄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과 대비되게 한국은 여
전히 환경부를 중심으로 SDGs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이 때문에 17개 SDGs간 조화로운 통합․조
정과 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의지와 실천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아내
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감소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참여행정제도인 ‘정부위원회’의 경우, 소수의
학계 및 직능 전문가 중심의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고, 정보공개 청구
권 훼손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항도 없어 자의적으로 정보 비공개 남용 시 처벌이 불가능 하는 등 의
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취약하다.
한편,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관련하여,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규모가 2014
년 이후 감소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4. 국제협력 기반 마련
낮은 한국 ODA 규모와 수원국의 정책체계를 존중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이 미흡해
지구공동체 일원으로써 국제적 책임과 리더십이 부족
한국은 GDP성장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 증대로 지구에 많은 환경 부담을 주는 국가임에도 불
구하고, 국민소득 대비 ODA 규모가 0.16% 이내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
구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개도국의 성과체계 및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정도가 OECD평균보다
낮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정책의사결정체계를 존중하는 것도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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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유엔SDGs 세부목표를 5개 핵심전환분야로 통합해 분석한 주요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3> 4개 핵심전환분야 25개 유엔SDGs 세부목표 주요 평가결과
핵심
전환

평가SDGs

주요 평가결과

분야
2.1

식량

접근성

및 건강성

Ÿ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96.5%로, 식량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은 지난 10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

Ÿ

다만, 소득수준 하위계층의 경우 87%로 식량 접근성에 격차

Ÿ

농업소득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정체인 반면, 농업 외 소득은 매년 증가. 농가 경제
유지를 위해 농외소득을 증대를 위한 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

2.3 영세농가 소득

Ÿ

영세 농가는 매년 소득 변동이 심해 경제적 불안정성 지속

Ÿ

농업인구 및 농가 비중이 감소 추세이며, 65세 고령 농민 비중이 2019년 42.5%로 큰 폭으로 증가

Ÿ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미가입 농가가 70% 이상

2.4 지속가능한 농

Ÿ

국내 친환경인증 면적과 생산량은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 이후 큰 폭으로 감소

업 경영

Ÿ

국제 비교 시 한국은 단위면적당 농약, 비료 사용량이 매우 많은 국가

Ÿ

전 세계 종자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Ÿ

토종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을 민관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2.5/2.a 유전적 다
양성 및 유전자은행
투자

2021년 현재 3,083종, 266,649자원의 종자(및 영양체)를 확보
Ÿ

품목의 중복이 심하고, 종자의 이력관리가 취약하며, 연구목적 이외의 재배를 통한 영리활동을 제한

기아해

Ÿ

1985년 토종 종자 현황을 100으로 했을 때, 같은 지역을 2000년 재조사했을 때 88%가 소멸

소

및

Ÿ

GDP에서 농업부가가치 비율

식량안

Ÿ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수원국(受援國) 농업부문 공적지원은 전체적으로 상향 추세

Ÿ

2000년~2017년까지 농업수출 보조금 총액의 93.2%를 선진국들이 차지했다가 2018

보

2.b/2.c 농산물 보
조금 철폐 및 식품
가격시장 안정

2018년 1.82%로 감소 추세

년에 모두 폐지. 2017년 기준 한국은 1.8% 차지
Ÿ

세계 전체적으로 소비자 식량가격 지수는 상승 추세인 가운데, 한국의 총 물가지수와 식량
가격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로, 2012년 이후부터 OECD국가 평균 식량가격 지수를 상회

12.3 음식물 쓰레

Ÿ

기 감소

2007년~2017년간 식품손실이 4.7% 증가하였으며,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
민 1인당 0.27kg

Ÿ

식량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식량가격 상승세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 수립이 구
조적으로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

Ÿ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 농업인구 고령화, 농업부문 투자 축
소, 친환경 농업 감소가 대표적

종합평가

Ÿ

친환경 농업 투자 축소로 인해 농약 및 비료 사용 증가와 농지의 토양오염 악화, 토종종
자 손실이 증대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생산성 저하 전망

Ÿ

심지어 식량자원 이용 효율성도 취약해 식량안보 관련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구조
적 취약성을 노출

지속가

Ÿ

지난 10년간 국내 주요 수계의 BOD수치 감소

능

한

Ÿ

총 유기탄소량(TOC)의 경우 18년도 32.7%에서 19년도 36.7%로 증가

물

이

Ÿ

수질오염물질은 2011년 48종에서 현재 61종으로 관리 항목이 증가

용

및

Ÿ

산업폐수 배출 업소의 수와 폐수의 배출량 또한 지난 10년간 10%가량 증가

Ÿ

종합적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신규 유해화학물질이 증가

Ÿ

한국의 2000년~2019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4.1%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6.3 수질오염 관리)

관리
8.1/8.2

GDP

노동생산성
저탄소

및

2.0% 보다 두 배 상회
Ÿ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2.8%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1.5% 보다 상회

Ÿ

한국은 2000년에 비해 2018년 약 25% 감소했으나, 2018년 OECD 평균 4.80에 비해

에너지

여전히 15%가량 높은 에너지 집약도

순환경
제

Ÿ
7.3 에너지 효율

2018년 한국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9%로 OECD 국가 중 이탈
리아 (17.8%), 독일(14.1%), 영국(1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Ÿ

대학교의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평균 3.54%씩 빠르게 증가. 대학교는 전체 건물
중 12.5%(364toe)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18.5%(541toe)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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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자원 재활용/

Ÿ

재사용

생활폐기물의 실제 재활용률인

‘순환이용률’은 2016년 기준 재활용률의 절반 수준인

35.8%

12.8/13.3

Ÿ

인식과 실천이 따로 노는 비효과적인 기후 및 순환경제 교육

Ÿ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71.9%, ‘환경보호 실천을

소비생

산 및 기후변화 교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61.8%로 높은 편
Ÿ

육

지자체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미포함

Ÿ

환경부의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중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54.5%에 불과

Ÿ

GDP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 증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경제시스템

Ÿ

에너지 및 자원 이용 효율성이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

Ÿ

한편, 환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족으로 시민인식 제고에 한계

가능발전 정책 일관

Ÿ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및 환경부-외교부-통계청으로 삼원화된 이행점검체계

성 및 국가별 지속

Ÿ

환경부 위상으로는 17개 SDGs간 조화로운 통합․조정과 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기 곤란해

종합평가
17.14/17.15 지속

가능발전 정책 수립

구조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감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

및 이행
Ÿ
통합적
이

고

참여적
인

거

16.7/16.10/17.18
포용적, 참여적 의
사결정 및 정보 접
근성

쇄적인 운영으로 의사결정의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곤란
Ÿ

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취약
Ÿ

시민사
성

화

기

반

행정기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고, 정보공개 청구권 훼손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
항도 없어 자의적으로 정보 비공개 남용 시 처벌이 불가능.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

구축과
활

여전히 남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5% 이
상을 차지함에도 정부위원회에 위촉된 장애인은 0.1%로 사실상 배제

Ÿ

버넌스

회

‘정부위원회’의 위촉 민간위원 경우, 소수의 학계 및 직능 전문가 중심의 형식적이고 폐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 미흡

17.16

민관파트너

십

Ÿ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규모가 지난 2014년 이후 감소. 주로
사회복지 및 국가안보 분야의 활동에 집중

Ÿ

조성

한국의 양자원조 총 지출 대비 민간단체를 통한 총 지출액은 OECD DAC 평균 13%에
한참 못 미치는 평균 2%이며, 시민사회협력 규모가 가장 큰 KOICA의 총 지출 대비 민
관협력 비율은 6~8%에 불과

Ÿ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총괄 조정 국가 이행점검체계의 미비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일
관성, 포용성, 책임성, 효과성 확보 난망

Ÿ

종합평가

GDP성장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 증대로 지구에 많은 환경 부담을 주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구공동체 일원으로써 국제적 책임이 미흡

Ÿ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정부-시민사회(공공-공공) 파트너십에 대한 공적 투자 감소로 공적
가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취약 전망

Ÿ
국제협
력

기

반

마

련

17.2/17.9

ODA

약속 이행 및 국제
협력

OECD 국가 평균 절반 수준인 한국 ODA 규모 및 수원국의 정책체계를 존중하는 국제
개발협력 사업 추진이 미흡

Ÿ

GINI 대비 ODA 비중이 2016년 0.16%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둔화 상
태로, OECD 평균인 0.3%의 절반 수준에 불과

Ÿ

한국이 ODA집행 시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가 약 52%
로 OECD 평균 56%보다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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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1.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
① 소득수준 하위계층의 식량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과 생활습관 질병의 예방과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해 채식 확산 등 건강한 식생활로의 전환 필요
② 국내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직불제 등 농가에 대한 직접 지
원 확대와 로컬푸드, 공공조달(급식 등) 참여 확대 등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대책이 필요
③ 지속 가능한 식품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비롯한 생태농업의 30% 확대 이행,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 확산, 지원 정책 필요
④ 전통적 종자 자원의 소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종자 자원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요구
⑤ 기후위기 등 식량 생산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 보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요구
⑥ 식량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수급조절, 생산관리 역량을 국가적
수준에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제도로 인해 충분히 섭취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지 않도록 소
비기한제도로의 전환 필요
2. 지속가능한 먹는 물 수질 관리
① 각 수계별 TOC 목표기준의 세분화와 정책 개선 필요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신규 유해화학물질의 증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3.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로의 전환
①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조속한 추진
② 재활용과 폐기물 감량 중심의 관리 시스템 구축
③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에서 그린캠퍼스 역할 확대 필요: 사업기간 및 지원금 규모 증대, 대학행
정조직 내 그린캠퍼스 담당자 및 폐기물 담당자 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④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통계 구축
⑤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역할 확대
⑥ 대학 평가 지표에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
4.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① [SDGs 법제도] 2021년 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② [의사결정 구성원] 공공기관 공무원과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의 인구집단 및 직능별 데이터 세분화
③ [참여체계] 법정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최소한 유엔이 명시한 다양한 이해주체그룹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주체 및 과정의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주체그룹별 공동입장문서 제출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
④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법제도 마련 및 지원 예산 증대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① [국제개발협력] 한국 ODA 규모 0.3%로 확대하고 수원국 주도의 ODA 집행 강화

9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10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Evaluation of SDGs implementation in Korea

1.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
2. 지속가능한 물이용 및 관리
3.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
4.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11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
Zero hunger & Food security

평가대상 SDGs

SDGs 2, 12(건강한 먹거리 보편적 공급 및 식량의 손실방지)
2.1/2.2/2.3/2.4/2.5/2.a/2.b/2.c, 12.3
보고서 작성 단체(가나다순) |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전국씨앗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한살림연합

1. 개관
평가대상 SDGs 선정 배경 및 주요 검토 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달성에 있어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의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제임.
❍ 인간의 생존과 존엄에 있어서 생명유지를 위한 식품의 확보와 영양의 섭취는 모든 인류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적 권리이자 생명의 근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임.
❍ 현재 세계는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의 식량을 생산할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개별 국가의 농산업 기반과 환경여건, 국제교역과 식량자원 분배의 문제,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모두를 위한 식량생산과 배분의 문제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기아의 종식이라는
국제적 도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또한 식량생산의 과정은 자연자원(토지와 용수 등)을 광대한 범위에서 활용해야 하는 산업적
과정으로 기후변화와 토양의 오염, 생물 종 다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생산과정이 강조되고 있음.
❍ 한편 많은 자원과 인간의 노동의 결과로 생산된 식량자원이 분배의 문제, 유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손실, 폐기되고 있음. 식량자원의 낭비 뿐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초래함.
❍ 이에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 분야의 시민사회보고서 작성팀(이하 작성팀)은 SDG 2와 12에 관련된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와 목표달성 수단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실천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였음.

평가대상 SDGs 통계 조사 및 분석 방법
❍ 우선 작성팀은 SDG 2의 8개 세부목표와 SDG 12 중 식량의 폐기 및 손실 문제를 다루는
세부목표 12.3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를 조사하였으며 가능한 한 최근
10년 정도의 추이를 검토하여 ‘후퇴, 답보, 개선’ 등의 여부를 평가했음.
❍ 또한 비교 가능한 국제 수준의 통계를 통해 한국의 이행노력과 수단이 국제적으로는 어떤 상황,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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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결과 및 시사점
① 식량의 보편적 접근성 및 건강성 확보(SDG 2.1): 국가 수준에서 식량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은
지난 10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수준 하위계층의 식량 접근권, 양질의 식생활의
보장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요구되며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생활습관 질병의 예방과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해 채식 확산 등 건강한 식생활로의 전환 필요
② 유아, 산모, 고령층의 영양상태(SDG 2.2): 본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에 있어서 한국은 국가
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유아, 산모 및 고령층의 영양상태는 국민영양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개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목표 및 지표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③ 영세농가 소득 증대(SDG 2.3): 2013년 이후 국내 영세농가의 소득수준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국내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① 직불제 등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와 ② 로컬푸드, 공공조달(급식 등) 참여 확대 등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대책이 필요함.
④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SDG 2.4): 지속 가능한 식품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① 친환경 농업을
비롯한 생태농업의 확대와 이를 위한 ②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 확산, 지원 정책 필요함,
그러나 기존 농정 정책의 소극적 지속만으로는 친환경 농업 30%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됨..
⑤ 유전적 다양성 유지(SDG 2.5): 한국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3차 2019~2023)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전통적 종자 자원의
소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자 자원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요구됨.
⑥ 농업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SDG 2.a/b/c):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농업 투자 및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이 2001년 3.56%에서 2018년 1.82%로 감소하고 농업지출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음. 기후위기 등 식량 생산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 보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요구됨.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⑦ 음식물 쓰레기 감소(SDG 12.3): 전 세계적으로 식품 손실은 2016년 기준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2007년 1만 3,754톤에 비해 2017년 1,4400톤으로 4.7% 증가함.
식량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수급조절, 생산관리 역량을 국가적
수준에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제도로 인해 충분히 섭취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지 않도록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임.

2. 식량의 보편적 접근성 및 건강성 확보(SDG 2.1)
통합 평가결과
❍ 국가 수준에서 식량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은 지난 10년에 걸쳐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수준
하위계층의 식량 접근권, 양질의 식생활의 보장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요구되며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생활습관 질병의 예방과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해 채식
확산 등 건강한 식생활로의 전환 필요.

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국제적으로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 및 모든 인구의 충분, 안전하며, 구입 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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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영아 및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강조함.
❍ 한국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계층 하위 가구의 식품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음.

관련 SDGs 통계지표 시계열 및 국제비교
❍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2019년 기준 96.5% 수준으로 2009년 92.0%
수준과 비교하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할 때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나 유럽과 북미대륙에 비해서는
식품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 수준이 뒤쳐지고 있음
❍ 소득수준 중, 중상, 상 계층의 경우에는 각각 99.4%, 99.6%, 100%로 충분한 음식,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득수준 하 계층의 경우에는 87%만이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 중하 계층은 95.8%가 그렇다고 응답함.
❍ 소득수준 하 계층의 경우,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나 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식품
섭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획기적으로 식품접근권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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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정책제언
❍ 민간 수준에서는 자활기업, 푸드뱅크 등을 통해 식품이 필요한 계층에게 식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경기도의 경우, 식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단절 등 여러 이유로 식품, 음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학대, 확장이 필요함. 특히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문제 등이 계속 상존하고 있음. 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대책이 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질이 좋지 않은 식사를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함. 결식 아동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한편 영양과잉, 운동부족,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는
질병(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양적 공급 측면보다도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등의 사회정책이 더욱 중요함. 관련하여 아동기부터 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육류 및 음료의 소비가 증가하고 곡물, 채소, 과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생활습관 질병의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로의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임.

3. 유아, 산모, 고령층의 영양상태(SDG 2.2)
통합 평가결과
❍ 본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에 있어서 한국은 국가 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유아,
산모 및 고령층의 영양 상태는 국민영양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개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목표 및 지표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국제 수준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5세 미만 아동의 성장저해(stunting) 비율, 임산부, 모유
수유여성 및 고령층의 영양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경우, 본 목표에 관한 정책 지향과 세부 지표를 설정, 제시하지 않음.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유아, 산모, 고령층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여부를 측정, 평가할 지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관리,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4. 영세농가 소득 증대 (SDG 2.3)
통합 평가결과
❍ 2013년 이후 국내 영세농가의 소득수준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국내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① 직불제 등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와 ② 로컬푸드,
공공조달(급식 등) 참여 확대 등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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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국제 수준에서는 2030년까지 영세 농민/농가(여성, 토착민 등)의 소득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지표로 노동단위 생산량과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평균소득(설병, 토착상태별)을
설정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농가소득의 증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을 세부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관련 SDGs 통계지표 시계열 비교
❍ 농업소득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변동 없이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 외
소득은 2003년 4,878천원에서 2019년 17,327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농가 경제 유지를 위해 농외소득을 증대를 위한 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농민들이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현황] 2019년 농가경제조사 _ 소득 종류별 농가소득

[현황] 2019년 농가경제조사 _ 자산부채현황

[현황] 2019년 농가경제조사 _ 경지규모별 농가수지

❍ 대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은 2013년 큰 폭의 감소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감소한 반면,
영세 농가는 매년 소득 변동이 심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은
2018년 큰 폭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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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농가규모별 농가소득 추이

[현황] 2003~2019년 농가경제조사 _ 항목별 추이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 부채)

❍ 전국

농가인구

수는

2011년

2,962천명에서

2019년

2,244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총

가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그에 따라 영세농가의 수도 감소하였고, 지원을
받는 대상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정부 지원이나 대책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 반면, 65세 이상 고령
농민의 비중은 2011년 33.7%에서 2019년 42.5%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가입 농가보다 미가입 농가가 많은 상황으로 2018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대 이하와 70대 이하의 비율이 4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현황] 농가 및 농가인구 _ 통계청 『농업조사』,『농업총조사』
[단위 : 천호, %, 천명]

구분
농가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163

1,151

1,142

1,121

1,089

1,068

1,042

1,021

1,007

1,036

- 총가구 중 비중

6.5

6.4

6.2

6.0

5.7

5.5

5.3

5.1

5.0

5.1

- 농가당 가구원수

2.6

2.5

2.5

2.5

2.4

2.3

2.3

2.3

2.2

2.2

2,962

2,912

2,847

2,752

2,569

2,496

2,422

2,315

2,245

2,317

- 총인구 중 비중

5.9

5.8

5.6

5.4

5.0

4.9

4.7

4.5

4.3

4.5

- 65세 이상 비중

33.7

35.6

37.3

39.1

38.4

40.3

42.5

44.7

46.6

42.5

농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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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2018년)
연령

가입 (%)

미가입 (%)

30대 이하

14.8

85.2

40대

27.2

72.8

50대

20.4

79.6

60대

18.7

81.3

70대 이상

7.1

92.9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영세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접지원 방식에서 직불제와 같은 직접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공공조달) 판로확대와 로컬푸드 등의 판로에 영세농이
우선적으로 참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5.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SDG 2.4)
통합 평가결과
❍ 지속 가능한 식품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① 친환경 농업을 비롯한 생태농업의 확대와 이를 위한 ②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 확산, 지원 정책 필요함, 그러나 기존 농정 정책의 소극적
지속만으로는 친환경 농업 30%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됨.

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국제적으로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및 생산량을 증대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 경영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농경지의
토양 유기물 함량, 밭 토양 산도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관련 SDGs 통계지표 시계열 및 국제비교
❍ 국내 친환경인증 면적과 생산량은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세계 유기농업은 1999년 경지면적 대비 0.3%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1.5%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식품생산을 위해 유기농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반면,
국내 친환경농업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부재로 인해 수년간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화학농약 총사용량은 농약 제조업체에서 판매상에 유통한 물량으로, 매년 감소하여 ‘16년에는
19,798톤으로 감소하였고, 단위면적(ha)당 사용량은 ‘98년 10.4kg에서 ‘01년 이후 약 13kg
내외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년은 9.3kg으로 감소했음.
❍ 반면,

화학비료

총사용량(성분량기준)은

‘99년

842천톤에서

’10년

423천톤으로

추세였으나, '12년 472천톤, '16년 450천톤으로 일부 증가했음.
❍ 국제 비교 시 한국은 단위면적당 농약, 비료 사용량이 매우 많은 국가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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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연도별 경지면적 현황_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친환경농업 년도별 면적(단위:ha)

[현황] 친환경농업 년도별 생산량(단위:톤)

[현황] 세계 유기농업 년도별 면적 및 비율

[현황] 한국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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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농약, 비료 사용량 비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곡물자급률, 농축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 농업보조금 비율 포함)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 보장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주요 정책과제로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생태 보호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함.
❍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특별위원회 등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친환경 농업의 비중 역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20년 현재 친환경농업의 비중이 전체 경지 면적 대비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하면
식량 자급률 제고 목표(2030년까지 곡물 자급률 10%p 제고, 국산 밀 자급률 10% 달성 등)를
포함한 정부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에 관한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또한 농촌 인구 감소 및 농민의 고령화가 비가역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농정 정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
방향의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농정 기조의 연장으로는 불가능할 것임.
❍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농업 역시 생산, 유통의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수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임.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저감 뿐 아니라 농업이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농업의 사회적 가치, 다원적 가치 증진과 이식제고, 사회적 지지, 지원의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6. 유전적 다양성 유지 (SDG 2.5)
통합 평가결과
❍ 한국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3차 2019~2023)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전통적 종자 자원의 소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자자원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요구됨.

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2030년까지 종자, 재배식물, 가축 및 야생동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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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및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을 지표로 설정함.
❍ 한국의 경우는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자원의 점수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를 목표 달성의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관련 SDGs 통계지표
❍ 비교 가능한 국제 데이터는 확보가 어려워 비교 결과는 제시하기가 어려움.
❍ 2019년 기준 총 307억 달러로 추산되는 전 세계 종자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평가되고 있음, 이중 수출액은 680억 원으로 수입액 1460억 원에 비하면 46.5% 수준임.
❍ 한국 정부는 제3차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관련하여 토종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을 민관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과거 추이를 볼 때 토종 자원의 소멸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급히 종자
자원의 확보와 보존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종자 자원의 소실을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요구됨.
[현황] 2020년 농어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202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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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세계 종자시상 규모 / 단위 좌측 %, 우측 백만달러 (표=이원택 의원실 보도자료)

시사점 및 정책제언
❍ 환경자원은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반면 농업자원은
그 서식처이자 공생의 파트너인 농지와 농민을 떠나 존재할 수 없음.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은
그 존재를 알려나가 농부와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 방향임.
❍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은 녹색혁명에 불을 당긴 제국주의시대 서구 열강들 보다
현저히 늦게 시작되었음. 1976년 농촌진흥청이 종자저장고를 지으면서 흩어져 있던 종자를 모으기
시작해 1985년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토종, 재래종 자원은 생산성,
상품성, 유통구조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난관 속에서 소멸의 기로에 접어들었음. 심지어 토종
농작물을 심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탄압에 직면하기도 했음.
❍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당시의 지역조직(현재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전신인 농업지도소)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토종 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2021년 현재 3,083종, 266,649자원의 종자(및
영양체)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음. 특히 식량작물의 경우 275종 181,173자원으로 종수에 비해 자원 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종자산업법상 식량작물을 국가자원으로 지정하여 농업진흥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종 및 보급을
주도한 데 따른, 집중적인 관심도의 결과임. 그러나 그 목록과 내용 등 실질을 들여다보면 품목의
중복이 심하고, 종자의 이력관리가 취약하여 성과위주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이들 자원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도 쉽지 않아서, 연구목적 이외의 재배를 통한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환경자원의 보존은 현지보존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토종자원에 대한 것도 농가보존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지역의 환경, 재배농가의 재배기술이 함께 토종자원을 완성하게 됨.
❍ 2008년 들어 전국여성농민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에서 토종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토종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광역단위,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토종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되기에 이르러 지자체 단위
토종 자원의 수집, 채종포 운영, 상품화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 토종 자원의 소멸속도는 초대 농업유전자원센터 소장을 역임한 안완식 박사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985년 토종 종자 현황을 100으로 했을 때, 같은 지역을 8년 후인 1993년 재조사했을
때 74%가 소멸되었고(한국에 있어서 작물재래종의 소멸경향연구, 1994. 안완식), 다시 7년 후인
2000년에는 88%가 소멸이 되었음(서울신문, 2014. 2. 5. 안완식).
❍ 토종 자원 보유 농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80%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층 농민들이며 후계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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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더라도 이를 승계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음. 상업농 토종 재배농가는 식량작물 그 중에서도
콩, 팥, 녹두 등의 두류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기관의 집중적인 신품종 보급과 충돌하는 지점으로
토종 종자가 소멸하고 있는 주요 이유임.
❍ 최근 도시농업인, 귀농인을 중심으로 토종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가치를 중시하고,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틈새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이들의 관심이 충족될 수 있다면, 기존 농업인들은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임.
❍ 토종 자원의 내력, 재배법, 활용법, 기능성 물질 등과 같은 특성 등과 같은 것이 밝혀져야 하며
지역의 환경 자원이 우리의 식탁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지 총체적인 관심이 충족되어야 함.
❍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등과 같은 민간단체가 지역에서 실천적으로 벌여야 할 사업은 이들 자원의
확보와 이를 농민들로 하여금 토종 종자를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임.
❍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전국씨앗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확보하고 있는 식량자원 현황 (아래)
구분

자원 수

강낭콩

명칭 사례

565자원 밭강낭콩, 왜콩, 감자밭콩

기장

34자원 찰기장, 황기장, 칠기장 등

녹두

204자원 조남녹두, 황녹두 등

동부

235자원 개파리동부, 뻐꾹동부 등

메밀

51자원 쓴메밀, 여름메밀 등

밀

8자원 참밀, 앉은뱅이밀 등

벼

378자원 대추찰, 밭벼 등(수집자원 및 농진청 분양자원)

보리

55자원 겉보리, 육모보리 등

수수

222자원 단수수, 비수수 등

옥수수

182자원 주먹찰옥수수, 팔줄배기 옥수수 등

완두

86자원 보리콩, 인두마마 등

작두콩

12자원 칼콩, 흰칼콩 등

조

168자원 서숙, 굉바리차조 등

콩

876자원 한아가리콩, 선비콩 등

팥

520자원 개구리팥, 노란팥 등

식량작물 소계

3,596자원

7. 농업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SDG 2.a/b/c)
통합 평가결과
❍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농업 투자 및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이 2001년 3.56%에서 2018년
1.82%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한편 농업지출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음. 기후위기 등 식량 생산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 보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요구됨.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국제 수준에서는 개도국 농업생산 역량의 강화를 위한 농업투자 확대,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시장 무역규제의 해소, 식량시장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 조치를 목표로 1) 정부 지출에서의
농업지향지수 2) 농업부문에 대한 공적인 지원규모 3) 농업 수출지원금 4) 식품가격의 이상치
지표를 통해 달성여부를 측정, 평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식량작물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비축미의 평균재고량을 통해 이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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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SDGs 통계지표 시계열 및 국제비교
❍ (2.a)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보다 농업지향지수가 높으며 선진국의 농업지향지수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패턴은 일정치 않음. 한국의 2017, 2018년 농업지향지수는 0.7로
나타남. 결국 모든 국가들의 농업지향지수가 1보다 낮아 농업은 지출 보다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함.
[현황] 2_a_1 : 농업지향지수 비교 (농업지향지수는 정부의 총 지출에서 농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GDP에서 농업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농업이 국내생산에 기여하는 정도 보다 정부의 농업 지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정부의 2017년 이전 농업지출 비율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농업지향지수와 함께 분석에서 배제함 /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 (2.a) GDP에서 농업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권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저개발국가는 GDP의 20% 수준을 차지, 한국은 2001년 3.56%에서 2018년 1.82%로
경향적으로 낮아지면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a) 국가별 농업지출 비율을 보면 선진국가는 세계 평균 보다 낮음.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권 국가들의
농업지출 비율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정부의 농업지출 비율(2017-18년)은 선진국가
보다는 높으나 세계 평균 보다는 낮은 편임.
[현황] 2_a_1 : GDP중 농업부가가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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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수원국(受援國) 농업부문 공적지원 총규모는 2천5백만 달러를 넘음,
농업부문 공적지원은 전체적으로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b) 공적지원 대부분은 개발도상권 국가에 집중된 상태(68.2%)이며, 그 다음으로 저개발국가(20.9%)와
ODA 잔여국가(9.3%)가 차지하고 있음, 선진지역 국가는 전체의 1.6%를 차지.
[현황] 2_a_2 :

수원국 농업부문 총 공식지원 / 단위 : US 백만달러 (개발도상권 국가를 포함한

수원국 농업부문에 대한 공적지원금 즉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공적지원금을 합한 총액을 말함,
농업부문 공적지원 데이터는 수원국(recipient countries)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공여국 데이터는
확인이 어려움. 한국정부 통계청 데이터(2000-2018)도 미수록 된 상태)

❍ (2.b)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수출 보조금은 278억 달러 규모이며, 우리나라는 5억 달러임.
총액에서 선진지역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93.2%) 했으나, 2005년부터 보조금을 급속히 줄여,
2018년 폐지에 이르게 됨,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수출 보조금 총액에서 개발도상권 국가들은
5% 수준이고, 한국은 1.8%를 차지.
[현황] 2_b_1 : 농업수출 보조금 총액 / 단위 : US 백만달러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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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세계 전체적으로는 식량가격이 높은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전체
평균에 비해 저개발국가들에서 식량가격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c) 세계 전체적으로 소비자 식량가격 지수는 상승 추세에 있음. 특히 한국의 식량가격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OECD국가 평균 식량가격 지수는 2014년까지 세계 전체 평균 보다
높았으나, 이후부터는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2012년 이후부터 OECD국가 평균 식량가격
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남.
❍ (2.c) 한국의 총 물가지수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5년 이후부터 신선식품 지수가 총
물가지수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현황] 2_c_1 : 식량가격이 높은 국가 비중

[현황] 2_c_1 : 소비자 식량가격 지수 (FAO

(FAOSTAT Data/ Consumer Price Indices:

통계자료, 2015년 식량가격을 100으로 상정,

http://www.fao.org/faostat/en/#data/CP.)

2020년은 9월까지 자료)

[현황] 2_c_1 : 소비자 식량가격 지수 (2015년
100을 기준으로 함.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자료)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기아 문제는 현재의 한국 사회 상황에서는 주요 이슈가 아니나 기후위기 등 식량생산 환경이
갈수록 불안정해짐에 따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한국

정부는

COVID-19

상황을

’국가식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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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식량 접근성을 높여 식량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과제로 확인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 구체적인 방법으로 식량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의 식량자급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자국 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국내보조금 등 정부의 농업지출 또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8. 음식물 쓰레기 감소 (SDG 12.3)
통합 평가결과
❍ 전 세계적으로 식품 손실은 2016년 기준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2007년 1만 3,754톤에 비해 2017년 1,4400톤으로 되려 4.7% 증가하고 있음. 식량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수급조절, 생산관리 역량을 국가적 수준에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제도로 인해 충분히 섭취가능한 식품이 폐기되지 않도록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임.

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국제 사회는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1/2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식량손실지수(GFLI)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식품손실지수를 산출, 관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을 기초로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음.

관련 SDGs 통계지표 시계열 및 국제비교
❍ 전 세계적으로 식품 손실은 전체 식품 중에서 2016년 기준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2007년 1만 3,754톤에 비해 2017년 1,4400톤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0.27kg 수준임.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발행량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7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식품의 생산, 공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식량 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의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농업 및 식량의 생산과정에는 토양, 수자원이 막대하게 투입되어야 하며 작물을 재배, 식량의
생산하는 인간의 가치있는 노동의 결과물이므로 그 자체로 소중하게 이용하여 자원의 낭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제도로부터

충분히
기인하는

섭취가능한
문제가

식품이

상당함,

폐기되는
최근

국회,

문제도

심각한

정부에서

상황으로

현행의

현행의

유통기한제도를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가 및 코덱스가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식품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조속히 제도의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농업 생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를 통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산지 폐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산물 생산, 작황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체계적인 생산 조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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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먹는 물 수질 관리
Sustainable management of drinking water quality

평가대상 SDGs

SDG 6
6.3
보고서 작성 단체(가나다순) |
녹색미래

평가 대상 SDGs의 주요 정책 지향점
❍ 유엔SDGs의 물과 위생에 대한 핵심 과제는 물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빈곤국에서
의 물 문제는 물 부족과 불충분한 위생·처리시설로 생명의 문제까지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때문에 이용가능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물의 수질환경 향상과 위생시설의 확대가 필요.
❍ 이를 위하여 위험물질 방류를 최소화하고, 미처리된 하수비율의 절반을 감축하며, 보편적이고 안전
한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요구.

국내 주요 강 수질 현황
❍ 국내 4대강의 BOD 현황을 보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의 BOD는 11년부터 1.1~1.3mg/L 수준을
유지.
❍ 상수원에 산업단지와 대도시가 위치한 낙동강 물금의 BOD는 12년 2.4mg/L까지 증가했으며 20년
1.7mg/L로 다소 개선되었다. 그밖에 금강과 영산강은 11년부터 0.8~1.0mg/L를 유지.
그림1. 4대강 주요지점 수질 현황(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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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4대강 주요지점 수질 현황 수치

* 출처: e-나라지표, 「전국수질평가보고서」

.
❍ 현재 국가SDGs의 수질목표기준 달성도는 TOC를 기준으로 함. TOC 측정은 기존의 탄소량을 간
접으로 측정하던 방식이 아닌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구성 물질로 들어 있는 탄소량을 측정하
는 방식임. 2018년 전국 물 환경 TOC 목표기준 달성도를 보면, 한강 30.8%(4/13), 낙동강
14.3%(2/14), 금강 50%(5/10), 영산강·섬진강 41.7%(5/12)로 평가. 2019년 전국 물환경 TOC 목
표기준 달성도는, 한강

46.2%(6/13), 낙동강 14.3%(2/14),

금강

60%(6/10),

영산강·섬진강

33.3%(4/12)로 평가. 18·19년도의 합계를 비교해보면 18년은 32.7%(16/49), 19년 36.7%(18/49)
로 다소 개선.
2018년 주요 호소의 수질오염도(TOC, TP)현황

2019년 주요 호소의 수질오염도(TOC, TP)현황

* 수질등급: Ia(매우좋음), Ib(좋음), II(약간좋음), III(보통), IV(약간나쁨), V(나쁨), VI(매우나쁨)
*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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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현황
❍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폐수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량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오염물
질 관리 항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수질오염물질의 항목은 11년 48종, 13년 53종, 17년 53종, 18년 55종, 19년 58종, 21년 현재 61
종으로 지정. 또한 산업폐수배출 시설 현황을 보면, 11년 49,201개소부터 19년 54,153개소로 약
10%가량 증가했으며, 일일 폐수배출량도 3,515천 톤에서 3,874천 톤으로 약10%가량 증가.
그림3. 산업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추이

폐수배출 업소수 및 배출량

* 출처: e-나라지표, 환경부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시사점 및 정책제언
❍ 현재 국내 주요 수계의 수질 현황 수치를 보면, 지난 10년간 BOD수치는 감소. 낙동강 BOD수치
의 경우 산업단지가 많아 다른 수계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남. 국가 SDG 6.3의 목표 지표인 수질
목표기준(TOC)를 보면 18년도 32.7%에서 19년도 36.7%로 다서 증가. 하지만 금강(60%)과 낙동
강(14.3%) 등 수계별 달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각 수계별 TOC 목표기준의 세분화와
정책 개선이 필요.
❍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도 11년 48종에서 현재 61종으로 관리 항목이 증가. 산업폐수 배출 업소의
수와 폐수의 배출량 또한 지난 10년간 10%가량 증가.
❍ 종합적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신규 유해화학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는 관
리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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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로의 전환
Low carbon energy based circular economy

평가대상 SDGs

SDG 7, 8, 12, 13
7.3, 8.1/8.2, 12.5/12.8, 13.3
보고서 작성 단체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1. 개관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또한 미진
❍ 경제 구조와 관련한 유엔SDGs의 핵심 과제는 사회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 자원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임.
❍ 이를 위해 ①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② 산업과 생활 전반의 에너지 효
율 제고 ③ 폐기물 처리가 아닌 감축 중심의 자원순환구조 구축 ④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재
생에너지 비율 확대가 요구됨.

2. 감소하는 경제성장률과 증가하는 물질 소비
1) 감소하는 경제성장률
❍ UN-SDGs의 세부목표 8.1의 지표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로, 한국의 2000년~2019년 평균 실
질 GDP 성장률은 4.1%임. 같은 기간 OECD 평균 2.0% 보다 두 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
나, 최근 감소세를 보이며 격차도 좁혀지고 있음2).
❍ UN-SDGs 세부목표 8.2의 지표는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로, 한 국가의 노동 생산성
(인적 자원 발전도, 효율성, 질적 수준)을 나타냄3). 한국의 2000년~2019년 평균 취업자 1인당 실
질 GDP는 2.8%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1.5%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GDP의 감소 추세에 따
라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4). 또한 실질 GDP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므로 다른 통계자료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Global Database,” UNSD, accessed May 27, 2021, https://unstats.un.org/sdgs/.
3) 통계개발원, SDGs 지표 톺아보기,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0), p.153.
4) “Global Database,” UNSD, accessed May 27, 2021, https://unstats.un.org/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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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실질GDP 성장률(%)>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성장률(%)>

2) 에너지 집약도의 높은 수준 개선 필요
❍ UN-SDGs 세부목표 7.3.1의 지표는 1차 에너지 집약도로, 이는 한 단위의 경제적 산출이 생산되
는 데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나타내며, 에너지 집약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은 2000년에 비해 2018년 약 25% 감소했으나, 2018년 OECD 평균
4.80에 비해 여전히 15%가량 높은 에너지 집약도를 보이고 있음5).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2018년 한국의 1차에너
지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9%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17.8%), 독일(14.1%), 영국
(1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6).
<에너지 집약도>

3) 생활계폐기물 분리배출 개선 미비
❍ UN-SDGs의 세부목표 12.5의 지표는 국가 재활용 비율이며, UN에서 제공하는 SDGs 관련 통계
에서 OECD 국가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8
년 기준 65%로 OECD 국가들 중 독일(67%)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7). 하지만 생활폐기물의
실제 재활용률인

‘순환이용률’은 2016년 기준 재활용률의 절반 수준인 35.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남.
5) “Global Database,” UNSD, accessed May 27, 2021, https://unstats.un.org/sdgs/.
6) “신재생에너지,” 국가지표체계, 2021년 5월 26일 접속,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93&clasCd=7.
7) “Municipal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OECD.stat, accessed May 24, 2021,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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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의 일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대비 6천톤 증가했으나,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 대신 종량제 봉투를 통한 혼합배출량이 5천톤 가량 증가함8). 이는
독일의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 비율이 1990년도 7:1, 2004년 7:8, 2017년 7:12로 지속적으로 개
선된 점과 대비됨9).
❍ 한국의 폐기물 관리 인원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원이 약 1만 1천여명
감소하고, 위탁처리업체 인원이 4천여명 증가하여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10).

4) 시사점과 정책 제언
①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조속한 추진
Ÿ

미국, 독일, 일본이 2000년에서 2017년까지 GDP 성장과 1차 에너지 소비 감소가 동시에 일어
나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가 나타난 반면, 한국은 GDP가 1.9배 증가할 때 1
차에너지 소비도 1.57배 증가하여 여전히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임11).

Ÿ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대폭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

② 재활용과 폐기물 감량 중심의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Ÿ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1인당 물질소비량 평균은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음12).
그러나 국토 면적이 비슷한 헝가리, 포르투갈에 비해 한국의 인구밀도가 약 5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3),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는 타국에 비해 일상생활과 훨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Ÿ

독일은 2016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채택하여, 지자체의 폐기물 관
리시스템과 생산자가 주도하는 포장폐기물관리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인 듀얼시스템
(Dual System)을 도입함14). 독일의 폐기물 관리는 경제 분야로 발전하여 27만 명의 근로자와
11,000개의 회사가 연간 700억 유로의 거래액을 기록함.15)

Ÿ

처리 중심이 아닌 재활용과 감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관
리 인원 확충 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함.

③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에서 그린캠퍼스 역할 확대 필요
Ÿ

연도별 대학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2008년 262,602toe에서 2018년 364,240toe로 매년 평균
3.54%씩 빠르게 증가 중임16). 2018년 기준 건물 부문 업종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교는 전체 건물 중 12.5%(364toe)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18.5%(541toe)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임17).

Ÿ

한국은 그린캠퍼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기간이 3년으로 짧고 대학 당 연간 1.2억원
지원에 불과함18).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경우, 에너지모니터링과 에너지 데이터화 등을 통해 에

8) “폐기물 발생현황_생활폐기물,” KOSIS, 2021년 5월 26일 접속,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99_3300351&vw_cd=MT_ZTITLE&list_id=T_23&seqNo
=&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9) 독일연방환경부, Abfallwirtschaft in Deutschland (2020), 15.
10) “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_인원 및 장비현황,” KOSIS, 2021년 5월 26일 접속,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99_3300025&vw_cd=MT_ZTITLE&list_id=T_23&seqNo
=&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11) “에너지효율혁신으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8월 21일 수정, 2021년 5월
27일 접속,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1993.
12) “Material consumption,” OECD, accessed May 27, 2021,
https://data.oecd.org/materials/material-consumption.htm
13) “인구동태 및 밀도(OECD),” KOSIS, 2021년 5월 26일 접속,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_OECD.
14) “독일,폐기물 재활용 분야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2019년 3월 14일 수정, 2021년 5월 27일 접속,
https://www.eishub.or.kr:8443/hb/board/article/22200000/312877.
15) “독일의 폐기물 관리,” KONETIC, 2021년 5월 27일 접속,
https://www.konetic.or.kr/include/EUN_download.asp?str=DBSV_GREEN_REPORT&str2=1932.
16)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지 답해야 한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2019년 9월 25일
수정, 2021년 5월 23일 접속, http://kagci.org/bbs/board.php?bo_table=m21&wr_id=261.
17)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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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 정도를 고려해 건물개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장기적 대학건물 전
체의 현대화 및 최적화를 추진 중임19).
Ÿ

행정조직상 그린캠퍼스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지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화가 필요함. 이를 통한 에너지 절약 기준 마련으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계획 수립이 필요함.

3. 인식과 실천이 따로 노는 비효과적인 기후 및 순환경제 교육
1)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교육 제도 구축은 미비함
❍ 국민환경인식조사수준 보고서(2020)20)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71.9%로 나타났지만, 환경 관련 정보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하다’라고 답
한 비율이 10.6%, ‘부족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36.1%에 달함.
❍ 환경보호를 접하는 주요 매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51.5%, TV가 36.1%이며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61.8%임.
❍ 이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8-2019 국민환경의식조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환경정보에 대한 수요

환경정보 접하는 주요 매체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인터넷 포털

TV

2018년

74.2

1.5

14.4

29.9

51.6

36.7

2019년

71.9

2.9

10.6

36.3

51.5

36.1

*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단위: %)

2) 기후변화 의무 교육이 마련되지 않음
❍ 용인 기후변화체험센터,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등을 통해 지자체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
후변화 교육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의무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세계 최초로 2020년 9월부터 정규 학기
부터 1주일에 1시간씩 1년에 33시간 기후변화 관련 수업을 진행함.
❍ 독일은 1990년대 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BLK프로그램 21’을 만들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
시했고, 1995년 이후 지방의회 승인을 얻은 환경교육의 기본방침이 모든 교과계획에 수립되게 함.

3) 그린캠퍼스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함
❍ 그린캠퍼스 사업은 주로 안내문 및 스티커 부착 혹은 환경동아리 지원에 국한된 친환경 관련 학생
단체, 프로그램 지원 등에서 그치고 있음.21) 이는 캠퍼스 내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단순
한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중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54.5%에 불과하며22),
이는 선택과목인 교양과목의 특성상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확률이 높음.
❍ 현 그린캠퍼스 사업에는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부족함.
18)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환경부 그린캠퍼스, 2021년 5월 25일 접속,
https://www.gihoo.or.kr/greencampus/intro/viewIntro04.do
19) 최윤정,홍찬희,이수인, “해외현지조사에 의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의 그린캠퍼스 추진내용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6
no.2 (2017), DOI : 10.5934/kjhe.2017.26.2.157.
20) 전호철, 이홍림, 김현노, KEI 포커스 제63호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 (세종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21) 최윤정 외, “국내 그린캠퍼스 추진현황 연구: 관련제도 고찰과 전국 대학교의 추진실태 조사,” 주거환경, 16 no.2 (2018):
120-122. DOI : 10.22313/reik.2018.16.2.107.
22) 위와 동일.

35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4) 시사점과 정책 제언
①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통계 구축 필요
❍ SDGs indicator에 따르면,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기반으로 통계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23)
❍ 위의 참고한 논문 및 통계 자료는 모두 개별 연구자 진행으로, 환경부나 그린캠퍼스 관련 조직
에서 통계 구축하여 이를 통해 현황 파악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 있음.
②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역할 확대 필요
❍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환경의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절
반 이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통계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에 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함.
❍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식의 구체성과 심층성, 정확성을 약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하는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과 총체적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
회적 합의를 이루고 시민들의 동참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기후위기와 생태 교육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교육권을 보다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함.
③ 대학 평가 지표에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 필요
❍ Impact

Rankings

2020에서는

SDGs

지표에

관해

대학

순위를

평가함.24)

SDG

13

(Environmental education measures 23%)에 따르면, 한양대 72위, 경희대 100위권, 충남대,
강원대 그리고 부산대는 200위권으로 상당히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를 그린캠퍼스에 참여하는 대학을 넘어 전체 대학이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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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Integrated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 Supportive system for civil society engagement

평가대상 SDGs

SDG 16, 17(SDGs거버넌스 및 민관협력 초점)
16.7/16.10, 17.14/17.15/17.17
보고서 작성 단체(가나다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1. 개관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 참여 및 활성화 기반 조성' 두 가지 부문에 대해 평가.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①의사결정구조의 통합성, ②의사결정 참여체계, ③참여
주체의 포용성 및 대표성, ④양질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개 현황을 검토.
❍ 또한, 참여적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①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파트너십 현황
을 검토.
❍ 국가통계포털 등 국가승인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열 분석과 OECD 통계 기준 국제비교 분
석을 통해 한국의 이행 정도와 방향성을 평가.
주요 평가결과 및 시사점
① 포용성, 통합성, 책임성 담보 국가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기반 여전히 미비
Ÿ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국회 및 행정부의 인식 부족 및 정치적 의지 부족
으로 여전히 환경부 중심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 체계로 정체된 상황.

Ÿ

환경부 위상으로는 17개 SDGs간 조화로운 통합․조정과 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의지와 실천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감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통한 포용적, 참여적 의사결정구조 미흡
Ÿ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해 대표적인 참여행정제도인 ‘정부위원회’의 경우, 소수의 학계 및 직능
전문가 중심의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의사결정의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가 구조적으로 곤란.

Ÿ

예를 들어, 여전히 남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함에도 정부위원회에 위촉된 장애인은 0.1%로 사실상 배제.

③ 정보접근성, 양적 확대를 넘어 제도의 실질화가 필요
Ÿ

행정기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고, 정보공개 청구권 훼손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항도 없
어 자의적으로 정보 비공개 남용 시 처벌이 불가능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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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미흡
Ÿ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규모가 지난 2014년 이후 감소. 주로 사회복지
및 국가안보 분야의 활동에 집중되어, 사업 규모의 확대와 사업분야의 다양화가 필요.

Ÿ

한국의 양자원조 총 지출 대비 민간단체를 통한 총 지출액은 OECD DAC 평균 13%에 한참 못
미치는 평균 2%이며, 시민사회협력 규모가 가장 큰 KOICA의 총 지출 대비 민관협력 비율은
6~8%에 불과.

정책제언
① [SDGs 법제도] 2021년 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② [의사결정 구성원] 공공기관 공무원과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의 인구집단 및 직능별 데이터 세분화
③ [참여체계] 법정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최소한 유엔이 명시한 다양한 이해주체그룹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장 운영을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주체 및 과정의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주체그룹별 공동입장문서 제출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
④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법제도 마련 및 지원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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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
1) 포용성, 통합성, 책임성 담보 국가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기반 여전히 미비(17.14/17.15)
❍ 유엔SDG 17.14는 각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리더십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지속가능발전 정
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진하고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각 국가별 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
❍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국가의 수’, ‘각
국가의 성과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활용하는 범위’ 등 두 가지의 평가 지표를 설정.
❍ 한국의 경우, 2020년 수정된 국가SDG 17-5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를 설정하고,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와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로 평가.
통계현황
❍ 한국의 경우, 현재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이행총괄 담당기구는 환경부장관으로 ‘지속가능발전
법(2010)’에 근거하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의 하위법으로 존재.
❍ 경제, 사회, 환경, 제도행정, 국제협력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주류화를 위해 법
체계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가 지난 2017년(송옥주, 민주
당), 2019년(김학용, 자유한국당), 2020년(한정애, 민주당), 2021년(김병욱, 민주당) 4차례 이루어졌
으나, 2021년 6월 말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 한편, 지방정부이 경우, 201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 법제도 정비를 자발적으로 시
작하여, 2021.6월 30일 기준, 총 30개(12.3%)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획예
산부서를 중심으로 행정거버넌스를 개편.
❍ 환경부 중심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와 기획예산부서 중심의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으로,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차원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수렴되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국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체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지자체 수>

* 데이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편, 통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유엔SDGs 이행 평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는
총 136개(58.9%)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이행 평가는
여전히 곤란.
❍ 특히, 성평등(SDG5), 도시지속가능성(SDG11), 기후변화(SDG13), 평화 및 제도행정(SDG16) 등 4
개 목표분야의 통계데이터 가용률은 40% 미만으로, 사실상 이행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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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SDGs 지표 평가를 위한 한국 및 글로벌 데이터 구축 현황>

*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시사점 및 정책제언
❍ 현재 미래세대와 현세대간, 경제‧사회‧환경 이슈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소
수 중심의 불투명하고 비포용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
경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구조 개혁이 필요.
❍ 2021년 5월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보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을
대거 수용하여, ①대통령 직속의 정책총괄 조정 및 이행점검 기구 설치(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②대
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책임 의무화, ③국가SDGs 수립 및 이행평가 시 정기적인 참여 숙
의․공론화장 마련, ④여성, 청년, 농민, 노동자, 장애인, 시민단체, 기업, 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사회
주체그룹을 기준으로 한 참여체계 구축, ⑤회의자료 및 정책문건 등 정보공개, ⑥의회 보고 의무
명시를 통해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여야당이 번갈아 가며 법안개정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가
능발전 통합 조정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했는데, 이는 여전히 국회 및 행정부 내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정치적 의지의 미흡에서 비롯.
❍ 이는, 정부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탄소중립2050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정
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행동계획 중 하나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개로 간주하고 거버넌스 구조 개편 노
력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증거.
❍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지연될수록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
를 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제도행정, 국제협력 등 17개 SDGs간 조화로운 통
합․조정이 어려워 다양한 주체들의 의지와 실천을 모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감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지속가능발전 정책 일관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이 시급:
① 국회: 2021년 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② 정부: 2022년 SDGs 이행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 및 국내 보고서 작성 숙의공론화장 마련
③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 숙의토론장 확산과 SDGs 연계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2)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통한 포용적, 참여적 의사결정구조 미흡(16.7)
❍ 유엔SDG 16.7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등 모든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이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 지향적이고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참여적 정책 의사결정 구조로의 개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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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SDGs의 경우, 참여적 정책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조건으로, ①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구성원(공무원) 분포(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를 통해 공공기관
의사결정 구성원의 포용성 확보, ②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력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견인.
❍ 한국의 경우, 2020년 수정된 국가SDG 16-7에서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 보장’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을 평가지표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지표 정의
및 통계방법론이 부재하여 이행점검이 불가능.
통계현황

가. [구성원 포용성]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현황: 인구대비 포용성 및 대표성 훼손 여전
❍ 의회 및 정부의 선출직 의사결정 구성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지난 5년 동
안 조금씩 증가하며 성별 포용성은 긍정적으로 개선. 이는 정당과 정부가 비례의원 배정과 각료
임용 시 여성할당제를 고려한 덕택.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여성비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 그러나 여전히 세계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포용성이 여전히 미흡.
<전 세계 관리직/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여성 비율 현황>
구분

관리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세계 평균(%)

27.89(2019년)

24.93(2020년)

36.3(2019년)

한국(%)

14.46(2018년)

19.0(2020년)

28.3(2018년)

* 출처: UN SDGs Indicator Database, 한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당선통계

❍ 행정부 내 의사결정 구성원의 포용성의 경우,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성별 분포와 장애인 고
용 현황, 그리고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현황을 통해 파악 가능.
❍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방정부 여성공무원 비중을 보면,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로 2019년
기준 국가정부가 50.8%, 지방정부가 41.9%를 차지하여, 성비는 전반적으로 양호.
❍ 반면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년 기준 2.79%로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
❍ 2019년 기준 등록장애인 인구가 2,61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의사결정 구성원의 장애인 포용성이 상당히 미흡.

41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국가 및 지방정부 여성공무원 비중>

*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가공무원인사통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출처: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장애인의무고용현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2014년 이래 계속 증
가하여 2018년 기준 약 39%에 달
해 성별 포용성은 개선. 이는「양성
평등기본법」의 특정 성별의 60%
이상 차지 금지 제도 덕분.
❍ 한편,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의무 할당
제를 두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위원회
에서 장애인위원은 0.5%에 불과

* 출처: 국가통계포털,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해, 사실상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25)

나. [의사결정 참여 구조] 정부위원회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참여체계의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 미흡
❍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재정법 제39조)’를 통해 참여 구조 점검.
❍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배
정한 예산 규모를 보면 지난 8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
<그림 3-1-10>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규모 현황

* 출처: 서정섭, 이장욱, 2018,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61~62

25)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8 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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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규모의 증가가 참여의 질을 의미하지는 않음. 주민참여예산이 유의미하게 작동되려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로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취약계층 포용을 위한 참여구조가 필요
한데, 2016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99곳(81.9%)이며, 이중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121개(60.8%)에 불과.26)
❍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연 평균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
❍ 주민참여방식 또한 주로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참여가 많고, 공청회, 간담회,
주민투표 등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할 수 있는 참여구조는 상당히 미흡.
<주민참여예산 참여 방식 현황>
참여수단(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
구분

참여방식

사업공청회

사업간담회

서면설문

인터넷설문

사업공모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34
(14.0)

49
(20.2)

127
(52.3)

124
(51.0)

156
(64.2)

175
(72.0)

지자체수
(%)

주민투표
30
(12.3)

* 출처: 서정섭, 이장욱, 2018,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70

❍ 한편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전체 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학계‧직능

형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53%, 시민사회 영역은 15% 정도로, 전반적으로 학계 전문가 중심 편향이
심하며, 시민사회 위원들의 경우, 선정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림 3-1-9> 서울시 위원회 위촉 위원 분포 현황

* 출처 : 정병순, 2017, "행정시스템의 구조전환과 공공주도 위원회제의 과제와 전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제3차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집(2017.6.21)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전반적으로 비장애, 남성, 학계 및 직능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성원과 다양한 이해주체그룹의
참여체계 미비로 인해 정책 의사결정의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정책 통합
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협력 견인이 곤란한 구조.
❍ 정책 포용성 및 참여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공공기관 공
무원,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등 의사결정 구성원에 대한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 인구집단별
데이터 세분화와 취약그룹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
❍ 또한, 정부위원회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수립 및 평가 시 ‘다양한 이해주체그룹’이
참여하는 공론화장 마련과 참여그룹의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참여체계를 제도화할 필요.
❍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
① 입법, 행정, 사법부 등 공공기관 공무원과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이주여
26) 서정섭, 이장욱, 2018,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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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인구집단 및 직능별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 이해주체그룹 발굴.
② 국가 및 지방정부는 법정기준인 공무원 정원의 3% 장애인 채용을 실현하고, 2030년까지 5%까지 확대.
③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고려하
고, 장애인 위원 5% 보장.
④ 법정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최소한 유엔이 명시한 다양한 이해주체그룹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
장 운영을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주체 및 과정의 투명성, 포용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해주체그룹별 공동입장문서 제출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

3) 정보접근성, 양적 확대를 넘어 제도의 실질화가 필요(16.10, 17.18)
❍ UN SDGs는 대중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언론
종사자, 노동조합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임의구금 사건 수, 정보접근권에 대한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를 평가 지표로 두고 있음.
❍ 한국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를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로, 이에 따른 평가지표는’대국민 정보공
개 청구 수 및 응답률’로 설정하였음. 향후 신규 지표로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
인 국제평가 결과를 추가할 예정임.27)
❍ 한국은 기본적인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 해당하기에, UN SDGs 지표에 따른 비교보다는 현
행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상의 평가 지표가 세부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통계현황
❍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 된 이래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0년,
58000여 건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해를 거듭하며 크게 늘어나 2019년 84만 건이 넘
도록 증가하였음. 정보공개율 역시 초창기 부터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정보공개율을 계산할 때는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모두 합산하고 있음.
부분공개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정보를
공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전부공개 통지를 했을 경우만 따로 계
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부공개를 한 경우를 따로 계산하면 정보공개율은 80%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실제로는 한국의 정보공개제도에서 비공개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정보공개 청구 건수 및 정보공개율>

27)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http://ncsd.go.kr/)

44

<정보 전부공개 비율>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 실제로 부분공개 및 비공개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다가 인용이 된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2019년의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이 된 경우가 37%에 달함.
<이의신청 접수 및 인용 건수>

❍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시민들에게 제도가 잘 알려져 이용이 확대된 것과
별개로 공공기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보가 비공개 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의미함.
❍ 정보공개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가 여전하다면, 정보접근권이 개
선되었다고만 평가할 수 없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한국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FOI(Freedom of Information)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 건수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통계는 존재하지 않
음. 개별 국가의 통계는 존재하나 국가별로 인구, 대상 기관, 청구 요청의 집계 등이 달라 이를 비
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시사점 및 정책제언
❍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과정
에서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날로 확대되는 추세임.
❍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건수를 살펴볼 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불충분하게 검토하고 비공
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 훼손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맞물려 자의적 비공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핀란드, 멕시코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악의적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사법적 제재 조항을 갖추고 있음.28) 한국의 경우 2020년 12월 정보
공개법 개정으로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은 부재한 상황임.
가. 회의공개 제도화 필요
❍ 2020년 현재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585개가 설치29)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17746개에 달함.30) 행정기관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됨. 행정기관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나,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
는 의무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에 불과하여, 시민들은 회의의 논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28) The RTI rating의 각국 FOI 조사 결과 (https://www.rti-rating.org/country-data/by-indicator/50/)
29) 행정안전부, 2020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0964)
30)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점검 결과」, e-나라지표 재인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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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사전공개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대
구광역시 등)도 있지만, 그러한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울산광역시)도 존재함.
❍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무
총리가 참석하는 위원회 20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회의 내용을 일부라도 공개한 경우는 7
건에 그쳤음.31)
❍ 언제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무엇을 결정하는지, 누가 위원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시민들이 알지 못
하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인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음.
❍ 미국의 경우 연방회의공개법과 50개 주별로도 회의공개법이 모두 존재. 이때 회의공개란 회의의
사전공지, 대중의 회의 참관, 회의록의 사후 공개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함. 회의공개법
은 공공기관의 활동과 정책 결정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수행하여, 대중의 참여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회의공개법을 위반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회의의 결정은 모두 무효화
되어, 밀실회의를 방지하고 있음.
나. 데이터 세분화의 필요성
❍ SDGs 성, 연령, 인종, 민족, 이민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를 수립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지표 17.18.1)
❍ 그러나 현행 통계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통계를 산출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소득/연령별/장애유무/이주여부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된 통계를 산출할 의무는 규정
되어 있지 않음.
❍ 통계를 정책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령/장애/이주/지역 등을 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데이터 세분화가 필요함. 단일화된 통계에서 읽어낼 수 없는 소수 집단, 특정 집단의 상황을 가시
화하여 정책 수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31) 정보공개센터,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 연구 (https://www.opengirok.or.kr/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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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기반 조성: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미흡(17.17)
❍ 유엔SDG 17.17는 공공간,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SDGs
를 달성하는 데 지방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
❍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정부-시민사회/정부-기업간 파트너십 사업 규모’를 평가지표로 설정.
❍ 한국의 경우, 2020년 수정된 국가SDG 17-7에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권장과 촉진’을 설정하고,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로 평가.
❍ 민관 파트너십 사업 규모에 대한 국내외 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여기서는 통계가 있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규모와 ODA 지출 대비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규모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
사회간 파트너십 현황을 파악.

1)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규모 감소 추세
❍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감소.
❍ 주로 사회복지 및 국가안보 분야의 활동에 집중되고 있어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 사업 규모의
확대와 사업분야의 다양화가 필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규모 현황>

*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 민간협력,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2) 국제개발협력 민관파트너십 낮은 지원 비율
❍ OECD DAC의 양자원조 총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한 원조에 평균
13%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3년부터 약정액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총지출이 약정액을 초과하였음.
❍ 한국의 양자원조 총 지출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자원조 총 지출 대비 민간단체를 통
한 총 지출액은 OECD DAC 평균 13%에 한참 못 미치는 평균 2%로 나타남. 또한 한국 총 지출
액은 2016, 2017년을 제외하면 약정액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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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시민사회를 통한 양자원조 약정금액 편성 현황
구분

OECD
DAC

한국

(단위: 백만불)

양자원조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지출

110,339

108,267

105,541

115,403

119,474

약정기준

13,931

15,228

15,234

14,174

14,531

총 지출

14,938

15,830

14,521

14,619

15,408

약정초과액

1007

602

-713

445

877

양자원조 총지출 대비
시민사회 총지출

13%

14%

14%

12%

12%

총 지출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2018

1,375

1,477

1,549

1,622

1,702

1,906.60

약정기준

56.83

44.14

56.31

25.79

42.01

49.45

총 지출

26.83

32.68

38.03

33.86

45.59

38.21

약정초과액

-30

-11.46

-18.28

8.07

3.58

-11.24

양자원조 총지출 대비
시민사회 총지출

2%

2%

2%

2%

3%

2%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20. 숫자로보는 ODA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 특히 시민사회협력 규모가 가장 큰 KOICA의 통계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KOICA의 총 지출 대비
민관협력 비율은 6~8%를 유지, 10% 조차도 못 미치고 있음. 본 민관협력 통계 수치는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실제 시민사회협력 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낮음. 한국 정부는 시
민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규모에 대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표2> KOICA 민관협력 사업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민관협력규모(억원)

310

360

346

518

448

482

549

557

KOICA 총 지출대비 민관협력 비율(%)

6.2

6.9

6

8.1

6.5

7.6

8

7.4

* 출처: KOICA. KOICA 통계조회시스템 (접속일: 2021.4.20.)
* 2016, 2017년도는 한국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KOICA 출연금)을 외교부 보조금으로 전환하였던 시기로, KOICA
연보(2016, 2017)에서 출연금과 보조금 통계를 참조하여 작성됨.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 실천을 조직하고 다양한 이슈 제기와 토론을 통
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등 SDGs를 달성하는 데 핵심 주체 중 하나.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정부가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미시적인 부분을 보
완할 뿐만 아니라, 특히, 풀뿌리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마중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물적 기반.
❍ 행정안전부와 KOICA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규모 감소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취약해져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추구 역량을 약화.
❍ 또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기준과 분야, 진행절차, 지나치게 까다로운 회계증빙 요건 등
을 보면, 상호 역할과 역량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과 사회적 가치 추구 인적 기
반을 함께 구축한다는 관점 보다 사업의 계약 관리/감독 관점으로 접근.
❍ 물질만능주의, 개인능력주의, 경쟁 등 20세기 성장자본주의로 인해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 시대에
직면한 만큼, 21세기 생존을 위해 자연과 사회 공동체 회복, 조화와 화합, 통합, 협력, 형평 등 사
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동이 당면한 과제. 즉, 21세기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사회로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 투자를 크게 확대할 필요.
❍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
① 시민사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할 법제도 마련
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 증대: 교육, 정책연구개발, 시민사회를 통한 OD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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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평가대상 SDGs

SDG 17(국제협력 초점)
17.2/17.15
보고서 작성 단체 |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

1. 개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참여적 국제협력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①개도국 협력을 위한 ODA 집행 현
황, ②협력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의사결정구조 구축을 검토

주요 평가결과 및 시사점
❍ OECD 국가 평균 절반 수준인 한국 ODA 규모 및 수원국의 의사결정체계를 존중하는 국제개발협
력사업 추진 필요
Ÿ

2016년 0.16%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둔화 상태. OECD 평균인 0.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한국정부의 2020년 목표치인 0.2%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

Ÿ

한국이 ODA집행 시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가 약 52% 로
OECD 평균 56%보다 낮은 상황

정책제언
❍ [국제개발협력] 한국 ODA 규모 0.3%로 확대하고 수원국 주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집행 강화

2. OECD 국가 평균 절반 수준인 한국 ODA 규모(17.2)
❍ UN은 경제적 선진국(Economically Advanced Country)에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
하 GNI) 대비 0.7%, 최빈국에 0.2%의 ODA를 지원할 것을 권고함.
❍ 이에 한국 정부는 현실적인 목표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2015)>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2015년 0.14%), <제2차 국
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0.20%로 하향 조정하였음.
<표1> 연도별 GNI 대비 ODA 비율 목표 및 실적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

0.15

0.16

0.17

0.18

0.20

실적(%)

0.16

0.14

0.14

0.15

-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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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현황
❍ 한국의 ODA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성과에 따르면, ODA 순지출 기준으로 한국 ODA 규모는 2015년 1,915백만불, 2017년
2,201백만불, 2019년 2,540백만불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증가율은 7.3%로 OECD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2.9%) 대비 약 2.5배 높음.
❍ 그러나 ODA/GNI 비율의 증가세는 2016년 0.16%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둔화 상태
에 있음.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의 연도별 목표치와 실적은 2016년 GNI의
0.16%(목표 0.15%), 2017년 0.14%(목표 0.16%), 2018년 0.15%(목표 0.17%), 2019년 0.15%(목
표 0.18%)임.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2020년 목표치인 0.2% 달성
가능성이 희박함.
❍ OECD DAC의 ODA/GNI 평균 비율이 약 0.3%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SDGs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 ODA/GNI 0.3% 달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재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약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표2> ODA 규모 및 ODA/GNI 비율(2000-2019, 순지출 기준)
2000
ODA규모
(백만달러)
ODA/GNI
비율(%)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212.07

2005
752.32

1173.79

1915.39

2246.16

2201.35

2423.37

2539.56

DAC
평균

54021

108396.79

128483.69

131563.12

144920.53

147168.45

150058.54

146521.27

한국

0.04

0.10

0.12

0.14

0.16

0.14

0.14

0.15

DAC
평균

0.22

0.32

0.31

0.30

0.32

0.31

0.30

0.29

* 출처: OECD.Stat (https://stats.oecd.org/) 2021.03.22. 접속

3. 협력대상국과의 정책일관성은 자료 불충분으로 평가 곤란(17.15)
❍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여유와 리더십을 존중한
다(SDG17.15)는 세부목표 아래,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
할 수 있는 범위를 지표(17.15.1)로 정의하여 측정함.

통계현황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는 공여국이 협력대상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함. 이에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원칙과 지표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 하고자 만든 모니터링 기준 원칙과 지표가 있음.
구분

내용

대한민국(2018)

DAC Member

SDG
Indicator
17.15.1
(CRFs
Indicator 1a : 하위 지
표 3개의 평균값)

공여국이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공여국 자료)

52.30%

56.00%

1a.1

공여국 사업 중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새
로운 개발협력사업 비중(공여국 자료)

89.70%

72.70%

1a.2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결과 지표(result
indicator) 비율(공여국 자료)

39.20%

49.90%

1a.3

수원국의 자원과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할 결과
지표의 비율(공여국 자료)

27.90%

41.40%

하위 지표

* 출처: http://dashboard.effectivecooperation.org/partner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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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이라는 지표(1a)는, 앞서 언급한 SDG 17.15.1 지표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Ÿ

SDG 17.15.1 지표는 개발협력 공여국이 국가의 개발 우선순위와 목표를 반영하는 CRFs,로부터 가져온 목표 및 결과 지표
를 바탕으로 개입을 설계하는 정도만을 평가 함. 단, CRFs를 통해 모든 국가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동등한 우선순위 설정 메카니즘의 사용 가능성 또한 허용하였음.

Ÿ

SDG 17.15.1 지표의 결과 값(공여국이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공여국 자료))은 아래의 세 가
지 하위 지표(1a.1~3)들의 평균값임.
F Indicator 1a.1 공여국 사업 중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 비중(공여국 자료)
F Indicator 1a.2.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결과 지표(result indicators) 비율(공여국 자료)
F Indicator 1a.3. 수원국의 자원과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할 결과지표의 비율(공여국 자료)

❍ 본 지표는 공여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값이고, 정부의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에, 이 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
❍ 현재 국내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 글로벌 지표를 국내로 적용하는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ODA/GNI 목표 불이행은 <제1차 기본계획(2010~2015), 이하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째임. <제1
차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해
<제2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0.20%로 하향 조정한 것임. ODA 증액 목표에 대한 정부의
달성 의지가 보이지 않음.
❍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원조의 질적 측면(최빈국/분쟁국/취약국에 대한 높은 유상원조 비율, 높은 구
속성 원조비율, 중점협력국 선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협력대상국 정책과의 일치는 2003년부터 시작된 원조효과성 주요 원칙 중 하나이기에 협력
대상국이 오너십(ownership)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 활동의 양적, 질적 향상이 필요함.
❍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함.
① 한국은 K-SDGs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 ODA/GNI 0.3% 달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재
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약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
② 원조의 질 개선을 위해,
Ÿ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의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Ÿ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
히 집행하며, 특히, 최빈국 및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는 대폭 축소하고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Ÿ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Ÿ

중점협력국은 ODA가 더욱 필요한 취약국 및 최빈국/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운영해야 함.

Ÿ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 규모, 목표 등을 명확히 하고 중점협력국의 지원 성과가 무엇인지
엄밀히 평가해야 함.

③ 협력대상국과의 정책일관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지표를 마련하고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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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nnex

þ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소개
n 개요
❍ 국내 시민사회의 SDGs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옹호활동을 위해 2016. 8월 결성
되어, 2017. 4월 공식 발족.
❍ 2020.3월 기준, 여성, 장애인, 청소년/청년,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에너지, 주거, 교육, 평화, 보건의료, 기
후변화,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13개 분야 2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국조직 및 시민단체연대조직의 회원단체 규모를 고려하면 총 478개 단체들이 동참.
❍ SDGs시민넷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시민사회참여체계(AP-RCEM) 운영위원단체
(동북아지역 포컬포인트)이자, UN HLPF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MGoS) 참여체계 내 NGO그룹 회원단체로
써, SDGs 관련, 국내외 최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시민사회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SDGs 이행을 추진.

n 주요활동내용
❍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 2017년~2020년 매년 발간, 2017 및 2019 시민사회보고서는 유
엔 SDGs포털에 게재(Input to HLPF).
❍ SDGs 역량강화 세미나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차례 개최
❍ 정책옹호활동 : K-SDGs MGoS NGO그룹 입장문서 작성, 동북아/아태/글로벌 유엔 SDGs포럼 대응 시민
사회성명서 및 회의주관 공동참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안 및 입법발의 활동(한정애 의원, 김병욱
의원) 등
❍ 파트너십 : 2019년~2021년 ‘열린 SDGs 포럼’ 총 4회 공동개최: 외교부, 한국노총,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
협회 등

n 운영위원단체 현황
❍ 운영위원회(7) : 환경운동연합(운영위원장), 녹색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도시연구
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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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단체 명단
n 회원단체 현황(2020.2월 말 기준, 29개 단체 및 개인)
❍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청년 1) YMCA전국연맹
❍ (경제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교육 3)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중랑문화연구소, 교육연대체 씨앗
❍ (주거/도시 1) 한국도시연구소
❍ (보건의료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평화 1) 평화교육 피스모모
❍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환경 9)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
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진한 곳은 전국조직 및 NGOs 연대단체

<전국조직 및 연대단체 현황(가나다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27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월드비전,
한국인권재단, 한국투명성기구, YMCA,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HoE, ODA Watch,
글로벌발전연구원, 플랜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131개 회원단체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society01&page=1

◆ 교육연대체 씨앗 : 10개 회원단체 및 개인 82명
밸류가든(VALUE GARDEN), 아름다운가게, 아프리카인사이트, (사)올마이키즈,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평화를위한시민행동,
피스모모(PEACEMOMO),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사)HOE

◆ 한국공정무역협의회 : 13개 회원단체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더페어스토리, 피티쿱(PTCoop),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이쿱(iCOOP)생협, 어스맨,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카페티모르, 트립티, 공기핸디크래프트, 마카조은, 얼굴있는거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54개 회원단체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동신협,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사),
나눔의집협의회, 논골신용협동조합,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동작신용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투자지원재단(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소비자활동연합회iCOOP, 신나는조합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비로운인기정보재밌당C_0,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장안신용협동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단체연대(사),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주민신용협동조합,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커뮤니티와 경제, 풀뿌리사람들(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YWCA 연합회(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사),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사),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함께일하는재단,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랑신협, 환경정의(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 7개 지부 및 30개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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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5개 회원단체
건강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다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대구들풀 의료생협(준), 대
구시민의료생협,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준),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성남의료생협,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한두레 의료생협, 순천의료생
협,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안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마을 의료생협(준), 원
주의료생협, 이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준),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
지 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장애포럼 : 18개 회원단체
사)노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복지 공감, 열린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장애연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31개 회원단체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53개 지역조직 및 22개 전문․부설․협력기관
◆ YMCA전국연맹 : 67개 지역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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