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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22 년 9 월 2 일
서문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온

우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9 월 7~8 일 몽골에서 제 6 회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이하
‘동북아 SDGs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
동북아 SDGs 포럼에 대응하여, 동북아 시민사회 회의가 9 월 2 일 개최되었다. 2023 년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동북아 시민사회의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유엔의
동북아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군사 갈등 등 전례 없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 개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소지역별 SDGs 이행 현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써 모든 수준에서의 연대, 통합,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문제들에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형평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SDG 2, 6, 7, 9, 11, 17 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협력과 연결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과학과 공정한 기술의 활용,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지식의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있는 실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방, 국가,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SDG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집행,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과정이 민주적인
메커니즘과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동북아 시민사회의 공동 가치 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북아 지역을
만들어가 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시민에게서 권한과 자원을 부여 받은 정부가
우리가 제기한 문제와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SDG 달성과 코로나 팬데믹 및 여러 문제들로부터
회복을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SDG17 | 시민참여 SDGs 이행, SDGs 이행 재원, 국가 및 동북아 지역 파트너십
현황 및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는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의 핵심 수단이다. 동북아 지역의 각
국가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제도화 되었다.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SDGs 이행점검 체계가 없는 국가들이 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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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SDGs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 통계와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외교부 SDGs 담당부서와
시민사회그룹간 직접적인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
활동 공간이 위축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으며, 올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은

도외시되었다. 몽골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영역간 연계 체계도 부족하다. SDGs 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정부의
이행계획에 부재하다. SDGs 이행의 필수적인 추진력으로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기관의 SDGs 이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술, 예산, 지식, 인력,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러시아의 경우, SDGs
이행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행정체계가 미흡하며, 시민사회 참여 체계는 찾아볼 수 없다.
해결책 및 제언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SDGs 재정 정책과 규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 지역공동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동등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 및 지방정부, UNESCAP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단호한 행동을 촉구한다. 특히, 적절한 국가예산 집행,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공동체와의 열린 토론, SDGs
달성을 위한 명확한 검토 및 평가 절차를 요구한다.
구체적인 행동 촉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ODA 및 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 수립. 일본의 경우, ODA 로
국민총소득(GNI)의 0.7% 달성하고 최소 0.2%는 최빈국에 제공할 것. 한국의 경우, OECD DAC 의
평균 시민사회 협력 규모에 도달할 것.
2.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 취약 그룹을
위한 보다 개방적인 논의 장을 마련.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고, SDGs 이행
공론장 마련
4. 각 국가별 지표와 주민참여를 통해 SDGs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
5. 필요시, SDGs 달성을 위한 적절한 담당자 배정

SDG 2 |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현황 및 이슈
동북아 지역에서 SDG2 달성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 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많은 정책과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식량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그룹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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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경우, 정책 이행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부패 수준이 높고, 정책을 개선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도 미흡하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밀, 옥수수, 콩이
많다. 높은 수입 의존 때문에 글로벌 식량공급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높은 수입 의존은 먹거리 부정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국내
식량생산에서 우선시 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먹거리 안전 역시 위협받는데, 방사능 오염 관련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여성이 가장인 가정인 경우, 20,000 개 식품의 비용 상승으로
재정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결책 및 제언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직면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여 몇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각 정부는 자국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긴급한 식량부족 및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각 국가의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거나 식량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그룹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의 식량안보 문제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국가들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
및 국가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식량안보 정책이 가장 취약한 공동체에도 미쳐 안전망으로써 작동해야 하며,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정부와 UNESCAP 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UNESCAP
1. 유목 생활문화에 기반한 몽골의 목동을 보호하고 지원
2. 심각한 영양부족에 처한 아동의 삶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식량부족 및 기아에 시달리는 최빈국의
취약 그룹에 대한 긴급 지원 및 보조 도입
3. 시민단체,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소득창출 활동과 시장에 대한
지원
4. 기후 금융 및 지속가능한 물 해결책에 예산 책정
한국 및 일본 정부
1. 농경지 및 농민,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는 농민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식량 정책 개발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개선
2. 신선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비료 사용 촉진
3. 영세 농가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조금 등 응급조치를 통한 안전망 구축
몽골 정부
1. 몽골 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식량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식량 및 농업부문의 거버넌스 개선 및
책임 메커니즘구축.
이에 더하여, 동북아 시민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조치들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동북아 차원 및 각 국가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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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코로나 19, 군사 갈등 등 동북아 지역 내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식량안보
관련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 목표 설정
3.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제안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시민사회 간 협력과 연대 강화. 특히
긴급상황에서.

SDG 7, 9 & 11 | 탄소중립 2050 을 위한 에너지, 산업, 도시개발
현황 및 이슈
동북아 시민사회는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우려한다. 왜냐하면 몽골과
러시아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와
송전망을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추진에는 소극적인 반면 글로벌 동향과 반대로 원전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발전소, 원전, 태양광 등 취약한 에너지 인프라가 문제이다. 몽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와 협의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저렴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해외투자가

축소되고

있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 및 제언
우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영향,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부족한 투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향한 불충분한 정치적
의지를 고려할 때, 정부 및 기업을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1.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
2. 탄소 중립 2050 달성에 기여하는 산업 개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예: 벤처기업 창업 지원);
3.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상쇄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 증대;
4. 인구 감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5.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폐쇄 되어야 하는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 제공(예:
공정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
6.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이용 축소 및 중단과 재생가능하고 분산되는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
시행;
7. 한국의 안산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공공기관 지붕 부지를 활용하는 옥상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과 상업
건물 및 주택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8. 예산 증대를 통해 깨끗한 에너지 기반 지속가능 도시화를 위한 기술역량 개발;
9. 재생가능에너지, 인프라 개발, 복원력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기금 사용을 위하여 확고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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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6 | 기후 적응 안전망으로써 물과 위생
현황 및 이슈
기후 위기가 SDG 6 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이다. 모든 국가에서 각각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본, 한국, 러시아의 경우 홍수 및 여러 자연 재난과 관련해 관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몽골의 경우
물 부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특히,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에서 보 설치로 인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즈니스(BSR)가 제안하는 담수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에
참여하고, 모든 국제 강 유역 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립하며, 국제 강 유역 내 사전예방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결책 및 제언
시민사회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물 관련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리고 정부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물과 기후변화 관련한 긴급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UNESCAP 과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UNЕSCAP
1. 각

국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제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
2. 물 정책 및 법제도의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사회 보고서에
기반하여 정부의 활동을 평가;
3. 물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각국 정부
1. 기후 위기로 인한 물 관련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개발 및 이행;
2. 의사결정과정에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
3. 시민에게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4.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법, 정책, 사업계획 이행을 모니터링;
5.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기업의 강 및 담수 자원 조사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6. WASH ODA 확대;
7. 지역공동체 기반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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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rsement (alphabetical order)
[China]
Beijing Equality
[JAPAN]
Jap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 (SDGs Japan)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JACSES)
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JANIC)
Japan Youth Platform for Sustainability(JYPS)
WaterAid Japan (tbc)
[KOREA]
Korea SDGs Network
Energy Transition Forum Korea
Green Transition Institut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KCOC)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CYK)
[MONGOLIA]
Mongolian CSOs Network on SDGs
All for Education! National Coalition of Mongolia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Eco Soum Sustainable Green Development NGO
ECPAT Mongolia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ssociation JASIL
Green Future Gateway NGO
Human Rights Centre for Citizens
Mongolian Environmental Civil Council (MECC)
Mongolian Remote Sensing Society (MRSS)
Mongolian Water Partnership NGO- CACENA
People’s Coalition for Food Sovereignty
Psychological Responsiveness NGO
Steps without borders NGO
[RUSSIA]
Coal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ssia (CSDR)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ights
Greenpeace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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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Social Ecological Union (RSEU)
[International]
Global Strategic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GSIS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Observer
“THE” Society International - Together for 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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