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시민사회포럼 세부 프로그램
멸종을 멈춰라: 포용적인 녹색경제로의 회복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

□ 행사개요
❍ 일정 : 2020.5.14.(금) 10:00~18:00(한국시간)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참석자 : P4G 12개국 시민사회 관계자 및 기타 국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명
F 현장참석 50명, 줌 온라인 참석 150여명
❍ 주최 : 2021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 후원 : 환경부
❍ 협력기관 : 글로벌사회적경제포럼(GSEF), 기후솔루션

※ 한영/영한 동시통역, 수화통역, 온라인 Zoom세미나 시스템 및 유튜브 라이브
※ 3NO 그린이벤트: No Paper, No Plastic, No Barrier

□ 배경
❍ 녹색성장파트너십(P4G)1)은 2018년 출범한 글로벌 민관파트너십으로써, 12개 국가와 5개
국제단체(세계경제포럼, 국제금융공사, 세계자원연구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원, C40)가 참여.
❍ P4G는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임팩트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0년 현재, 50개 이상의 파트너십 사업에 약 2억 9천 2백만달러가 투자.
❍ 2015년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SDGs) 채택 이후 다양한 이해주체그룹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협력 형태가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증가.
❍ 특히, SDGs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사업에 기업계의 참여가 주목할 만함.
❍ 글로벌

시민사회는

SDGs

파트너십이

구조적으로

포용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은 미미한
상황에서 시장 친화적인 SDGs 이행 파트너십 사업이 증가하는 것에 우려.
❍ P4G는 이러한 국제협력 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P4G 사업이 국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P4G 출범 당시 12개
회원국의 시민사회는 P4G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매우 저조.
❍ 이러한 상황에서, 본 포럼은 국가 및 지역 시민사회그룹의 공공-기업간 파트너십이 ‘그린
워싱’이 아닌 ‘녹색전환’으로 나아가도록 비판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원칙을

바탕으로

P4G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1) P4G는 ‘녹색성장 및 2030의제를 위한 파트너십’의 약자로써, 덴마크정부가 한국정부와 함께 고위급 정부-기업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으로 2011년 출범시켰던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에서
부터 시작됨. 2016년까지 매년 개최되다가, 2018년 ‘P4G’로 다시 재출범함. P4G정상회의는 2년 마다 개최되
며, 자세한 정보는 P4G 홈페이지 참조: https://p4gpartnershi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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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글로벌 공공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례로써 P4G 5개
주제분야 관련 12개 국가의 풀뿌리 사회적 경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목표
① P4G 회원국 시민사회의 P4G 시장기반 민관파트너십 국제협력체제에 대한 인식제고
② 지난 3년 동안 50개 이상의 P4G 파트너십 사례 분석을 통해 P4G가 말하는 ‘녹색성장
(green growth)’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녹색성장’과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이 무엇
이 다른지 파악
③ P4G 5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실천사례를 공유
④ 시민사회 공동 성명서를 통해, P4G 정상회의의 공식세션으로써 ‘시민사회포럼’ 개최 등 P4G의
의사결정 과정에 풀뿌리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요구

□ 프로그램(안)
❍ 10:00~10:20 개회식(20분) | 인사말, 축사
Ÿ

사회: 윤경효 한국민간위원회 집행위원장

Ÿ

인사말(3분): 유영우 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

Ÿ

축사(3분/인): 유연철 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

※ 영상 상영 | 정의로운 발전으로 가는 길(6분) https://youtu.be/1I2cEDbIW04

❍ 10:20~12:00 전체회의1(100분) | 기후위기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흐름과 P4G의 의미와 과제
F 본 세션에서는 P4G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나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P4G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후행동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공공-민간 파트
너십 동향을 ‘발전 정의(Development Justice)’2) 관점에서 짚어보고, 이러한 동향의 한 사례인
P4G에 대해, 지난 3년 동안의 P4G 파트너십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풀뿌리 시민사회 관점에서
비판적 토론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함.

Ÿ

좌장: Chee Yoke Ling, Third World Network 사무총장(온라인)

Ÿ

발제1(20분):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채택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 국제협력 흐름
과 정치경제적 시사점 / Barbara Adams, Global Policy Forum 대표(온라인)
F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글로벌 공공재 거버넌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F 발전정의(Development Justice)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
스의 기회와 도전은 무엇인가?
F 전 세계적으로 정부-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이득과 비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어
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Ÿ

발제2(20분): P4G 활동 현황과 공공-시장 파트너십의 과제 / Ian de Cruz, P4G 사무국장(온라인)
F P4G에서

말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발전정의(Development Justice)’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재분배정의(Redistributive Justice)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014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시민사회그룹의 지속가능발전
운동 표어이자 지향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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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지난 3년 동안 투자한 파트너십 사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F 공공서비스 제공 파트너십에 참여하는데 기업에게 필요한 조건 또는 형식은 무엇인가?

Ÿ

발제3(20분):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P4G 사업의 특징과 과제 / 문아영 한국민간위원회 성명
서TF 리더(현장)
F 발전정의(Development Justice) 및 풀뿌리 시민사회 관점에서 현재 P4G 파트너십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F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풀뿌리 차원의 PPP 실천사례로 무엇이 있는가?
F P4G가 녹색전환과 발전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풀뿌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

Ÿ

청중질의응답 및 전체토론(30분)(주요 발언자 2~3명 사전 섭외 필요)

※ 영상 상영 | 5가지 대전환을 위하여(8분) https://youtu.be/jnzhm-ee7dc
※ 뉴욕 현지시간(-13시간) 21:20~23:00 / 말레이시아 현지시간(-1시간) 09:20~11:00

❍ 13:00~14:20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목소리(80분)
F 본 세션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그룹의 이슈와 실천 활동을
나누고자함. 영상인터뷰, 현장취재, PPT발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예정임.

Ÿ

좌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Ÿ

발제1(10분): 기휘위기 시대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이야기(한국장애포럼)

Ÿ

발제2(10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군축 활동의 이야기(피스모모)

Ÿ

발제3(10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로하스적 삶의 이야기(한국로하스협회)

※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방류 반대 한국 시민사회 목소리(식량자원 안전성, 해양자원의 공공재) 현장 동영상(3~5분)

Ÿ

발제4(10분):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시대 교육계의 새로운 생태적 변화 이야기(환경과생
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Ÿ

발제5(10분):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통한 미래를 위한 이야기(국회기후변화포럼)

Ÿ

발제6(10분): 기후위기시대 녹색소비와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한국청소년세상)

Ÿ

발제7(10분): 수돗물로 극복하는 기후위기(수돗물네트워크)

Ÿ

청중토론(15분)

※ 발제 3개 온라인, 영상상영, 발제 3개 오프라인(총 4개 의자 및 티테이블), PPT 발제 예정.
※ 한국어 only. 수어통역 제공

❍ 14:30~15:50 전체회의2(80분) | 녹색회복(Green Recovery),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다
F 본 세션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병든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모색. 녹색회복(green recovery)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임. 그러나 공공재를 단순하게 민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사
회에서 공공재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기업 파트너십은 무
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세대간 실천을 위한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과거의 환경과 사회정의 운동 경험
로부터 교훈을 공유하고, 글로벌 기후변화와 멸종이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관
점과 가치에 기반한 진보적인 생각들을 나누면서 적절한 미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자 함. 과거
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지를 통해 보다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음.
F 가이드 질문
Ÿ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유럽 그린 딜, 한국 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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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녹색 회복’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무엇인가?
Ÿ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실적이면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정부-기업 파트너십(PPP)’
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적극 권장되고 있음.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PPP와 1980년대 이후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아웃소싱했던 PPP와 다른 점은 무
엇인가? 과거에 비해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Ÿ

기후정의를 위하여 P4G와 같은 정부-기업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Ÿ

풀뿌리 시민사회가 정치적 시민으로서, 경제적 소비자로서 핵심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
우, 다자간 파트너십에서 청소년/청년을 포함해 풀뿌리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상당히 취약함. 발전 정의
(development justice)를 위하여, 정부-기업 파트너십에서 풀뿌리 시민사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행동
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Ÿ

좌장: 조영숙 대한민국 성평등 대사

Ÿ

패널1 | 반다나 시바 인도 사상가이자 환경운동가,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

Ÿ

패널2 | 이지원 청소년 환경 덕후, 부원여자중학교 학생

Ÿ

청중질의응답(20분)

※ 인도 뉴델리 현지시간(-3시간 30분) 11:00~12:20

❍ 16:00~17:20 주제별 세션(80분): 포용적인 녹색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현장 파트너십 사례
F 본 세션은 P4G 5개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녹색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 실현 비즈니스 사례 현황과 확산 방안 모색하고, 포용적 P4G 파트너십 사례로 제
안.
※ 세션별 상세내용은 아래에 별도 서술
※ 온라인 줌 회의 중심 운영(모든 발제자 및 좌장 줌 온라인 참여)
농업 및 물

에너지 및 도시

순환경제

(소회의실1)

(소회의실2)

(메인홀, 동시통역)

1. [한국] 생산자-소비자 친환경

1. [한국] 에너지자립 안산시민

1. [한국] 공동체기반 리필스테

먹거리생태계 아이쿱협동조합

햇빛발전조합

이션 알맹상점

2. [한국]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2. [한국] 서울 도심 공간재생

2. [홍콩] Bottless 소셜벤처 홍콩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

소셜벤처 어반하이브리드

3. [태국] 패션리사이클링 모아룹

3. [토고] 농촌공동체 생태농업

3. [한국] 힐링 청년공동체 소셜

4. [모로코] 리사이클링 청소원조합

사회적 경제(영상상영)

벤처 목포 괜찮아마을

(영상상영)

4. [멕시코] 생태농업 사회적 경

4. [캐나다] 지역문화 사회적 경

5. [프랑스] 리사이클링 경제생태

제 활동을 통한 게레로 농촌

제 공동체 연계 쓰레기매립

계 아이코(ÏKOS)마을(영상상영)

마을 식량부족 해결(영상상영)

장 공원 운영(영상상영)

❍ 17:30~18:00 폐회식(30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초안 검토 및 채택, 퍼포먼스
Ÿ

사회: 정호선 한국민간위원회 집행위원

Ÿ

기후위기 청소년 성명서 발표(10분) / 한국청소년연구원

Ÿ

시민사회공동성명서 발표 및 채택(10분)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이지
원 부원여자중학교 학생

Ÿ

‘2021 P4G 정상회의’ 보내는 시민사회 메시지 카드 영상퍼포먼스(5분)

Ÿ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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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세션별 세부 프로그램
1. 농업 및 물
Ÿ

가이드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농촌공동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각 사례의 사회적, 환경적 의미는 무엇
인가?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각 사례가 직면하는 한계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Ÿ

좌장: 곽은경 글로벌사회적경제포럼(GSEF) 사무처장

Ÿ

사례1(20분): [한국] 생산자-소비자 친환경 먹거리생태계 아이쿱협동조합 /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 SAPENET지원센터장

Ÿ

사례2(10분): [한국] 생태관광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 /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Ÿ

사례3(5분): [토고] 농촌공동체 생태농업 사회적 경제 / 케빈 오싸(Kevin Ossah), 지속가능발전청년연합
(OJEDD) 창립자이자 사무처장

Ÿ

사례4(5분): [멕시코] 생태농업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게레로 농촌마을 식량부족 해결 /

Ÿ

전체토론(40분)

2. 에너지 및 도시
Ÿ

가이드질문: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도시 개발 관점에서 각 사례의 사회적, 환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각 사례가 직면하는 한계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Ÿ

좌장: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Ÿ

사례1(20분): [한국] 에너지자립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Ÿ

사례2(20분): [한국] 서울 도심 공간재생 소셜벤처 어반하이브리드 / 이상욱 대표

Ÿ

사례3(20분): [한국] 힐링 청년공동체 소셜벤처 목포 괜찮아마을 / 홍동우 대표

Ÿ

사례4(7분): [캐나다] 지역문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연계 쓰레기매립장 공원 운영 /

Ÿ

전체토론(13분)

3. 순환경제
Ÿ

가이드질문: 순환경제 관점에서 각 사례의 사회적, 환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각 사
례가 직면하는 한계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Ÿ

좌장: 김진태 전북사회경제포럼 이사장

Ÿ

사례1(20분): [한국] 공동체 기반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 / 고금숙 대표

Ÿ

사례2(20분): [홍콩] Bottless 소셜벤처 홍콩 / 프란시스 응가이 소셜벤처 홍콩 CEO

Ÿ

사례3(20분): [태국] 패션리사이클링 모아룹 / 아모르폴 후바난다나 모아룹 CEO

Ÿ

사례4(5분): [모로코] 리사이클링 청소원조합 / 야신 마주트(Yanssin Mazoute), 모로코 환경조합 Attawfiq
창립자이자 사무처장

Ÿ

사례5(5분): [프랑스] 리사이클링 경제생태계 아이코(ÏKOS) 마을 /

Ÿ

전체토론(10분)

□ 기대효과
❍ 시민사회 역량강화
Ÿ

P4G 등 시장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동향 파악을 통해 시민사회의 기후위
기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운동 정책역량강화

Ÿ

P4G 모니터링 및 참여를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초석 마련.

❍ 정책 및 패러다임 전환 촉진
Ÿ

‘P4G정상회의’ 시민사회 참여체계 상설화(다양한 기업 활동 중심 다자간협력체제가
Green Washing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견제)

Ÿ

정치․사회․경제구조의 포용적이고 친환경적인 전환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발전’ 패러
다임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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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발제자 소개
구분
사진
약력
추천사유
전체회의1 | 기후위기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흐름과 P4G의 의미와 과제
사회정의 및 불평등 문제, 개도

Chee Yoke Ling

좌장

Ÿ

Third World Network 사무총장

국의 세계화 영향을 중심으로 지

Ÿ

ETC Group 이사

속가능발전 이슈를 다루고 있음.

Ÿ

국제여성인권행동감시(IWRAW)

최근에는, 무역 및 투자, 공공보

아태지역 이사

건의료, 생태농업 및 농민권리를

Ÿ

전)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사무총장

중심으로 연구 및 정책옹호활동

Ÿ

yokeling@twnetwork.org

을 전개하고 있어, SDGs 이행

※ TWN: 1985년 설립되었으며, 개도국의

재원 조달 전략으로써 ‘P4G’ 체

발전 딜레마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

제의 시사점을 견인할 수 있으

정하고 형평하며 생태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며, 특히, 개도국 관점에서 선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옹호활동 전개

국-개도국 협력체제 및 ‘식량농

※ ETC Group: 1990년대 설립된 식량농업

업’ 분야에서의 정부-기업 파트너

관련 국제정책NGO로써, 다국적 농업기업 및

십의 시사점 제시 가능.

정부에 대응 해 종자다양성 및 식량안보 이
슈에 대한 정책옹호 활동
Barbara Adams

글로벌경제정책 전문가로서 오랫

Ÿ

Global Policy Forum 대표

동안 글로벌 경제체제와 시민사

Ÿ

Social Watch 운영위원

회 참여체계를 모니터링해 옴.

<주요저서>
Climate Justice in a Changing World

서 시민사회, 기업 등 정부 이외

Ÿ

Reclaiming Multilateralism for People,

의 이해주체들의 의사결정참여에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글로벌 공

barbaraadams@globalpolicy.org

공재 의사결정에 기업의 영향력

/gpf@globalpolicy.org

증대와 기업친화적인 유엔 파트

발제
1

Ÿ

※ GPF: 유엔의 글로벌 정책수립 활동

너십에 대해 비판적 시각 견지.

을 감시하고 국제의사결정의 책임성과

SDGs 이행 국제 민관파트너십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1993년

중 하나인 P4G에 대한 구조적

설립.

문제와 SDGs 파트너십에서 정부/

Ian de Cruz

기업/시민사회의 역할 제시 가능.
P4G 사업의 실무책임자로서, 녹

Ÿ

발제

SDGs 채택 이후 국제거버넌스에

Ÿ

Ÿ

세계자원연구소 지속가능 비지니

색전환을 위한 P4G 사업의 전략

스센터 P4G 사무국장

과 추진현황, 도전과제에 대한

iandecruz@p4gpartnerships.org

소개 가능.
또한, 전환을 위한 기업규제 강

2

화와 공공재 관리에 대한 시장
기반 솔루션의 딜레마에 대한 세
계자원연구소의 입장과 출구전략
토론 가능.
한국민간위 성명서 초안 작업 리

문아영

발제
3

Ÿ

한국민간위 성명서TF 간사

더로서, P4G 5개 주제 분야 61

Ÿ

평화교육 피스모모 대표

개 파트너십 사업 분석 및 시민사

Ÿ

ayoung.momo@gmail.com

회 제언(정책 및 실천사례) 총괄.
풀뿌리 시민사회 관점에서 P4G
사업의 의미와 과제를 지적하고
향후 P4G 정책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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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약력
추천사유
전체회의2 | 초청대담: 녹색회복(Green Recovery),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다
오랫동안 성평등 뿐만 아니라 지

조영숙

좌장

Ÿ

대한민국 성평등 대사

속가능발전 등 국제체제의 구조

Ÿ

‘효재’글로벌 젠더교육원 대표

적 불평등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Ÿ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시민사회 운동 의제로 제기해옴.

Ÿ

heychoys@gmail.com

성평등 관점에서의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통합적
인 사회운동 지향점과 이슈에 대
한 패널 및 청중토론 견인 가능.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풀뿌리

반다나 시바

패널
1

Ÿ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

공동체 기반 생태주의 녹색경제체

Ÿ

인도 환경/식량/여성운동가

제의 비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

Ÿ

1990년대 인도 다국적기업 삼림

서 ‘지속가능발전’ 체제의 빛과 그

파괴 반대하는 칩꼬 운동 조직

림자, SDGs 이행전략으로써 P4G

1990년대 제3세계 생물다양성 종

등 정부-기업 파트너십 체제의 딜

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나브다냐

레마와 시민사회의 비판적 참여

운동 전개

방안 등에 대한 통찰 제시 가능.

Ÿ

Ÿ

vandana.shiv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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