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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관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6개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이행

점검목표들(SDG 4, 8, 10, 13, 16, 17)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 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교육, 경제 및 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들이 

불평등 구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 종합하여 정리함으로써, 불평등 구조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올해 시민사회보고서의 경우, SDGs시민넷의 27개 회원단체(부록2 참조) 이외에 참

여예산네트워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노총이 보고

서 작성에 함께 참여했다.

2019.3.21.(목).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팀 첫 회의를 개최한 후, 16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로 초안 작성팀이 최종 구성되었으며, 3.22.(금)~5.6(월)까지 6주 동안 초안 작

업 진행 후, 5.7(화)~5.24(금)까지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그룹을 통해 보고

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30(목) <제1회 열린 SDGs 포

럼>(외교부‧SDGs시민넷 공동주최)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보고서 참여단체들이 다룰 수 있는 이슈범주의 한계로, 본 보고서의 내용이 

참여단체 중심의 문제인식과 실천사례에 국한되어 정리되었기 때문에, 미처 다루지 못

한 주제도 있고,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제도화

현재 미래세대와 현세대간, 경제‧사회‧환경 이슈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소수 중심의 불투명하고 비포용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이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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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발족 당시부터 현재의 <지

속가능발전법>(2010)이 환경부 소관 법체계로 되어있어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총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을 상위법인 기본법

의 지위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국가SDGs 수립과 이행점검을 위한 참여거버넌스 체계로써, 유엔의 HLPF 참여

메커니즘을 준용해 정기적인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숙의‧공론화 장을 구축하고 정부 및 

참여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발의가 지난 2017년 7월에 

있었으나, 2019년 5월 말 현재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18년 12월 

국가SDGs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체계로써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

는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에,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을 위하여, 2020년 총선 일정을 고려

해 올해부터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를 높

이기 위한 토론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SDGs 이행점검체계로써 참여 숙의‧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위하여, 올해부

터 환경부, 외교부 등 SDGs 담당부처와 협력해 ‘국가SDGs 수정보완을 위한 포럼(환경

부)’, ‘유엔 HLPF 대응 열린SDGs포럼(외교부)’을 개최하여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의 참

여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참여 숙의‧공론화 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및 참여주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SDG� 4� |� 차별없는� 공교육,� 공식‧비공식� 교육에서� 정치학습� 강화

올해 보고서에서는 1) 차별없는 공교육 접근성 보장(SDG 4.5 & 4.a)과 2) 정치학

습(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식·비공식 교육 강화(SDG 4.7) 등 3개 세부목표와 관련한 

이슈와 실천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차별없는 공교육 접근성 보장(SDG 4.5 & 4.a)과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장애인� 특수교육� 교사� 법정� 정원� 부족� 등�

장애인의�양질의�학습권�보장�미흡

F 경제적�어려움으로�장애학생� 72%� 학업� 중

단...중졸�이하�장애인� 44%�달해

F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미비

로�평생교육�혜택에서�소외

F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
권�실태조사’� 촉구

F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

한�국회의원�간담회�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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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습(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식·비공식 교육 강화(SDG 4.7)과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학생부� 종합전형제도,� 부모의� 경제력과� 정

보력에� 따라� 진학� 및� 진로에� 큰� 영향...교

육기회의�구조적�불평등�

F 민주시민‧세계시민‧문화다양성‧평화� 등� 지속
가능발전� 교육,� 공식�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안�되어�학습�편차가�크게�발생

F ‘민주시민학습네트워크’� 등� 서울시를� 중심

으로�민주시민학습�풀뿌리모임�추진�

F 지역사회기반� 마을운동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

SDG� 8� |� 일자리� 참여� 및� 노동권의�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참여기회 및 노동권 적용에서의 불평등 해소(SDG 8.5 & 8.6 & 8.7 

& 8.8)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노동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제약,�

ILO핵심협약�비준도�지연

F [여성]�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의� 2.5

배,�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는�세계�하위

F [청년]� 높은� 노동시장� 진입장벽,� 불안정�

고용,� 노동권리�교육기회�부족

F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실

업률은�비장애인�대비�두�배�이상

F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적용�배제

F ‘사회적� 대화’를� 통한� ILO핵심협약� 관련�

노조법�개정�추진

F 온전한�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캠페

인�및�협상

F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을� 위

한�고용노동부와�민관합동� TF�구성�

F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노
동시민사회의�노력

F ‘노동회의소’� 도입�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

로기준법�확대적용�추진

F 성별임금격차에�맞선�여성노동계�공동행동

SDG� 10� |� 장애인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차별� 해소

1)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현황과 과제(SDG 10.1 & 10.2 & 10.4)

와 2) 차별적 법, 정책, 관행의 철폐와 적절한 입법, 정책 수립(SDG 10.3) 등 4개 세부

목표와 관련한 이슈와 실천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현황과 과제(SDG 10.1 & 10.2 & 10.4)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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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천사례

F 장애인의�빈곤,� 비장애인의� 2배

F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되었음에도� 장애인의�

빈곤에�대한�가족의�책임은�줄지� 않아

F 취업과정에서� 30.9%� 차별� 경험,� 근로소

득�비중도�낮아

F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 운동

F 장애인연금�대상�확대�및�급여�현실화

F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촉구� 활동�

및�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활동

F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및� 일자리�확대� 요구

차별적 법, 정책, 관행의 철폐와 적절한 입법, 정책 수립(SDG 10.3)과 관련한 이슈

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0년� 동안�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지연

F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8년� 동안� 전국�

118개�시민사회단체가�연대

SDG� 13� |� 에너지‧교통정책을� 통한� 온실가스감축과� 미래세대� 교육� 강화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친환경교통 정책의 통합(SDG 13.2)와 2)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SDG 13.3) 등 2개 세부목표와 관련한 이슈와 

실천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친환경교통 정책의 통합(SDG 13.2)과 관련한 이

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대규모� 전력� 공급체계로� 희생됐던� 주민,�

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소외

F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 억제�

정책이�소극적

F 기후정책과�에너지정책간�통합적�연계�부족으

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낮아...4.5%� 온실가

스�감축량을�해외에�의존

F 지자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전� 수립,� 시

민햇빛발전협동조합�운동�추진

F 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민캠페인�추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SDG 13.3)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

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기후변화� 적응� 이슈를� 포함한� 환경에� 대

한�국가� 차원의�국민� 의식·수요� 조사�미흡

F 미래세대‧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기후
변화�적응�교육�부족해

F ‘청소년� 기후소송단’� 구성� 등...미래세대,�

스스로�기후변화�대응�주체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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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6� |� 장애인‧아동� 폭력� 근절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기반� 구축

올해 보고서에서는 1)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여성, 장애인, 아동 이슈와 사례

(SDG 16.1 & 16.2),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제도 현황 및 과제

(SDG 16.3 & 16.9), 3)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SDG 16.7), 4) 정보의 공공 접

근성(SDG 16.10) 등 6개 세부목표와 관련한 이슈와 실천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SDG 16.1 & 16.2)과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장애인에� 대한� 가족‧학교‧시설� 내� 폭력사태�
지속

F 장애여성의�성폭력�피해� 지원� 부족

F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

증가...아동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바라

보는� 사회적� 인식과� 성인� 관점의� 아동정

책�접근이�문제

F 특수학교�폭행사건에�대한�법적�공동�대응

F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운동�시작

F 성폭력�피해�장애여성�지원

F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정책개선� 활동과� 아

동학대�시민인식�제고�활동

F 아동권리기반으로� 한� 정책제안� 등� 아동의�

주체적인�참여�공간� 마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제도 현황 및 과제(SDG 16.3 & 16.9)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 접근성� 지원� 확

대�및�성년� 후견제도�개선�필요

F 형사‧사법절차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지속적으로�요청

F 법원행정처에서�진행하는�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참여

F 성년� 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SDG 16.7)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정부위원회,� 인구� 5%를� 차지하는� 장애인�

위원� 할당� 없어...지방정부의� 경우,� 여성�

위원� 분포가� 30%도�안� 돼

F 주민참여예산제,� 정부� 주도의� 하향식� 확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방식을� 잠

식하고,� 사회취약그룹이� 소외되는� 역설� 발

생해

F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점검을� 위한� 숙의‧공론화� 장과�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의� 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를�

위한�정책운동�추진

F 소외된� 지역� 풀뿌리단체� 활동가와� 회원을�

대상으로�예산학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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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공 접근성(SDG 16.10)과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비포용적이고� 불투명한� 정보공개청구� 요건

과�절차로�시민의�알권리�행사를�위축시켜

F 회의�자료의�비공개�경향�증가로�정부�의사

결정의�투명성과�책임성�확보�기반이�퇴보

F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활

동�전개

SDG� 17� |� ODA� 강화와� 공정무역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올해 보고서에서는 1) ODA 공약 이행의 현황과 과제(SDG17.2), 2) 공정무역을 통

한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SDG 17.16), 3)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SDG 17.17) 등 3개 세부목표와 관련한 이슈와 실천사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ODA 공약 이행의 현황과 과제(SDG17.2)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OECD� 국가� 평균� 절반� 수준의� 한국� ODA�

규모

F 낮은�비구속성�원조�비율�

F 성명서� 발표,� 거리시위,� 국제포럼� 등� 정책

옹호�활동�전개

공정무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SDG 17.16)과 관련한 이슈와 사례

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한국� 공정무역� 시장,� 공공조달정책을� 통한�

확대� 필요

F 공정무역에�대한�시민인식�제고�필요�

F 글로벌�시민운동인�공정무역마을운동의�확산

F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기반의� 공정무역�

활동�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SDG 17.17)와 관련한 

이슈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슈 실천사례

F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

십�기본정책�수립

F 낮은�시민사회�지원�비율

F 국제개발협력�분야�정부-시민사회�파트너십에�

대한� '규범적� 틀(Normative� Framework)'�

마련

F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 채

널�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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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불평등� 구조� 관점으로� 2019� HLPF� 점검목표� 재조망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para. 89(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기여보고서(Contribution Report))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한

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실천활동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매년 7월 열리는 유엔 고

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맞춰, 논의주제와 관련해 한국 시

민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식과 시민사회단체 실천활동을 작성해 지난 2017년부터 

유엔에 제출해 왔다1).

2019년 유엔 HLPF 논의주제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로써, 교육(SDG4), 경

제 및 노동(SDG8),  불평등 감소(SDG10), 기후변화(SDG13), 평화 및 제도(SDG16),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SDG17)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6개의 유엔 HLPF 이행점검목표들

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 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교육, 경제 및 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들이 불평등 구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 종합하여 정리함으로써, 불평등 구조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SDGs시민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공동� 작성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기본적으로 SDGs시민넷의 28개 회원단체 및 

1)� 2017년� 및� 2018년�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SDGs시민넷� 홈페이지(www.sdgforum.org)� 및�

유엔� SDGs� 홈페이지(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stakeholders’� contribution메뉴에서� 볼�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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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보고서 작성 참여의사를 밝힌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올해 시민사회보고서의 경우, SDGs시민넷의 28개 회원단체(부록2 참조)와 함께 참

여예산네트워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노총이 보고

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1주� 동안의� 보고서� 작성� 과정

2019.3.21.(목).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팀 첫 회의를 개최한 후, 16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로 초안 작성팀이 최종 구성되었다(부록1 참조). 

3.22.(금)~5.6(월)까지 6주 동안 초안 작업이 진행되었고, 5.7(화)~5.24(금)까지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그룹을 통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

렴 과정을 진행했다.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은 온라인 구글문서의 실시간 코멘트 및 회신 기능을 통해 문

장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5.25(토)~5.29(수) 각 주제별 최종안을 바탕으로 국문 종합보고서가 편집된 후 

5.30(목) <제1회 열린 SDGs 포럼>(외교부‧SDGs시민넷 공동주최)에서 공식 발표된다.

5.27(월)~6.5(수)까지 영문번역 작업 후 6.10(월) 유엔 HLPF 담당부서인 경제사회

국(DESA)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의미� 및� 한계

올해 보고서는 SDGs시민넷 회원단체 이외에 노동계와 아동 및 참여거버넌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내용이 보다 풍부해졌다. 또한, 각 주제분야별 단체

들의 운동 및 정책이슈와 사례를 ‘불평등 구조’ 관점을 중심으로 재정리함으로써, 다른 

주제분야 이슈들을 불평등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주제분야의 시민사회그룹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정부, 의회, 시민사회, 기업 내 SDGs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보고서 참여단체들이 다룰 수 있는 이슈범주의 한계로, 본 보고서의 내용이 

참여단체 중심의 문제인식과 실천사례에 국한되어 정리되었기 때문에, 미처 다루지 못

한 주제도 있고,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

다. 향후 보고서 참여단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공개의견수렴과정을 여러 시민사회

연대조직들과 함께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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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제도화

현재 미래세대와 현세대간, 경제‧사회‧환경 이슈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소수 중심의 불투명하고 비포용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이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발족 당시부터 현재의 <지

속가능발전법>(2010)이 환경부 소관 법체계로 되어있어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총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을 상위법인 기본법

의 지위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국가SDGs 수립과 이행점검을 위한 참여거버넌스 체계로써, 유엔의 HLPF 참여

메커니즘을 준용해 정기적인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숙의‧공론화 장을 구축하고 정부 및 

참여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발의가 지난 2017년 7월에 

있었으나, 2019년 5월 말 현재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18년 12월 

국가SDGs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체계로써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

는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에, SDGs시민넷은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정을 위하여, 2020년 총선 일정을 고려

해 올해부터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를 높

이기 위한 토론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SDGs 이행점검체계로써 참여 숙의‧공론화 장의 제도화를 위하여, 올해부

터 환경부, 외교부 등 SDGs 담당부처와 협력해 ‘국가SDGs 수정보완을 위한 포럼(환경

부)’, ‘유엔 HLPF 대응 열린SDGs포럼(외교부)’을 개최하여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의 참

여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참여 숙의‧공론화 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및 참여주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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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4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총� 3개� 세부목표�관련�국내�이슈�및� 실천사례를�제시함.

•� 차별없는�공교육�접근성�보장(SDG� 4.5� &� 4.a)

•� 정치학습(민주시민교육)에�대한�공식·비공식�교육�강화(SDG�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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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없는� 공교육� 접근성� 보장(SDG� 4.5� &� 4.a)

4.5�2030년까지�교육에서의�성별�격차를�해소하고�장애인,�토착민,�취약한�환경에�있는�아동을�

포함하는�취약계층에게�모든�수준의�교육과�직업� 훈련에�동등한�접근�보장

4.a�아동,�장애�및�성�인지적인�교육시설을�세우고�모두를�위해�안전하고�비폭력�적이며�포용적

인�효과적�학습� 환경을�제공

1)� 현황

(1)� 장애인� 특수교육� 교사� 법정� 정원� 부족� 등� 장애인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 미흡

○ 국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8년 90,780명으로 2017년보다 1,427명이 증가하

였으며, 2018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은 일반학교에 64,443명(71.0%), 특

수학교에 25,910명(17.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418명(0.05%)이 배치됨.

• 일반학교에 배치된 64,443명 중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48,848명(75.8%)

으로 대부분을 차지함(교육부, 2018, 특수교육통계). 

○ 장애학생에게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2018

년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중 학급 기준 정원 대비 초과인원수는 

13.8%에 해당됨(조승래의원실, 2018, 국정감사 요구자료).

○ 또한, 2018년 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서울교남학교, 세종누리

학교 등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충격적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발달장애 국가책임제, 10년 만에 다시 외치는 통합의 목

소리’, 비마이너, 2018년 12월 27일 기사).

○ 이는 장애학생이 양질의 학습권 및 인간다운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미흡한 현실이라는 반증임. 

○ 이러한 어려움은 국가차원에서 특수교육에 대해 투입하는 예산이 낮아 인적 인

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며, 현재의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에는 의미있게 활용되지 

못함(국립특수교육원, 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애학생� 72%� 학업� 중단...중졸� 이하� 장애인� 44%� 달해

○ 한편,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 장애인 교육수준은 ‘무학’ 10.4%, ‘초

등학교’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 그리고 ‘대학이상’이 15.1%

인 것으로 조사되어, 중학교 졸업 이하인 비중이 44%에 이르며 무학 비중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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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장애인� 교육정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무학 11.2 9.3 8.9 18.6 18.6 7.4 3.1 1.3 2.8 0.0 8.1 2.7 1.7 9.4 0.0 10.4

초등학교 28.9 26.3 26.9 32.7 25.4 23.3 31.1 15.1 22.6 23.5 14.4 1.9 14.1 24.8 14.1 27.3

중학교 18.8 15.6 15.8 14.2 18.6 12.2 7.6 11.9 17.8 9.8 28.0 12.6 15.0 11.5 13.8 16.7

고등학교 27.6 29.6 29.4 22.3 25.1 48.5 51.5 42.1 35.2 42.8 38.3 48.2 46.8 37.4 66.1 30.4

대학이상 13.5 19.1 19.0 12.2 12.3 8.6 6.7 29.6 21.6 23.8 11.2 34.6 22.6 16.8 6.0 15.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국추정치
(명)

1,260,272 283,103 261,215 282,149 19,042 196,135 21,482 103,628 83,583 6,174 14,033 11,042 3,174 15,542 9,520 2,570,094

*출처:�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312쪽

○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라는 응답비율이 7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

음 이유로는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11.9%), ‘다니기 싫어서’(6.4%), ‘심한 

장애로 인하여’(5.5%) 등인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3)�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미비

로� 평생교육� 혜택에서� 소외

○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평생교

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평균 0.2% ~ 1.6%로 나타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29%)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습 보조금 지원’(22.6%),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

법 지원’(21.4%),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17.1%), ‘학습지원 인력제

공’(4.7%), ‘강사‧동료의 장애이해’(3.6%) 등인 것으로 나타나 계속적인 교육기

회와 여건마련이 많이 미흡한 현실임(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2)� 실천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촉구
○ 장애학생이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국내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복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경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52.9%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인권 침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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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에 해당하는 

하위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36.0%), 폭력(19.1%), 언어폭력(17.3%), 괴롭

힘(15.9%) 순으로 나타나, 중증·중복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함(국가인권위원회, 2018).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

애계는 중복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및 

대책 마련, 예방 교육을 기대함.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등� 추진�

○ 장애계의 장애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한계에 대

한 대응을 목적으로 국립특수교육원(2018)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

정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에 전부 개정

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함.

○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여, 

장애인 교육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나아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

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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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학습(민주시민교육)에�대한�공식·비공식�교육�강화(SDG� 4.7)

4.7� 2030년까지�지속가능한�발전�및�지속가능한�생활방식,�인권,�양성�평등,�평화와�비폭력�문

화�증진,�세계시민의식,�문화적�다양성�및�문화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기여의�중요성을�공

감하도록�돕는�교육을�통해�모든�학습자들이�지속가능발전을�촉진시키는�데�필요한�지식�및�

능력을�얻을� 수� 있도록�보장

1)� 현황

(1)� 학생부� 종합전형제도,�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진학� 및� 진로에� 큰�

영향...교육기회의� 구조적� 불평등�

○ 제도권 교육은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묻기 이전에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학습자를 서열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또한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에 따라 진학 및 진로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현상

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논란의 여

지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학생부에 기재될 '스펙'을 만들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금수저 전형'이 

되었으며,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생부 실적을 돋보이게 해줄 교내 수상 등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2만49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 결과를 2월 발표함. 이에 따르면 학생, 학부

모, 교사 모두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대입전형’으로 학종을 선정함(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2%)(사교육걱정없는세상‧유은혜 국회의원, 

2017, 대입전형인식 실태조사).

○ 사교육비 지출 부문에서도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

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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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용]

(http://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um_EAG_2018.pdf)

○ SDGs 국가별 세부목표에 학습(교육)은 무상학습(교육)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

련해야 함. 국가가 거둔 모든 세금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원하는 것에 쓰여야 

함.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좋

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 이념임. 이러한 개념이 자리매김하지 않

으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토대를 마련할 수 없음. 

(2)� 민주시민‧세계시민‧문화다양성‧평화� 등� 지속가능발전� 교육,� 공식�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안� 되어� 학습� 편차가� 크게� 발생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따르면, 학교 교과과정상 주로 비교과활동 영

역으로 진행되는 시민성교육(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문화다양성, 평화교

육 등)은 우리나라 교육철학의 배경으로 내재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교과목처

럼 인식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

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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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국제교육포럼을 기점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배출 및 연수가 진

행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인정교과도 출판하였지만, 여전히 현

장에서의 실천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교육성과도 미비한 

수준임. 

○ SDG 4.7에 제시된 교육은 구체적인 편성시간도 없고 현장 교사들의 인식도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정규 교과 외 체험 활동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 학교별 

상황 및 선택에 따라 학습자별로 학습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세계시민교육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목

표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 세계시민에 대한 개

념의 정의, 추구하는 교육 목표, 관련 학습 주제, 구체적인 교육과정 등이 제

시되어 있지 않아 세계시민교육은 교사들에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여전히 

낯선’ 개념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임.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교사가 응답자의 61.9%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시민교

육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 본적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

한 비율도 60% 이상을 차지함. (이성회 외.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

제. 한국교육개발원. 2015)

○ 주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기록과 점검을 하고, 단위학교의 참여자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나타난 태도, 인식, 또는 행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

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함. 

○ 이행 체계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

적으로 시민성 교육(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환경교

육 등)을 담당하는 통합된 부서가 부재함. 정책과 사업에 일관성이 결여된 채, 

단기적 사업 또는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의 일환으로 관료주의화 되고 있음. 파

편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한국 공교육의 철학과 관점의 부

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의 제도화에 

앞서 통합된 이행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함. 

○ 이에,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제도학습(교육), 평생학습 내 정치학습(민주시민교

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TF로 구성하여 학교 교육 및 시

민사회 평생교육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태도, 인

식, 또는 행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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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1)� ‘민주시민학습네트워크’� 등� 서울시를� 중심으로� 민주시민학습� 풀뿌리모임� 추진�

○ (사)중랑문화연구소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관련 시민사회와의 국회 세미나 등의 

제도 마련 노력하고, 서울시 민주시민학습네트워크 등 설립 및 활동을 추진함.

○ 시민(청소년)이 헌법과 민주주의 관련 해외공공문헌들을 자원활동가로 직접 번

역에 참여하여 교재를 스스로 만들어 공유하고, 영어학습 뿐 아니라 세계관, 국

가구조, 헌번, 국제법, 세계근대사, 갈등, 분쟁 등 국제사회와 인류에 이바지 하

도록 진행(A practical Guide to Constitution Building 등).

https://www.idea.int/publications/catalogue/practical-guide-constitution-building

(2)� 지역사회기반� 마을운동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

○ 일부 학교 안에서 진행된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시수 및 전달방법의 제한점으로 

세계화에 대한 지식 전달 및 가치교육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국제

개발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많

은 경우 일회성 혹은 행사성 교육으로 국한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의 경우, 지속적인 성찰과 능동적 실천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세계시민 논의에 맞추어 청소년의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세계시민리더십 ‘꿈의 학교’를 운

영함. 

○ ‘꿈의 학교’는 지역사회기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서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취지(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기본 이념으로 청

소년의 의식과 행동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시민

교육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현실

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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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8
경제/노동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

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양질의� 일자리� 참여기회� 및� 노동권� 적용에서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총� 4

개� 세부목표�관련�국내�이슈�및� 실천사례를�제시함(SDG� 8.5/8.6/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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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참여기회� 및� 노동권� 적용에서의� 불평등� 해소

(SDG� 8.5� &� 8.6� &� 8.7� &� 8.8)

8.5� 생산적�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창출�및�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달성

8.6� 2020년까지� NEET� 청년� 비율�대폭� 감소

8.7� 강제노동�및� 아동노동�근절

8.8� 노동권�보호� 및� 안전하고�안정적�노동환경�조성�확대

1)� 현황

○ 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도 

커짐. 

○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심화된 데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

•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노조 적대적 노동정책

• 비정규․간접고용 노동 증가

• 저임금․장시간 노동 제도와 관행

•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간 불공정 경제구조

• 빈약한 사회안전망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실현이 국정전략

과 과제로 표방되며,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실노동시간 단축, ▲ 최

저임금인상 등 개혁적 노동정책이 추진되어 노동시장 내부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

○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저항과 정치공세가 격화되며 노동정책 전반의 

속도조절 또는 후퇴가 나타나, 노동운동과 정부간 갈등이 커짐. 특히 글로벌 스

탠다드인 ILO기본협약 비준마저 사용자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연되고 있음.

○ 한편, 정부 노동정책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참여기회와 노

동권 보장에서의 사각지대가 온존되고 있음.

(1)� [노동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제약,� ILO핵심협약� 비준도� 지연

○ 한국은 ILO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였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은 미비준 상태.

○ 노동조합의 가입자격과 자유로운 활동의 권리를 제한한 노동조합법에 의해, ▲ 

해고자‧실업자‧교원의 노조가입 제한, ▲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제한, ▲ 노조전임

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권의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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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국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현황(2019.4월� 기준)]

비준�협약

균등대우
제100호(동등보수�협약)

제111호(고용과�직업의�차별�협약)

아동노동금지
제138호(최저연령�협약)�

제182호(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협약)

미비준�협약

결사의�자유
제87조(결사의자유와�단결권�보장�협약)�

제98조(단결권과�단체교섭권�협약)

강제노동금지
제29조(강제노동�협약)

제105조(강제노동철폐�협약)

(2)� [여성]�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의� 2.5배,�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는� 세계� 하위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7년 기준 34.6%로써, OECD 평균(13.8%)의 2.5배

에 달함(OECD, 2019, Gender wage gap).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젠더격차리포트의 경제참여와 기회 부문에서 조사대

상 149개국 중 124위로 하위권을 차지(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2018년 8월 현재, 전체 여성노동자의 91.2%가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

함(남성의 경우 84.7%)(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여성(21.7%)이 남성(14.3%)보다 훨씬 

높음(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17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임금이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의 

52.6%, 5인 미만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35.6%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

루어볼 때, 여성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보다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하

고 있음(통계청, 201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내 규모별 임금실태조사).

(3)� [청년]� 높은� 노동시장� 진입장벽,� 불안정� 고용,� 노동권리� 교육기회� 부족

○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NEET 비율은 23.58%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

지(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34권 4호). 

○ OECD의 NEET 범위는 15세~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 20대 중반 이후에 

대부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 NEET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국내 사업체 빈 

일자리는 2019년 1월 기준 16만 6,700개로 1년 전보다 3만 9,717개가 줄어듦

(통계청, 2019,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15∼29세) 노동자는 67만8천명

으로 전체 청년 노동자의 18.4%이며,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미

만인 비율은 60.9%에 달함(한국노동연구원, 2019, 노동리뷰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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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전문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 과도한 야근과 주말

근무, 위험작업 투입, 직장 내 폭력과 같은 심각한 차별에 직면. 

•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 중 산업체에 

파견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7년부터 실시.

○ 각종 안전사고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2017년 정부는 현장실

습제도를 폐지했으나,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1년 만에 다시 재개함. 

○ 현장실습 학생 절반가량은 노동법‧산재예방‧성희롱 교육 등을 받지 않고 현장에 파견.

(4)�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실업률은� 비장애인� 대비� 두� 배� 이상

○ 2018년 기준,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1%, 고용률은 

20.2%, 실업률은 8.4%임. 

○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현저히 낮

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표� 4-2.�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비교(추정)(명,� %)]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수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34.5 6.6

중증장애 787,264 173,653 159,033 14,620 613,611 22.1 20.2 8.4

경증장애 1,707,779 749,244 702,615 46,629 958,535 43.9 41.1 6.2

전체�인구 44,14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9 61.3 4.0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등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는 특성을 가

졌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45.5%에 달하는데, 결국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

가 전체 고용 의무 대상 사업체의 절반에 이른다는 의미임(고용노동부, 2019,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 고용이 되더라도 임금수준,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이 보장되지 않는 낮은 수준

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직종 역시 제한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질 낮은 일자리는 중증장애인, 고령장애인, 장애여성 등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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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됨.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누리는 각종 노동기본권(취업규칙 열람, 부당해고

제한, 경영상이유해고제한, 우선재고용, 해고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신청, 

퇴직급여, 휴업수당, 주40시간노동, 연장근로제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4.6%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고용노동부, 2017,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 실천사례

(1)� ‘사회적� 대화’를� 통한� ILO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추진

○ 2018.7월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관

련 노동조합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용자단체가 노동자의 단

결권 강화에 비례해 사측의 대응권 강화(▲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

위 금지 등)를 요구함에 따라, 2019년 4월 현재 대화 결렬상태.

○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先) 입법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단체들은 정부의 선(先)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 ILO핵심협약은 노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이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수차례 약속을 공언해온 만큼 정부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비준해야 함.

(2)� 온전한�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캠페인� 및� 협상

○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

적 지지여론이 확산되며 2017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목표로 세움.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16.4%)되며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으

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증가 및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완화를 이유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효과가 삭감됨.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또한 2020년 시급 1만원 도달에 필요한 최소 인상률

(15.3%)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됨(10.9%).   

○ 최근 정부‧여당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반대

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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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의 인상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함. 

○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확

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사회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3)�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민관합동� TF� 구성�

○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의를 맞이하여 한국 

UNCRPD NGO는 장애인근로자의 국가적 차원의 임금보전 정책 시행 권고를 

위한 민간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최종견해 도출. 

○ 2015. 9.15.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

전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 2017. 4.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2017. 4. 2017대선장애인연대 15대 요구공약에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보전’ 요구.

○ 2017.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활성화 간담회 개최.

○ 2017년 11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중증장애인 부모들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

장을 위한 3대 정책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함.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 2018년 2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정책 제안에 대하여 민관 합동 TF를 구성함.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

○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노동자(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이 실제

로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임. 

○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인상, 

사업주에 대한 의무고용 이행 지도 강화, 다양한 장애인 노동자 지원 정책(발달

장애인 지원고용 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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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노동시민사회의� 노력
○ 2012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이 확

대되고 점차 청년, 일반시민 등으로 범위가 넓어짐. 

○ 한국노총은 전국 19개 지역상담소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노동권에 대한 이해와 권리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함.

○ 2018년 10월 현재 67개 기관(단체)에서 청소년, 시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총 

211개의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중앙정부의 총괄적이고 정책적 지원 없이 각 지역 및 단체별로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의 지속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

가 이루어지며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실현, ▲노동인권교육 전

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기업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중앙단위 노동교

육기관 거버넌스 구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률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5)� ‘노동회의소’� 도입�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추진

○ 우리 사회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전체 노동자 가운

데 90% 가까운 노동자가 미조직상태에 있으며 그 상당수가 중소․영세사업장의 

사회적 취약계층임(한국노총 외, 2017,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새

로운 방식의 이해대변기구로 ‘노동회의소’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노동회의소’란 법정 경제단체(상공인 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전체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법정 노동단체(법정 노동자 자치조직)를 의미함. 

•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모든 노동자를 의무가입 회원으로 하여 이들을 위

한 각종 법률서비스(상담, 분쟁조정·중재 등) 제공 및 교육·훈련, 문화, 주거·

교통·환경문제 등 노동자들의 지역생활권에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동단체조직을 말함.

○ 현재 서울시․경기도를 우선으로 하여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도입 추진 중임. 종

전 ‘노동권익센터-(자치구)노동복지센터’ 운영모델을 점진적으로 ‘노동회의소’로 

전환함으로써,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대변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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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노동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

로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야당과 사용자단

체의 반대로 계류상태임.

(6)� 성별임금격차에� 맞선� 여성노동계� 공동행동

○ 성별임금격차는 2007년 41.7% 이래 2017년 34.6%로 10년 간 7.1%p가 개선되

는 수준에 머무름(OECD, 2019, Gender wage gap). 

○ 성별임금격차 수준과 원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별임금격차를 타

파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해, 20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부터 ‘조기퇴근시위 3시 STOP’을 진행함. 

• ‘조기퇴근시위 3시 STOP’의 주요 요지는 남성들보다 36%(2015년 기준) 적

은 임금을 받을 경우,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다름없으

므로 3시부터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에 항의하는 것임.

○ 또한 2017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임금차별타파의 날’로 정하여 기자회견 등

을 진행하는데, 이는 전체 여성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 따라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38에 불과하여 

여성은 5월 18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성별임금격차가 고용형태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더 심각해짐을 꼬집어 반향을 

일으킴.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20

SDG10
불평등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총� 4개� 세부목표�관련�국내�이슈�및� 실천사례를�제시함.

•� 장애인의�경제적,�사회적,�정치적�지위�현황과�과제(SDG� 10.1� &� 10.2� &� 10.4)

•� 차별적�법,� 정책,� 관행의�철폐와� 적절한�입법,� 정책� 수립(SDG�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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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현황과� 과제(SDG�

10.1� &� 10.2� &� 10.4)

10.1� 2030년까지�소득하위� 40%�인구의�소득성장률을�국가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점진적으

로�달성�및� 유지

10.2� 2030년까지�나이,�성별,�장애,�인종,�민족,�출신,�종교�혹은�경제적�또는�기타�신분에�관

계없이�모든�사람에�대해�사회적,� 경제적,� 정치적�포용을�강화하고�증진

10.4� 재정,� 임금,� 그리고�사회보장에�대한�정책�등을� 채택하고�점진적으로�평등�확대를�달성

1)� 현황

(1)� 장애인의� 빈곤,� 비장애인의� 2배

○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를 수급 받고 있는 장애인은 약 38만 명이며, 이는 전체 장애인의 약 15%임.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천원으로 2014년 2,235천원에 비해 8.3%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 3,617천원에 비해 66.9%에 불과함.

○ 연소득 10,000천원 미만의 장애인가구 비중은 2016년 22.5%에서 2017년 

22.3%로 다소 줄었지만, 전체가구 중 연소득 10,000천원 미만 비중이 11.7%

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임.

○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전체가구 19.5%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중위소득 50%와 빈

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는 빈곤갭(gap) 역시 37%로 전체가구

(35.4%)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2)�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되었음에도�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가족의� 책임은� 줄지� 않아

○ 장애인을 포함하여 빈곤문제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

무제 기준’ 폐지는 현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만 이뤄졌음. 

• 부양의무제란, 저소득층일지라도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직계가족 구성

원이 있으면 생계비 등을 받지 못하는 제도로써, 가족 구성원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장의 기본 책임을 여전히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음.

○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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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대상 제한

에 갇혀있으며, 기초급여가 조기 인상되었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도 이

뤄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수당 역시 차상위 120%까지만 지원되고 있으며 금액도 2~4만원에 불과함.

(3)� 취업과정에서� 30.9%� 차별� 경험,� 근로소득� 비중도� 낮아

○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

에 대해 취업과정에서 30.9%가 차별을 경험하였고, 보험제도 계약 과정에서도 

36.4%가 차별을 경험하였음.

○ 2017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3,683만원으로 이중 근로소득은 

1,942만원(52.7%), 공적이전소득은 572만원(15.5%)로 나타남. 

○ 전체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이 5,010만원, 근로소득이 3,276만원(65.4%), 공적

이전소득이 295만원(5.9%)인 것과 비교하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2)� 사례

(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운동

○ 2010년 기초법 개정을 위한 조계사 농성과 2012년부터 1,842일간 진행된 부양의

무제 폐지 운동을 통해 빈곤문제 1호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론화함. 

○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주요 후보자들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

한 약속을 이끌어냄.

○ 또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끌어 내었고,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중임.

(2)�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장애인의 대표적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등급 1급부터 중복3급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 수급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

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사회수당의 의미를 갖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경증장애수당을 실질적

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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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촉구� 활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활동

○ 2008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선택의정서 비준과 보험가입 관련 유보된 조항의 비준 등을 촉구하는 활동

을 지속해옴.

○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후속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통한 제도개선 촉구 활동부터 개별 사례 구제 등 권

리구제 활동 등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의 한계

들을 이슈화하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4)�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및� 일자리� 확대� 요구

○ 한국은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평균 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함. 

○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통해 구시대적 정책 패러다임 폐지를 계기로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부합되게 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일자리를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

지를 함께 요구함으로서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는 중증장애인도 배제되지 않

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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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적�법,�정책,�관행의�철폐와�적절한�입법,�정책�수립(SDG� 10.3)

10.3�차별적인�법,�정책�및�관행�등을�철폐하고�이와�관련된�적절한�입법,�정책� �그리고�조치를� �

강화하여�동등한�권리를�보장하고�성과에�있어서�불평등을�감소

1)� 현황� :�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보장하고, 나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고 있음.

○ 유엔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은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지만, 정부는 실현하지 않고 있음. 

○ 2007년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

회, 인권운동 진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법 

제정과 발의는 계속 무산되고 있음.

2)� 사례�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8년� 동안� 전국� 11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 2011년에 발족해서, 현재 전국의 118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차별

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되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체 간담회, 대중 캠페

인, 입법 추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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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3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

급� 대응

○�총� 2개� 세부목표�관련�국내�이슈�및� 실천사례를�제시함.

•� 온실가스�감축을�위한�재생에너지,� 친환경교통�정책의�통합(SDG� 13.2)

•�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교육�및�인식�제고� (SDG�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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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친환경교통� 정책의� 통합

(SDG� 13.2)

13.2� 기후변화�조치를�국가�정책,� 전략�및�계획에�통합

1)� 현황

(1)� 대규모� 전력� 공급체계로� 희생됐던�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소외

○ 소극적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재생에너

지 발전비중을 30~35%로 설정. 2040년에도 화력발전과 원전 비중 높게 유지 및 

에너지 전환 속도 둔화 우려(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2019.5.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와 관련해 30~35%로 제시. 40% 이상의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만족하지만, “35%를 넘어서면 재생에너지 출력 급변동 시 출력제한 및 백업설

비(ESS, 가스터빈 등) 비용 급증”을 이유로 ‘35%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표� 6-1.�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양수 계

2017 30.3% 45.4% 16.9% 6.2% 0.6% 0.7% 100%

2030 23.9%� 36.1% 18.8% 20.0% 0.3% 0.8% 100%�

*� 자료:�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12)

○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미비: ‘RE100 캠페인’ 등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원하는 

기업과 시민 수요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불가.

•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는다는 

캠페인이며, 이는 에너지 생산자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에너지 

소비 기업이 주 가입 대상. 

•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은 스스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제

시하고, 이에 따른 실적 리포트를 매년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받음. 

• 2014년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시작한 RE100 캠페인은 미국, 유럽, 

중국, 인도에 본사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최근에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업 참여로 확대됨. 구글, 나이키, HP, 소니, 스타벅스, 켈

로그, 코카콜라를 비롯한 175개사(2019년 5월 21일 기준)가 참여 중이며, 이

미 최종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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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가발전 방식 외에 녹색전력요금제

도나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불가능

○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미흡: 재생에너지 사업이 외지인에 의해 주도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역주민 소외, 정보 비대칭성 및 올바른 정보 제공 미흡, 이익 공유 부재.

○ 지자체 역량과 권한 제약: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생에너지 관련 전담인력이 전무

한 등 재생에너지 관련 지자체의 역량과 권한이 제한적.

○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미흡: 바이오매스가 화력발전소나 대규모 발전소 등에서 대

량 소비되면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의 국내 바이오에너지 산업 기형적으로 성장

• 2012년부터 RPS 제도에 따라 발전용 목재펠릿(3∼4급) 수입량 급증

•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달성을 위해 동남아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대량 수입으로 국내펠릿산업 경쟁력 악화.

[표� 6-2.� 연도별� 목재펠릿� 생산(공급)량� (단위:톤)]

연�도 합�계 국산�생산량 수입�공급량 자급율(%)

2013년 � � 550,271 65,603 484,668 11.9

2014년 1,940,103 90,462 1,849,641 4.7

2015년 1,552,821 82,137 1,470,684 5.3

2016년 1,769,213 52,572 1,716,641 3.0

2017년 1,773,294 67,446 1,705,848 3.8

� *� 자료:� 산림청,� 2018

○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 필요: 여러 나라에서 100%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 한국도 원

전과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2040년 최소 

40~50%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설정할 필요.

○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마련 필요: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전

력시장을 개편. 화력발전과 원전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외부비용 반영을 통한 공

정한 경쟁 유도 필요.

○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확대 필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 필요.

○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책

을 수립, 자원순환형 및 주민참여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촉진 필요.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 억제� 정책이� 소극적

○ 경유차 급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 대수가 1천만 대 육박하는 등 

경유차가 급증해 친환경차 증가량을 압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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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자동차� 연료� 종류별� 등록현황� (단위:� 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휘발유 9,276,235 9,399,738 9,587,351 9,808,633 10,092,399 10,369,752 10,629,296

경유 7,001,950 7,395,739 7,938,627 8,622,179 9,170,456 9,576,395 9,929,537

LPG 2,415,485 2,391,988 2,336,656 2,257,447 2,167,094 2,104,675 2,035,403

하이브리드 75,003 103,580 137,522 174,620 233,216 313,856 405,084

CNG 37,003 39,708 40,457 39,777 38,880 38,918 38,934

전기 860 1,464 2,775 5,712 10,855 25,108 55,756

수소 - - - 29 87 170 893

기타 63,997 68,647 74,567 81,488 90,364 99,421 107,652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16.)

○ 수송용 세제개편 지연: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 85로, OECD 평균인 

100대 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유차 신차 구매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표� 6-4.� 유종별� 환경피해비용� 추정� (단위:� 억원,� 원/ℓ)]

휘발유 경유 LPG 합계

CO 48,581 18,707 9,499 76,787

NOX� 10,555 147,903 3,126 161,584

SOX� 23 40 6 69

VOC� 615 417 35 1,067

PM2.5� 64 19,148 0 19,212

CO2eq.� 7,430 13,895 3,358 24,683

합계 67,268 200,109 16,024 283,401

*� 자료:� 이동규,� 2017,� 「수송용에너지상대가격합리적조정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표� 6-5.�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휘발유 경유 LPG

OECD� 평균 100 93 -

세계�평균 100 91 55

한국 100 85 50

*� 자료:� 구재이�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2019)

○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활성화 미흡: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 대

중교통 분담률 비중이 자동차 분담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음.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역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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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비중을 지표로 설정 필요: 단순히 친환경차 보급대수가 아닌 전체 차량 

중 또는 신규 차량 대수 중 친환경차 비중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 기존 내연기관

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 필요.

○ 대중교통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필요: 대중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재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대중교통 

정책 개선,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자전거도로 등 확충 필요.

○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필요: 2030년부터 경유 승용차 판매 금지, 친환경차 의

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필요.

○ 유류 상대가격 조정 및 보조금 폐지: 경유차 신차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경유세

를 정상화하고 유가에 지급되던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

경차 전환 등 다른 형태의 지원 정책으로 변환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필요: 80%가 도로건설 등 SOC 사업에 지출되는 현행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고 대기보전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 필요.

(3)�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간� 통합적� 연계� 부족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낮

아...4.5%� 온실가스� 감축량을� 해외에� 의존

○ 온실가스 계속 증가: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694백만 톤은 당초 2020년 감축 

로드맵에서 수립한 목표배출량 621백만 톤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증가 예상(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2016년 기준), OECD 2000~2016년 증

가율 3위 (IEA, 2018)

○ 파리 기후협정 1.5도 목표와 한국 목표의 간극: 한국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36

백만 톤으로, 이 목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 제기

(Climate Action Tracker, 2018.12).

○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부정합: 최상위 에너지법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

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의 상관성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기후정

책 후퇴 우려.

○ 석탄발전 확대: 석탄발전의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84,186GgCO2로 1990

년 대비 980% 증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증가하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

혔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신규 석탄발전

소 건설과 노후발전소 수명연장으로 온실가스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 최신 석탄

발전 설비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제한적.

○ 해외 감축 의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서 4.5%는 국외 감축을 통해 달

성하겠다고 설정했지만, 이행수단이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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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 조기폐쇄법 마련 필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2030년 비중을 

20% 미만으로 설정, 석탄발전 조기폐쇄법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기준 마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백지화 필요.

○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필요: 지구온난화 1.5도 억제 목표를 위한 국내 온실가

스 감축목표 대폭 강화, 국외 감축의존 축소 필요.

2)� 실천사례

(1)� 지자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전� 수립,�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운동� 추진

○ 지방정부의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비전 수립 촉진: 시민사회에서 ‘100% 재생에너

지 비전’을 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들

이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

는 등 중앙정부보다 지자체들이 의욕적인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 

○ 재생에너지 선택권 촉구 캠페인: 국회와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

티브’를 구성해 기업과 시민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중. 녹색전력요금제뿐 아니라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보장을 촉구.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역사회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 시민단체는 ‘태양광창업스쿨’ 등 시민 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한화와 함께 2017년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태양광창업스쿨을 진행, 분기별로 80~100명의 시민 참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캠페인� 추진

○ 파리협정 1.5도 인식 확산: 2018년 10월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

택을 계기로, 국내 기후변화 인식 확산 노력. 시민사회 “지구와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도” 캠페인을 진행

○ 석탄발전 퇴출 운동: 석탄발전 수명연장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 

충남도와 시민사회가 정부에 적극 요구. 이에 따라, 2019.04. 산업부, 석탄발전 

수명연장 잠정 중단하는 등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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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SDG� 13.3)

13.3�기후�변화�완화,�적응,�영향�감소,�조기�경보에�대한�교육,�인식�고취,�인구�및�제도�역량�개선

1)� 현황�

(1)� 기후변화� 적응� 이슈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국민� 의식·수요�

조사� 미흡

○ 환경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국민들 관점의 정보 수집을 위해 환경부에

서는 일반국민과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를 수

행 중이나 조사주기가 5년 주기로 길다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기후변화 인식과 관련한 국가차원 조사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대국

민 인식도 조사’가 있으나 2008년 2차 조사 이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 국민이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수용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국민의 인식

을 파악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2) 따라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대국민 인식 및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미래세대‧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교육� 부족해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은 높

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의 응답비율이 59.5%로 

가장 높으며, ‘들어본 적 없다’의 응답비율은 3.2%에 불과함. 

• 반면,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폭염 및 자

외선 취약군 건강관리, 기상재해 대비 체계 완비 등 포함) 인지여부에 대해서

는 ‘이름만 들어본 정도’와 ‘들어본 적이 없다’의 응답비율이 각각 50.9%와 

16.0%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국

민환경의식조사 연구).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응답자의 83.9%가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지여부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이름만 들어본 정도

이다’와 ‘들어본 적이 없다’가 각각 51.6%와 32.3%로 나타남).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기후변화와�건강에�대한�국민의�인식과�국가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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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응답자의 74.2%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임. 사회계층(본 조사에서

는 상/중상층, 중간층, 중하층, 하층으로 분류함) 중에는 ‘상/중상층’(50.1%)에

서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

계층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에 못 미치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15.0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이상기후별 취약지역·계층의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인식조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홍보 전략이 구체화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적응 국·영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브로슈어 

제작 등과 같은 일시적인 홍보 및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관계부처합동, 

2018,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교육부 의지가 매우 약한 상황인데, 기존 교육제도 내 기후변화 적응 교육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과제 소관 부서에 교육부가 빠져 있으며, 2020년까

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소요예산으로 책정한 예산 또한 부재한 상황임.

2)� 사례� :� ‘청소년� 기후소송단’� 구성� 등...미래세대,�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 나서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3)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의 정책 의사결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

다는 인식이 커지며 직접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는 청년단체가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은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이 중 ‘꿀벌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생태계 위기와 이로 인한 문

제점을 알리고 참가자들이 직접 야생화를 식재하는 프로젝트로 총 2회 진행

됨. 제 1회 꿀벌 프로젝트(2014)는 구로구청과 GEYK 공동주최, Urban Bees 

Seoul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2명의 서울시민들이 함께 함. 제 2회 꿀벌 

프로젝트(2016)는 GEYK 주최,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과 푸른아시아 후원

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함. 

3)� 저먼왓치(Germanwatch)와�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는�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UNFCC� COP)에서� 그� 해에�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함.�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를� 대상으로� 4개� 부문(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사용�및�기후정책)� 기후변화대응능력을�산정한�지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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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 2회 꿀벌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세

대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 또한, 청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인식을 제고하고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2014년부터 

<Power Shift Korea>4) 프로젝트를 전개함. 

• 2018년 <Power Shift Korea>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된 ‘갑자기 분위기 저탄

소 라이프’에서는 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

류, 식량, 건축, 금융 및 투자 부문의 각 전문가 패널 5명과 청년 50여명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솔루션을 공유하고, 저탄소 라이프로의 전

환을 위해 활발한 토론과 네트워킹이 이뤄짐.

○ 국제적으로는,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관하여 활동함. 청년의 

목소리를 회의의 주체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명서 작성, 기자회견, 캠페인 기

획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자 노력 중임.

• 구체적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을 표명

하고자 적응(adaptation), 투명성(transparency),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ACE(Action on Climte Empowerment) 워킹그룹에 정책 페이퍼를 

작성 및 전달하는 역할을 Youth Constituency인 YOUNGO와 함께 함. 

• 매년 한국관(Korea Pavilion)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청년들과 함께 각 

나라의 기후변화 정책과 청년 활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당사국총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함.

○ 한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청소년 소송단, 청년 지

원단, 성인 지원단,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2018년 구성됨.

○ 2019년 3월 15일 ‘315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매 짝수 달에 

변호인단에서 주최하는 ‘기후소송포럼’을 진행해 기후변화와 환경소송에 대해 학

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청소년 기후소송단’은 올해 9월부터 모의재판을 준비해서, 12월에 법원을 빌려 

모의재판을 진행할 계획임.

4)� Power� Shift� Korea는� 세상의� Power(힘)의� 축을� Shift(변동)하고,� 우리가� 쓰는� Power(에너지)를� 신재

생에너지로� Shift(변동)하자는�의미의� 350.org와의�협력� 프로젝트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34

SDG16
평화/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

인� 사회� 추진,� 모두를� 위한� 사법정의�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포용

적이며� 책임있는� 제도의� 구축

○�총� 6개� 세부목표�관련�국내�이슈�및� 실천사례를�제시함.

•� 모든�형태의�폭력�근절:� 여성,� 장애인,� 아동�이슈와�사례(SDG� 16.1� &� 16.2)

•�형사사법절차에서의�장애인�인권을�고려한�제도�현황�및�과제(SDG�16.3�&� 16.9)

•� 참여�거버넌스의�현황과�과제(SDG� 16.7)

•� 정보의�공공�접근성(SDG�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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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여성,� 장애인,� 아동� 이슈와� 사례

(SDG� 16.1� &� 16.2)

16.1� 모든� 형태의�폭력� 및� 폭력관련�사망률을�상당�수준으로�감소

16.2� 아동에�대한�모든� 형태의�폭력,� 고문,� 학대,� 착취,� 매매�근절

1)� 현황

(1)� 장애인에� 대한� 가족‧학교‧시설� 내� 폭력사태� 지속
○ 장애인복지법상 설치된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첫해인 2017년 1월부

터 6월까지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984건이 접수되었고, 장애유형별로는 지

적장애인 학대사건이 77%로 다수. 전국 17개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사건 대응.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 및 정신적 폭력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할 가정 내에서도 여전히 폭력이 발생.

[표� 7-1.� 장애인� 학대� 유형� 실태]

NO 학대�유형 비율(%)

1 언어� 폭력 81.0

2 정신적� 폭력 47.6

3 방임�및� 유기 16.4

4 신체적�폭력 16.2

5 경제적�폭력 13.1

6 가족� 내� 차별폭력� 경험 5.3

＊출처�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 예를 들어, 2018년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사건이 발

생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가혹행위(억지로 고추장 등을 먹이는 행위, 감금 등), 

폭행(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 언어폭행(자기표현이 가능한 장애학생을 

협박하여 학교 내 폭행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등으로, 이에, 서울시내 3개 학교 

교사를 비롯한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진행 중(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3월 7일 보도자료 ‘서울 관내 특수학교 장애인 학대사건 수사 결과). 

○ 또한, 경기도 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서로 싸우도록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해 돌

려보며 욕설과 조롱행위를 하는 괴롭힘 사건, 전북 내 시설에서 농장을 운영하

면서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행위가 발생(2019년 5월 7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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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해 장애인 쉼터는 전국적으로 총 8곳에 불과해, 학대 피해 아동쉼터가 

전국적으로 58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 피해가 발

생하여도 쉼터 등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가해자에게 돌아가거

나 피해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표� 7-2.� 피해� 장애인� 쉼터� 현황]�

구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쉼터� 8 1 - 1 - - - - - 1 - - 1 - 1 1 - 1

＊출처� :� 2018�장애인학대�현황�보고�및�노동력�착취�정책�대안�마련�토론회�발제문�중(주최�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지원� 부족

○ 2015년 기준, 전국의 26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상담 및 

지원건수는 총 27,972건이며, 이 중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상담은 

17,921건(64.1%)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출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5, 장애권역 통계분석).

○ 장애여성 가정폭력 쉼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

○ 여성가족부의 예산 기준이 낮아, 현재 여성지원시설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1,878,000원으로, 2019년 최저 임금 기준(1,745,150원/월)에도 미치지 못한 종

사자들 처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며, 각 상담소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근로조

건 개선 보고서).

○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수적으로 부족하고, 장애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쉼터 이후 자립기반이나 자원이 부족하여 보호시설 퇴소이

후의 삶이 보장되지 못한 점이 심각.

[표� 7-3.� 장애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구분 개소�수(개) 수용규모(명) 피해자�수(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1 (비공개) (비공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쉼터� 1개� 포함)
3 (비공개) (비공개)

＊�출처� :�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곳� 이외� 보호시설의� 정확한� 수용정원� 통계가� 부재하고,� 보통� 보호시설

의�정운원� 1개소� 당� 15~20명.

*� 보호시설의�경우,� 정보� 비공개�대상으로�거주하는�피해자�수�및�비율�정보� 파악이�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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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 증가...아동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성인� 관점의� 아동정책� 접근이� 문제

○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의 사

례 중, 중복학대가 10,875건(4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복

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8,757건(39.2%)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7-1.�아동학대사례�유형(중복학대�별도�분류)]� � � � � � [그림�7-2.�아동학대사례�유형(중복학대�미분류)]

*� 출처:�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2017년 사망아동 사례는 46건이며, 38명의 아동이 사망함. 사망아동 사례의 유

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22건(4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을 통해 신고접수 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됨.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

가아동보호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7-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한편, 2017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70건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5.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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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3세~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13년 이후 감소세였다

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죄가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 범죄는 78.7%나 

증가함.

[그림� 7-4.�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2008년~2017년)]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아동폭력 근절과 관련한 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정부와 시민사

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은 대응절차

나 구제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한 예로, 최

근 4년간 몸캠피싱의 누적 피해자가 총 3만 1,000여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됨(시장경제, 02.26 ‘몸캠피싱’ 피해자 절반이 청소년...

예방교육 시급” 기사 참고).

•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을 가하는 신종 범죄를 의미함.

○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

으며, 이 때문에 피해 아동들은 도움요청을 할 만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사이버보안협회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몸캠피싱에 무방비로 노출된 10

대 청소년에 대해 누구도 사이버 범죄 인식에 대해 교육 하거나, 사이버 범

죄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함(머니투데이, 

2018.03.13. “몸캠에 ‘죽고싶다’ 속앓이...기사 참고).

○ 폭력을 경험하거나 그럴만한 잠재적인 위험에 놓인 아동이 구제절차와 대응방법

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고, 권리침해 시 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까

지도 포괄적으로 고려된 아동보호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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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아동학대 및 폭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는 아동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관점에서 추진하는데서 비롯되는데, 이에, 유엔에서

는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

할”(UN, 2006,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2019년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아동참여, 아동권리기반 접근을 

통한 SDGs 달성 계획, 시행 및 모니터링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는

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과 점검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임.

○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국가 SDGs 수립 과정에서도 아동의 참여와 관점이 보장되지 못했고, 결과

적으로 아동폭력 관련 목표와 지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아동이 성인들과 동등하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이

해당사자’로서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SDGs 정보 제공, SDGs 교육 및 홍보가 전제되어야 함. 

2)� 실천사례

(1)� 특수학교� 폭행사건에� 대한� 법적� 공동� 대응

○ 특수학교 폭행사건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와 민간 장애인 차별 상담소 법률지원

단 변호사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장애당사자와 부모에 대한 변호

사 법률 지원을 통해 형사사법절차 대응을 함께 진행.

○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면담요청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

○ 00학교의 폭행가해자 12명 중 방관의 혐의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 기자회견 및 검사 면담을 추진하고 항고장을 접수.

(2)�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운동� 시작

○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반복되는 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도 정부와 해당청은 시설의 폐쇄 등 적극적인 조치에 매우 소극

적으로 조치.

○ 이에,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선언을 통

해, 10년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시설 거주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로의 전환, 복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시민 운동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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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 페쇄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 및 신규 입소 금지

• 범죄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 30인 이상의 대형시설 5년 이내 폐쇄

•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자립생활)주택 및 개인별지원서비스 등

(3)�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지원

○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및 (사)장애여성공감에서 다양한 폭력, 인권침해, 차별

을 경험한 장애여성들을 상담 및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자조모임

/교육을 통해 장애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주체적인 구성원,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

○ 또한, 2017년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보고

서>를 발간함으로써, 젠더폭력 지원 단체에서 장애여성 내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체계와 대안을 제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여, 쉼터 

확충을 비롯한 제도적인 공백을 해결.

(4)�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정책개선� 활동과� 아동학대� 시민인식� 제고� 활동

○ 2013년 10월 울주군에서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어린이재단에서는 

NGO, 변호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

선위원회'를 발족함. 

○ 2개월 동안 사건과 관계된 24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복지

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한 후, 이 모

든 것을 토대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9월, 아동복

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반영되는 성과를 달성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체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 의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어린이재단에서는 온

라인, 오프라인, 인식개선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적인 캠페인을 추진함.

(5)� 아동권리기반으로� 한� 정책제안� 등�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 공간� 마련

○ 어린이재단에서는 제도개선,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아동보호 사업 과정에

서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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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전국 8개 옹호센터를 중심으로 제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아동 공약

을 제안하기 위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추진하였는데, 전국 초‧중‧고등학

교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서 토론회, 면접조사, 의견서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11,303건의 아동 의견이 접수 되었고, 국회에서 아동 대표와 함께 

아동정책 공약 발표회를 진행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 근절 

및 아동음란물 강력 규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아동보호 정책을 대선 후보자들

에게 제안하며 권리주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

� � � � � � � � � � [사진� 7-1.� 아동� 정책� 공약� 발표회]� � � � � � � � � [사진� 7-2.� 아동� 의견� 수렴]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 또한,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국제어린이재단연맹에서 개

발한 아동 참여형 아동보호 활동인 CFAcc(Child-friendly Accountability)를 추진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아동이 아동 폭력 실태를 알고, 아동보호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 이해하며, 보호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3가지 활동(조사, 

분석,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SDG 16.2 이행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018년 16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아동권리교육, SDGs 교육, 아동보호 이슈별(아

동 성폭력, 청소년 노동, 아동학대 등) 전문 교육 참여, 대중인식개선 캠페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및 대한민국 시민 in 학생축제 등에 참여하며, 자신이 가진 

권리와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성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개선안(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

한 갈등조정자문단 신설 내용 제안)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함. 

[사진� 7-3.� 학교폭력�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토크콘서트,� 캠페인)]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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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제도� 현황� 및�

과제(SDG� 16.3� &� 16.9)

16.3� 국제� 및� 국가수준에서�법의지배�촉진�및� 동등한�법의� 접근성�보장

16.9� 2030년까지�출생등록을�포함하여�모두에게�법적�신원� 제공

1)�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 접근성� 지원� 확대� 및� 성년� 후견제도� 개선� 필요

○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 규정이 매우 부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 의사소통조력인 제도

• 민사소송법 제143조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통역인 제공, 

정신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진술보조인 함께 출석 가능

• 형사소송법 제181조 : 농아인 통역 제공, 농아자‧심신장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 형사소송법 제163조 :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공판 조서 낭독 청구 등

•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전담 경찰 배치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절차에서의 접근성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만, 현재 형사사법절차상 지원제도는 수어통역 제공과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제

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정도만 운영.

○ 교정시설 안의 장애인에 대한 상황은 현재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

여 교정, 구금시설은 전혀 내부의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장

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의 어려움으로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 각각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인력이 실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대리권을 타인에게 부여함으로 대

리권을 행사하게 하여 심각한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상속 등의 과정에서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음. 

○ 이에 유엔은 권고를 통해 대리권의 폐지 및 의사조력 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여러 

차례 제시해오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개선이나 변경에 대한 의지를 정

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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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사례

(1)� 형사‧사법절차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
○ 2018년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진행과정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

하여, 재판과정에서 최초로 수어통역과 자막이 방청객을 위해 동시에 제공됨.

○ 장애인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소송 등 관련 소송 진행과정에서 많은 수의 휠

체어 장애인이 함께 재판을 참관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의 장애인 편의 등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직접 보여주고 요청하는 계기를 마련.

(2)�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참여

○ 법원행정처에서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였는데, 장애인단체

의 요청으로 장애인 단체가 연구반에 함께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대

안을 제시.

(3)� 성년� 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2018년 10월, 성년 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장애인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

○ 성년후견제도 중 가장 권리침해문제가 심각한 성년후견 유형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 청구 등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활동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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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SDG� 16.7)

16.7� 포용적이고,� 반응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성�있는�의사결정�보장

1)� 현황� :� 정부위원회의� 불평등�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 부족

○ 참여 거버넌스의 포용성, 형평성, 대표성, 책임성을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법적 

위상 및 구성원 분포가 중요함. 

○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직접적인 시민참여 방법으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

례의 개‧폐 청구권’, ‘청원권’,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 ‘공청회’ 등이 있음.

○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

리나라 참여 거버넌스가 어떻게 불평등 구조에 기반하여 작동되고 있는 지 밝

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 실천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1)� 정부위원회,� 인구� 5%를� 차지하는� 장애인� 위원� 할당� 없어...지방정부의� 경우,�

여성� 위원� 분포가� 30%도� 안� 돼

○ 정부위원회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

법으로, 행정의 의사결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행정안전부의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6월 현재,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총 558개의 행정기관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

며,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예: 금융위원

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가 37개이며, 자문위원회가 521개임.

○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정책수립 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포용성, 통합성, 투명성, 책임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포용성은 위원 구성 기준과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 기준(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과 정부

혁신종합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18)에 따른 비수도권 위원 구성 기준(2022년까

지 40% 달성 목표)이 존재함.

○ 이에 따른 2018. 6월 말 기준 국가정부 행정기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평균 

40.7%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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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2018년� 6월� 말� 기준� 국가정부� 행정기관위원회� 성별‧지역별� 위원� 위촉� 현황]

구분 평균�비율(%)

여성 40.7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2018년�행정기관위원회�현황

○ 한편,「2018 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사)한국장애인인

권포럼, 2018)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소

속으로 총 2,623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위원은 총 50,806명으로, 

위원회별로 평균 19.3명이 임명･위촉됨.

○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은 총 15,050명(약 29.6%)으로 법 기

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 위원은 263명으로, 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7-5.�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구분 평균�비율(%)

여성 29.6

장애인 00.5

＊�출처�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8,� 2018� 지방자치단체�행정위원회�모니터링�결과보고서

○ 2017년 기준 장애인등록인구가 총 2,545,63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현황을 고려할 때, 인구 구성 비율 대표성 기준만으로도 최소 

위원회 위원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정책

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인 사례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2019년 4월 현재, 총 26명의 

본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은 38.5%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청년 등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아예 없는 상황임.

[표� 7-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위원� 현황]

구분 평균�비율(%)

여성 38.5

장애인 00.0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방문일� 2019.04.24.

○ 또한, 서울시의 경우, 학계‧직능형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53%, 시민사회 영역은 

15% 정도로, 전반적으로 학계 전문가 중심 편향이 심하며, 시민사회 위원들의 

경우, 선정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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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서울시� 위원회� 위촉� 위원� 분포� 현황]

＊�출처� :� 정병순,� 2017,� "행정시스템의�구조전환과�공공주도�위원회제의�과제와�전망",� 한국�시민사

회� SDGs� 네트워크�제3차�역량강화�세미나�자료집(2017.6.21)

○ 이러한 정부위원회는 구조적으로 불공평한 의사결정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며, 결과적으로 SDGs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뿐만 아니라 통합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2)� 주민참여예산제,� 정부� 주도의� 하향식� 확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방식

을� 잠식하고,� 사회취약그룹이� 소외되는� 역설� 발생해

○ 2016년 기준, OECD 국가 내 국민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42%

인 반면, 한국은 약 24%로 3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 정부자료 

공개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과 같은 공공부문 지표가 상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성이 낮다는 것을 뜻함(KDI, 2018, 정부신뢰 제고 세미나). 

○ 이는 정부의 시스템 성과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대상인 국민들의 신뢰와 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실제 정부의 시스템 과정에 참여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정부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실제로 한국 정부는 주요한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

서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주된 기대

로 제시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2018,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 

○ 하지만 이미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보완 없이 참여제도의 하향식 확대는 오히려 참여제도 

자체를 ‘형식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앞서 언급한 성과의 역설에 놓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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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제도적으로는 좋은 거버넌스의 틀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험이 반복됨에 따라 참여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화할 수 있음.

[글상자� 7-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화]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지방선거�공약으로�등장

- 2003년� 포르투알레그레�모델의�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운동�진행

-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 최초� 도입,� 울산� 동구(2004년� 6월),� 대전� 대덕구(2005년� 12

월)� 도입�시행

-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시행할� 수� 있는� 근

거� 마련(임의�규정)

-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모델(안)� 시행(행정안전부� ->� 지방정부)

-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을�통해서�예산편성과정에�주민들의�참여를�의무화�함

- 2017년� 국정과제�중� 지방재정�건선성�확보라는�과제의�실천과제로�선정

-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차여예산위원회� 등� 기구� 운

영� 조항을�신설

○ 한국의 참여예산제는 초기 예산감시 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당사자로 나선 참여운동을 통해서 시행되었으나, 2011년 시행 

의무화 이후부터는 최초의 역동성 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방침에 의해 견인되는 

하향식 제도로 나타남.

○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참여 방법인 사업공청회, 사업간담회 등의 전통인 정보

제공 방식의 참여제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참여방식이 

대체하는 결과를 낳게 됨.

[표� 7-7.� 주민참여� 형태� 현황]

구분 비중(%)

사업공모�등�기존� 방식� 참여 64.2

참여예산위원회를�통한�참여 72.0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주민참여예산제�운영�현황.

○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나 항의가 기반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나 

정책 소외 그룹이 ‘참여 제도에서의 소외를 겪는 역설’이 발생함.

[표� 7-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현황(2016년)]

구분 계 당연직 추천직 공모직 기타

위원�수(명) 8,330 634 3,360 3,714 622

구성비(%) 100 7.6 40.3 44.6 7.5

출처:�행정안전부,� 2016.�주민참여예산제�운영�현황(현재�시점에서�달라졌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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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사례

(1)�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 점검을� 위한� 숙의‧공론화� 장과�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의� 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운동� 추진

○ 여성, 장애인, 주거, 교육, 보건의료, 거버넌스, 환경,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국

제개발협력 등 2개 주체그룹 및 8개 주제그룹의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조

직으로 구성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결

성된 이후, 정부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 정책의사결정 체계로써 

‘다양한 사회주체그룹 숙의‧공론화 체계’의 제도화를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 옴. 

○ SDGs시민넷이 제안하는 ‘다양한 사회주체그룹 숙의‧공론화 체계’는 유엔의 

SDGs 이행 점검 숙의‧공론화 장인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과 ‘다양한 주체그룹(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참여 메커니즘’을 원용한 것으로, 정부위원회의 포용성, 통합성,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한계를 보완해 참여 의사결정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

는데 목적을 둠.

• 유엔 MGoS는 현재 자발적으로 조직된 여성, 아동/청소년, 농민, 시민사회단

체(NGOs), 노동자 및 노조,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 지방정부, 

장애인, 노인, 교육 및 학계, 자원봉사자 등 13개 주체그룹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매년 개최되는 정부간 SDGs 이행 점검 숙의‧공론화 장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그룹별 입장문서를 제출하고 정부간 회의에 참석해 발

언하는 메커니즘임.

[그림� 7-6.� 유엔SDGs� HLPF:� 참여적� 숙의‧공론화� 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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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유엔SDGs� HLPF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주체그룹� 현황]

○ 정기적인 국가/지방 SDGs 이행 점검 숙의‧공론화 장으로써 ‘국가/지방 지속가능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참여를 보장

하는 메커니즘으로써 ‘다양한 사회주체그룹 참여 메커니즘’을 주창하기 위하여, 

SDGs시민넷은 2017년 결성된 이후 매년 ‘유엔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

서’를 발간하여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보고서는 유엔 SDGs 웹사이트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에 ‘이해관계자 보고서’로 게재됨. 

○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총 8차례 이상의 SDGs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

하며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각종 유엔 SDGs 회의에 참석해 정

부의 관심을 촉구함.

○ 이에, 2016년 한국정부의 자발적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지난 2년 동안 외

교부, 환경부, 통계청 등 SDGs 이행 담당 정부부처들과 10여 차례에 걸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상호 신뢰기반을 다졌으며, 그 결과, 2018년 국가 SDGs 수립 과

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그룹 참여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성과를 이룸.

○ 또한, 2019년부터 외교부와 SDGs시민넷 공동주최로 ‘열린 SDGs 포럼’을 정기

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유의미한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이 추진됨.

○ 그러나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참여적 숙의‧공론화 장과 다양한 사회주체

그룹 참여체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으로, 적시에 충분한 정보와 숙의‧
토론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유의미한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여전

히 참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에 직면함.

○ 이에, SDGs시민넷은 2018년 10월 말, 부적절한 참여 절차와 과정뿐만 아니라 

포용성과 통합성이 부족한 국가 SDGs 내용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회주체그룹의 

참여 숙의‧공론화 체계를 재정비한 후 2019년에 국가 SDGs를 수정‧보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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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7년 7월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SDGs시민

넷의 역량 한계로 간담회 등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

을 하지 못해, 2019년 5월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국회

의원들의 관심이 낮은 상황임.

○ 이에, SDGs시민넷은 2020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2019년 동안 국회의원 및 의

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해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활

동을 할 예정임.

(2)� 소외된� 지역� 풀뿌리단체� 활동가와� 회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진행

○ 나라살림연구소는 2018년 서울시참여예산사업의 하나로 ‘서울지역 참여예산네트

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하여 실행하면서 전통적인 정부 우호그룹 외의 지역내 

시민사회, 지역단체들의 참여 주민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 및 지

역 예산분석 워크숍을 진행함.

○ 이를 통해서 자치구 차원의 지역공동체네트워크 7곳, 시민사회단체 5곳을 대상

으로 연인원 779명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완료함.

○ 특히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적인 공모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종합적인 ‘예산참여’의 방법을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토론함. 

○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집행된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 18건, 

시정참여형 참여예산사업 16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현재 참여예산제도는 하나의 절차로서 참여제도만 보장된 채 참여

과정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제안자인 시민의 의도대로 시행할 수 있는 집행과

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대표적으로 사업집행과정의 거버넌스 부재).

○ 또한 지방정부에서 개최하는 예산학교 및 참여예산과정에서의 회의가 대부분 낮 

시간에 이루어져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나 학생 등과 같은 계층의 주민들은 

참여예산제도에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일부 주민들의 반복적인 참여가 이루

어지고 있음(참여의 다양성 저해).

○ 특히 장애인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청소년 

등의 제도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형식적인 개방성

에 머물러 있으나, 이를 개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

음(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여 지원제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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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사업을 제안받는 과정 외에 기존 사업의 한계와 집행과정에서의 당사

자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참여예산 과정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수행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

에 대한 공론화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참여예산제도가 참여제도의 가장 혁신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제도가 

정부 신뢰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역설’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거버넌

스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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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의� 공공� 접근성(SDG� 16.10)

16.10� 국내법�및� 국제법에�따라�정보에�대한� 공공�접근성�및� 기본적�자유� 보호

1)� 현황

(1)� 비포용적이고� 불투명한� 정보공개청구� 요건과� 절차로� 시민의� 알권리� 행사를� 위축시켜

○ 그동안 한국 정부 기관들은 법률에 근거해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 할 경우, 주

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음. 

○ 이러한 제도는 미성년 시민들과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들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 역시 주민번호 수집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알권리의 중요한 행사인 정보공개청구를 위축시키고 있음.

○ 한편, 법률이 지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 기관들

은 이를 악용하여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왔음.

• 단순 집계되는 데이터로는 공개율이 약 90%에 달하나, 공개를 하더라도 청

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거나, 정보의 질이 심각하게 낮은 경우

가 빈번하며, 오히려 비공개 되고 있는 약 10%의 정보들이 민주주의나 거버

넌스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정보들인 경우가 많은데, 비공개 정보가 무엇

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임.

○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때 법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또

는 정보공개를 심각하게 지연시키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책임 및 

처벌조항이 없음.

(2)� 회의� 자료의� 비공개� 경향� 증가로�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기반이� 퇴보

○ 2017년 정부 및 공공기관 전체 비공개 사유 중 ‘공정한 업무수행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5호)’이 전체 비공개 중 20%를 차지하고 있

음(2017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이와 같은 비공개 경향은 매년 증

가해 왔음(2017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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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해당 정보 중 대다수는 행정절차 진행 중,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와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 될 경우에 공정한 업무에 지

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음. 

○ 하지만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포괄적으로 비공개되는 경향이 강화됨으로써, 의

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직자들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2)� 실천사례� :�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 전개

○ 2016년부터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동으로 2016년 10월 

7일 정보공개법제정 20주년 토론회 개최함.

○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장관)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2018년 7월 2일 연구

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현재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현재 개정안을 더욱 

보강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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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기관의�정보와�관련된�사항을�구체화(안� 제4조)

②�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

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

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안�제6조)

③�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대상� 정보로�명시(안�제7조)

④�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닌�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

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비

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

비(안� 제9조)

⑤�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

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이전에�그� 액수와�산출근거�등을�통지(안� 제17조)

⑥� 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지�아니할�경우�그�사유를�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안�제18조)

⑦� 정보공개위원회를�행정안전부장관�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변경(안� 제22조)

⑧�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안� 제29조�및�제30조� 신설)

○ 개정안 주요 내용

○ 한편,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 2017년 5월 19일, 미국 회의공개법과 회의공개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강연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7일, 2018년 4월 26일, 회의공개법 도입을 위한 

대중 토론회를 2회 개최함.

○ 2018년 7월 재단법인 동천의 지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미국 50개주별 회의공개법 연구>를 진행하고 보

고서를 발간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안 조문 작업 후 2020년 제21대 국회구성 후 적절한 의원

실과 협업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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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7
이행수단
국제협력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총� 3개� 세부목표�관련�국내�이슈�및� 실천사례를�제시함.

•� ODA� 공약�이행(SDG17.2)

•� 공정무역을�통한�지속가능발전�글로벌�파트너십(SDG� 17.16)

•� 국제개발협력�분야�정부-시민사회�파트너십(SDG�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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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DA

규모

한국 1,755 1,857 1,915 2,246 2,201 2,417

DAC� 평균 134,847 137,539 131,563 144,921 147,160 149,323

ODA/GNI

비율

한국 0.13 0.13 0.14 0.16 0.14 0.15

DAC� 평균 0.30 0.30 0.32 0.32 0.31 0.31

1.� ODA� 공약� 이행의� 현황과� 과제(SDG17.2)

17.2� GNI의� 0.7%를�ODA로�제공하고,� GNI의� 0.15-0.20%를�최빈국에�제공하는�목표를�가

진�다수의�선진국의�공약을�포함하여,�선진국의�완전한�ODA�공약�이행;�ODA�제공�국가

는�적어도� GNI의� 0.20%를�최빈국에�제공하는�것을�목표로�고려할�것을� 권장

1)� 현황

(1)� OECD� 국가� 평균� 절반� 수준의� 한국� ODA� 규모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촌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전 세계 공동 노력의 일환이자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에 대한 UN의 권고(GNI대비 0.7%

의 ODA지원)에 따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대비 0.25%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달성을 목표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함. 

○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2020년까지 ODA/GNI 비율 0.2%를 달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0.3%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2021년~2030년 기간 중 매년 0.01%씩 

ODA/GNI 비율을 확대하기로 함.

○ 한국의 ODA 규모는 2013년 1,755백 만 불에서 2018년에 2,417백 만 불로 확

대되면서 규모로는 2018년 기준 DAC 가입 국가 29개국 중 13위를 차지하였음. 

○ 반면, ODA/GNI 비율은 2013년에 0.13%에서 2016년에 0.16%로 역대 최대치

를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0.15%로를 기록하며, OECD DAC 평균(0.31%, 

2018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럽연합(EU)을 제외 OECD 29개국 

중 23위로 비율에서는 하위권에 속함. 

[표� 8-1.� ODA� 규모� 및� ODA/GNI� 비율� (순지출� 기준)(단위:� 백만불,� %)]

*� 출처:� OECD,� 2019,� Net� ODA� (indicator).� (Accessed� on� 17�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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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 2018년�DAC�국가별�ODA�규모] [그림�8-2.�2018년�DAC�국가별�ODA/GNI�비율]

*�출처:� Compare� your� countrty� by� OECD.�www.compareyourcountry.org/oda� (Accessed� on� 18�May� 2019)�

○ 현재까지 정부의 ODA/GNI 비율의 변화 추세를 미루어 보아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의 0.2%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할 뿐 아니라, 2030년까지 

0.3%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음.

○ 한국은 기존의 2016년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GNI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ODA양적 확대(순지출 기준)에 대

한 대국민 공감대 마련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2)� 낮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

○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대한 입찰 자격과 협력대상국이 조달하는 물자와 서

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속 국가로 제한하는 경우로 공여국 중심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아옴. 

○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하는 경우로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높이고 이를 통한 원조효

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을 확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18년 OECD DAC의 동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최빈국 대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45.9%)은 한국 총 ODA의 비구속성 비율 평균(48.7%)보

다 낮으며, DAC의 비교대상기준(벤치마크, 60%)보다 낮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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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DA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과 2017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함.

� [표� 8-2.� 한국과� DAC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약정기준)(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61.7 62.3 58.0 62.3 56.0

DAC� 평균 85.1 84.9 80.6 84.9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2018).� 숫자로�보는� ODA.� 2018� 세계� ODA� 통계자료집

○ 2017년 약정 기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8.3%이며 유상원조의 동

일 비율은 43.5%임. 유상원조의 약정규모가 무상원조 보다 큰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집행기준의 유상원조 구속성 지원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 됨. 

○ 이에 2020년까지 비구속성 비율 확대(유상 55%, 무상 95%)라는 목표 달성을 위

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표� 8-3.�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약정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무상
원조

원조액(백만불) 673.89 626.98 627.39 599.99 589.79

비율(%) 87.5% 91.7% 84.8% 86.3% 88.3%

유상
원조

원조액(백만불) 1,200.2 1,273.43 1,222.1 1,429.69 1,451.69

비율(%) 47.2% 47.8% 42.7% 52.2% 43.5%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2018).� 숫자로�보는� ODA.� 2018� 세계� ODA� 통계자료집

2)� 실천사례� |� 성명서� 발표,� 거리시위,� 국제포럼� 등� 정책옹호� 활동� 전개

○ 2018년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포럼개최, 논평, 의견서 및 기사작성 등을 통해 문제

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함. 

○ 한국의 평화, 환경, 여성 및 국제개발 시민사회 단체들은 2018년 7월 한국의 유

상원조와 기업이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으로 참여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 댐이 무너져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가 발생

한 사고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국

제포럼, 성명서, 거리시위 등을 전개함. 

○ 발전대안 피다는 2018년 11월 발간한 온라인 뉴스레터(피움)에서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소개하며 정부의 원조수행체제 분절화로 인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부족한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가 추진되고 있는 문제

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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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무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SDG� 17.16)

17.16�지식,�기술,�재원�공유를�통하여�각�국가별�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하도록�지속가능발

전�글로벌�파트너십�강화

1)� 현황

(1)� 한국� 공정무역� 시장,� 공공조달정책을� 통한� 확대� 필요

○ 2017년 아이쿱생협 연차보고서 및 2017-2018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FI)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공정무역 시장은 약 500억 규모

로, 공정무역이 활성화된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음5). 

○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는 생산자의 안정된 삶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사슬(supply chain) 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함.

• 공급사슬(Supply Chain)이란,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과

정의 단계를 연결한 것을 말하며, 공급사슬에는 제품 및 정보 흐름에 존재하

는 공급자, 제조자, 유통자, 고객 등으로 구성됨.

○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확대하여 전 세계적인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으로 공공 조달체계에 공정무역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한국 공공조달 시장

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23조(조달청, 2018, 조달통계)로, 기존의 장애인‧여
성‧사회적 기업 등 사회취약그룹 우선구매제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공정무역 

가치가 반영된 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체계에 공정무역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이 SDGs 이행과 같은 주

요 정책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공정무역 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5)� 2017년�기준� FI� 인증�제품의�시장규모는�영국이� 2.6조원,� 독일이� 1.7조원,� 스위스가� 8,250억원�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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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프랑스� 공공조달에서의� 공정무역� 적용� 사례

-� 프랑스는�지속가능한�조달을�위해�국가차원의�행동을�제시하는� “지속가능한�공공조달을�위

한�국가행동계획� 2014-2020(PNAAPD)”를� 발표.�

-� 본�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행동이� 포함되어� 있음.� 첫째,�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존시장

의� 확대를� 통해� 공정무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둘째,� 공정무역시장에� 대한�지표를� 취합하

며,� 셋째,� 공정무역의� 효과에� 대한� 지식을� 고취시켜� 공적개발원조(ODA)� 담당자들이� 공정무

역을�자신들의�활동에�적용할�수� 있는� 계기를�마련.� 넷째.� 구매를�위한� 실용적인�교육지침을�

마련.�

-� 프랑스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프랑스� 공공조달정책에� 공정무역이� 적용될� 수�

있는�제도적�기반�마련.�

*� 출처:� � Julius� Sen,� Elitsa� Garnizova� and� Alexander� Negencov.� 2015.�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promoting� fair� trade.� European� Union

(2)�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필요�

○ 공정무역은 비즈니스인 동시에 시민운동으로,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

○ 시민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를 통해 국내외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주요

행위자로 역할할 수 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2)� 실천사례

(1)� 글로벌� 시민운동인� 공정무역마을운동의� 확산

○ 한국 공정무역마을운동은 2010년 인천광역시의 추진선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배출해 낼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공정무역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민운동으로, 공정무역이라는 공

통의 목표를 위해 지방정부, 공정무역단체, 지역공동체 등 지역기반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민관협력의 대표 사례임.

○ 한국에는 2018년 기준 총 4개의 공정무역도시(인천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화성시)가 있으며, 현재 기초 및 광역단위의 지방정부가 공정무역도시 추진을 

선언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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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공정무역마을� 5대� 목표]

1. 지방정부� 및� 지역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

2.�지역의� 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공정무역상품을�쉽게�구입할�수� 있어야�한다.

3.�지역의� 대학,� 학교,� 종교기관,� 실천기업� 및� 기관에서�공정무역�상품이�사용된다.

4.�미디어� 홍보와� 대중의� 지지를�위한�교육�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한다.

5.�지역단위로�공정무역위원회를� 조직하고,�공정무역마을�지위�달성을�위해�노력한다.

*� 출처� :�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제공,� 2018

(2)�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기반의� 공정무역� 활동�

○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이하 한공협)에는 11개 사회적경제 영역의 공정무역단체들

과 1개 지역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단체들은 생산자들과의 공정한 무

역 외에도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공정무역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한공협에 속한 11개 공정무역 단체들은 2018년 기준 25개 생산국의 65개 

생산자단체(136,141가구)와 거래하고 있음(출처: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제공, 

2019).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공협에는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더페어스토

리, 피티쿱(PTCoop),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이쿱(iCOOP)

생협, 어스맨, 인천공정무역협의회,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카페티모르, 트립티, 공

기핸디크래프트 등 총 12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의회가 회원단체로 가입

되어 있음.

   • 한공협의 회원단체가 2018년 생산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총액은 약 13억 

4천 만원이며, 이는 2016년의 지원금보다 약 2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임(출처: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제공, 2017&2019).

   •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은 총 167회 진행되었으며, 약 

14만 명이 참여함(출처: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제공, 2019).

   • 한공협은 또한 국회 공정무역포럼과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

법 방향 도출을 위해 연대를 이어오고 있음.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 실천의 확장에서 

공정무역운동에 동참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요하게 기여해옴.    

○ 한국YMCA와 동티모르 등 커피 생산자 자립을 위한 지역개발 공정무역운동을 

펼쳐왔으며, 아름다운커피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네팔의 생산자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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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SDG� 17.17)

17.17�경험축적�및�전략공유를�통하여�효과적인�공공,�공공-민간�및�시민사회간�파트너십�권장�

및�촉진

1)� 현황

(1)�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

○ 정부는 시민사회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일하여 정부

원조에 대한 상호보완 역할을 통해 국제협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특성을 

인정하면서 1995년부터 KOICA 민관협력을 시작함.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 원칙에 기반을 둔 SDGs에서 강조된 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를 포함하여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2차 기본계획 내 ‘함께하는 ODA’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시민

사회를 개발협력 파트너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파트너십은 여전히 

재정지원 중심적이었으며 정책대화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차도 시민사회의 참

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

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하라는 권고를 받음. 시민사회 또한 포괄적 파트

너십을 명문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옴. 

○ 이에 정부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8.6.22)에서 <2017 OECD 동료검

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 원칙, 방안을 포

함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2018년 내에 수립할 것을 의결하였음. 

○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문서를 공동 작성하고 총 25회의 간담

회, 정부협의, 시민사회 회의 끝에 지난 1월 15일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을 

최종 의결함. 

○ 정부와 시민사회는 본 기본정책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이행, 정책수립 등 모든 

면에서 파트너십이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고 이행 될 수 있도록 향후 충분한 협

의를 통한 구체적인 전략마련과 이향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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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시민사회� 지원� 비율

○ 현 정부는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중

이며, 이는 총 양자ODA 대비 시민사회 협력 비율의 소폭 상승으로 나타남.(2%

→3%) 그러나 OECD DAC 평균인 15%(2016-2017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치로 OECD DAC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침. 

○ 시민사회 협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ODA규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총 ODA(또는 양자 ODA) 대비 시민사회 협력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음.

[표� 8-5.� 시민사회를� 통한(to� and� through� CSOs)� 한국� ODA� 집행� 현황(단위:� 백만불)]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DAC � � � � �

양자ODA 93,458 94,806 94,239 103,110 105,559

CSOs� 협력규모 17,749 18,770 19,504 19,801 19,930

총� 양자ODA�대비�

CSOs�협력�비율(%)

15 17 16 15 15

한국 � � � � � �

양자ODA 1,310 1,396 1,469 1,548 1,615

CSOs� 협력규모 27 33 38 38 44

총� 양자ODA�대비�

CSOs�협력�비율(%)

2 2 2 2 3

*� 출처:� 양자ODA� 통계는� OECD� Stats� (https://stats.oecd.org/qwids/),� CSOs� 협력규모� 및� 총� 양자ODA�

대비� CSOs� 협력� 비율(%)은� Aid� for� CSOs(2019)� 참조하여�작성.

○ 특히 시민사회협력 규모가 가장 큰 KOICA의 통계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KOICA 총 지출대비 민관협력 비율은 6~8%를 유지, 10% 조차도 못 미치고 

있음. 본 민관협력 통계 수치는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실

제 시민사회협력 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낮음.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규모에 대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표� 8-6.� KOICA� 민관협력사업� 현황]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민관협력규모(백만불) 310억원 360억원 346억원 518억원 448억원1)� 482억원2)

KOICA� 총�지출대비�
민관협력�비율(%)

6.2 6.9 6.0 8.1 6.5 7.6

*� 출처:� KOICA.� KOICA� 통계조회시스템� (접속일:� 2019.4.15.).�

**� 2016,� 2017년도는�한국� 정부가�국제개발협력�민관협력사업(KOICA� 출연금)을� 외교부�보조금으로�

전환하였던�시기로,� KOICA� 연보(2016,� 2017)에서� 출연금과�보조금�통계를�참조하여�작성됨.

1)� KOICA� 출연금� 145억� 원(1.62%)과�외교부�보조금� 303억�원(4.88%)� 합계

2)� KOICA� 출연금� 216억� 원(3.39%)과�외교부�보조금� 267억�원(4.2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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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시민사회가 갖춘 역량과 특성을 살려 개발협력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협력방식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기존 민관협력 사업형태 이

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

2)� 실천사례

(1)�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규범적� 틀(Normative�

Framework)'� 마련

○ 시민사회는 정부의 지원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정부와 상호보완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3개 단체가 시민사회 협

의회를 구성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함.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총 4회의 준비회의, 

총 14회의 작성회의, 총 4회의 정부-시민사회 협의회의, 총 3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시민사회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

고, 이후 정부와 수차례 협의한 후 2018년 12월 6일 정부-시민사회 민관공동 

문안을 확정하는 최종회의를 가짐. 

○ 2019년 1월 15일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본 기본정책이 최종 통과되

면서 OECD DAC 권고에 따라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규범적 틀’을 시민

사회와 정부가 함께 공동 작업하여 마련하는 성과를 거둠.

○ 이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의 목적, 방향, 내

용을 명기한 범정부적 정책을 최초로 수립한 것으로, 지난 10년 이상 시민사회

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와 OECD DAC 동료검토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

적으로 파트너십 문서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제안을 거듭한 끝에 맺

은 결실이라 볼 수 있음.

(2)�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 채널� 구축

○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와 시민사회는 비정기적으로 시민사회-정부 간

담회를 개최해 왔음. 이에 2년 만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시민사회-정

부 간담회(‘18.8.28)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대화 

및 회의 결과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비정기적 간담회‘를 ’정례적인 정책협의

회‘로 정례화하고 격상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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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에 동의하면서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는 첫 번째 시민사회-정부 정책협의회를 개

최, 개발협력 분야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시민사회 협력을 논의함. 

○ 또한, 주제별 심층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되는 ODA 정책협의

회와 KOICA 주관으로 진행되는 민관협력사업 실무협의회를 분리, 개최함으로

써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 채널 구축 및 향후 개발협력 시민사회

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에 기여함. 

○ 2018년 하반기부터 KOICA 주관 실무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KCOC 내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KOICA 민관협력사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을 펼침. 

○ 2018년 한 해 동안 KOICA 고객만족센터와 1회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KOICA-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 개선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 민관협력사업과 인

큐베이팅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운영방안 개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총 2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KOICA 민관협력사업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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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보고서� 초안� 작성자� 및� 기관� 명단

보고서� 작성� 분야 보고서� 초안� 작성자� 및� 기관� 명단

SDG 4

• 주영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이 희 세계시민리더십 아카데미

• 이수종 (사)중랑문화연구소 

SDG 8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구로인권상담센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DG 10 • 한국장애포럼

SDG 13
• 양예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SDG 16

• 강진경 장애여성공감(장애인)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주민참여예산)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아동)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참여거버넌스)

SDG 17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굿네이버스

• 태화복지재단

• 한국공정무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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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SDGs시민넷� 회원단체� 현황

※ 2019.3월 말 기준, 네트워크 참여단체(27개 단체 및 개인)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

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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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

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개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