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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열린� SDGs� 포럼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완전한� 이행과� 코로나19이후� 더� 나은� 재건

2022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SDGs� 이행� 점검� 주제

1.� 행사목적

1) ‘2022 고위급정치포럼’ 주제 관련 동북아/아태/글로벌 이행현황과 주요 이슈 토론

2) 한국의 유엔SDGs 국내 이행 현황 공유 및 주요 이슈 토론

3) 코로나19 이후 SDGs 완전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 수렴

2.� 행사개요

◯ 주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완전한 이행과 코로나19이후 더 나은 재건(SDG 4, 5, 14, 15, 17)
◯ 일정: 2022.6.8.(수) 10:00~18:00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및 줌 온라인(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공동주최: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

회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 공동주관: 한국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

발전협의회

◯ 협력기관: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행사원칙

◯ No Barrier, No Plastic, No Paper
◯ 수어통역 제공

4.� 참가신청

◯ 온라인 참가신청서(현장참석자 선착순 50명): https://forms.gle/ZDnq3CMt1T4Lm34Q7 
◯ 유튜브 라이브 채널: https://youtu.be/YiooNqsRKH4 

https://forms.gle/ZDnq3CMt1T4Lm34Q7
https://youtu.be/YiooNqsRK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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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비고

10:00~12:00 사전행사� |� 지역과� 풀뿌리에서� SDGs를� 말하다

· 좌장: 제현수 전국지속협운영위원장

· 패널1_지방정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

홍장 당진시장

· 패널2_청년: 김가을 예감단체 대표, 김미리 광주지속협

· 패널3_지속협: 오민정 평택지속협, 남권길현 화성지속협

· 활동 사례 및 시연: 늘픔나르샤, 홍도순(통영 충렬여고)

지방정부협의

회 및 지속협 

공동기획

12:00~14:00 점심식사

14:00~14:30
(30분)

개회식

· 인사말(12분)
F 이도훈 외교부 2차관

F 박미경 SDGs시민넷 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F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F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영상 상영(7분): 아태시민사회 ‘발전정의로 가는 길’
· 단체사진촬영(5분)

전체 사회: 
김선률 

기후변화청년

단체GEYK 
대표

14:30~15:30
(60분)

세션1� |� 국내외� SDGs� 이행현황과� 코로나19� 이후� 불평등� 감소

F 취지: 우리들의 이슈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전략적으로 잘 풀어내지려면 

국내외 전반적인 이행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내외 SDG이행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이 전반적인 국내외 이행현황과 

과제에 대해 공유

· 좌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발제1: SDGs 이행관련 국제 논의 동향(15분)_이은주 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과장

· 발제2: 2022 유엔SDGs 한국 이행현황(15분)_전준우 

통계개발원 정책통계연구원팀장 

· 발제3: 2022 K-SDGs 이행현황(15분)_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 

·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15분)

 

15:30~15:35 휴식 | 영상 상영:  ‘2021 동북아 시민사회 목소리’(1분)  
15:35~17:00
(85분)

세션2� |� 2022� HLPF� 점검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F 취지: 올해 점검주제인 교육, 성평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목표의 국내 

이행현황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담당부처와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단체들을 초청하여 이야기

· 좌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정부패널1(8분)_권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관

· 정부패널2(8분)_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패널3(8분)_양지영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사무관

· 정부패널4(8분)_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자연환경연구실장

· 이해관계자패널1(8분)_손지은 전교조 여성위원회

이해관계자패

널: 
시민사회보고

서 작성 참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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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패널2(8분)_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이해관계자패널3(8분)_사진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 이해관계자패널4(8분)_최진우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 전체토론(20분)
17:00~17:05 휴식 | 영상 상영:  ‘2022 한국 시민사회 목소리’(1분)  
17:05~18:00
(55분)

세션3� |� 유엔SDGs� 이행� 6년� 성과와� 과제

F 취지: 2023년 제2차 SDG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엔SDG 이행 6년을 

돌아보고자 함. 국내외적으로 글로벌 SDG거버넌스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해온 

국가 및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성과와 과제를 듣고, SDG 이행의 또 

다른 주체인 청년, 기업계, 노동계, 의회 패널을 모시고 SDG거버넌스에의 

향후 참여 전략을 논의

· 좌장: 이우균 고려대 교수/SDSN-Korea 대표

· 발제1(10분)_유엔SDGs의 국가차원 이행 동향과 과제_김태균 

서울대 교수 

· 발제2(10분)_유엔SDGs의 지방정부 차원 이행 동향과 

과제_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소장

· 발제3(10분)_유엔SDGs의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동향과 

과제_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

· 패널1(5분)_청년_강보배 제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패널2(5분)_기업계_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실장

· 패널3(5분)_노동계_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

· 패널4(5분)_의회_최현 김병욱 국회의원 보좌관

· 전체 토론(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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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n 개요

❍ 국내 시민사회의 SDGs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옹호활동을 위해 2016. 8월 결성되어, 2017. 4

월 공식 발족.

❍ 2022.3월 기준, 여성, 장애인, 청소년/청년,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에너지, 주거, 교육, 평화, 보건의료, 기후변화,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11개 분야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조직 및 시민단체

연대조직의 회원단체 규모를 고려하면 총 478개 단체들이 동참.

❍ SDGs시민넷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시민사회참여체계(AP-RCEM) 운영위원단체(동북아지역 포컬포

인트)이자, UN HLPF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MGoS) 참여체계 내 NGO그룹 회원단체로써, SDGs 관련, 국내외 최대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시민사회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SDGs 이행을 추진.

n 주요활동내용

❍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 2017~2021 발간, 2017 및 2019 시민사회보고서는 유엔 SDGs포털에 게재

(Input to HLPF).

❍ SDGs 역량강화 세미나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차례 개최

❍ 정책옹호활동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구축 운동, K-SDGs MGoS NGO그룹 입

장문서 작성, 동북아/아태/글로벌 유엔 SDGs포럼 대응 시민사회성명서 및 회의주관 공동참여 등

❍ 파트너십 : 2019~2022년 <열린 SDGs 포럼>(총 5회, 외교부)

n 운영위원단체� 현황

❍ 운영위원회(7) : 환경운동연합(운영위원장), 녹색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도시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n 회원단체� 현황(2022.3월� 말� 기준,� 28개� 단체� 및� 개인)

❍ (여성 2)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청년 3)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YMCA전국연맹, 한국SDGs청년플랫폼(KY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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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로하스협회, 환경운동연합

❍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진한 곳은 전국조직 및 NGOs 연대단체

<전국조직 및 연대단체 현황(가나다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19개� 회원단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월드비전, 한국투명성기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HoE, 글로벌발전연구원, 플랜, 발전대안 피다, 
하트하트재단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138개� 회원단체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society01&page=1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society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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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대체� 씨앗� :� 10개� 회원단체� 및� 개인� 82명

밸류가든(VALUE GARDEN), 아름다운가게, 아프리카인사이트, (사)올마이키즈,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평화를위한시민행동, 
피스모모(PEACEMOMO),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사)HOE

◆� 한국공정무역협의회� :� 13개� 회원단체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더페어스토리, 피티쿱(PTCoop),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이쿱(iCOOP)생협, 어스맨,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카페티모르, 트립티, 공기핸디크래프트, 마카조은, 얼굴있는거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54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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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5개� 회원단체

건강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다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대구들풀 의료생협(준), 대구시민의료생협, 마

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준),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 사회

적협동조합, 성남의료생협,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한두레 의료생협, 순천의료생협,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 사

회적협동조합, 안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마을 의료생협(준), 원주의료생협, 이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준),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

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장애포럼� :� 18개� 회원단체

사)노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복지 공감, 열린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장애연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31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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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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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전국연맹� :� 67개� 지역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