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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 의 도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개발 규

범의 자율 인 국내이행과 더불어 이를 연 으로 실행하기 한 로벌 트 십 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SDGs는 사회․경제발  의제를 방 으로 포 하기 때문에, 이를 국내 으로 이행하기 한 

정책 수립 시, 체계 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한국은 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국회, 언론 등 SDGs 이행 정책수립에 한 다양한 이

해당사자(multi-stakeholder) 간 긴 한 종합  응을 가능  하는 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총체  사회  컨센서스(social consensus)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SDGs 목표를 한국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5P를 국내이행의 범분야 의제로 채택하여 각 의

제별로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 이슈를 우선과제로 상정한다. 한, 한국  상황에서 우선시되는 의제들

이 결코 기존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이슈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이미 정책집행 이거나 

구상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SDGs 국내 이행목표와 기존 정부부

처별 시행정책   정부의 국정과제 간 련성을 이해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연 를 한 합의가 요구

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SDGs의 실질  국내이행을 해 앙정부와 지방단 로 나 어 근함으

로써 정합성 있는 이행을 한 앙정부 조직개편과 지역별 활동 의체와의 력 등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 하는 한국  맥락에서의 SDGs 국내이행 과정은 일방 인 정책이 (policy 

transfer)이 아닌 국가별로 국제개발 규범을 자국 사회조건에 맞게 맥락화하는 정책해석(policy 

translation)의 성격을 띠게 되는 에 착안하여, 한국의 SDGs 국내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

 구조를 수정  보완하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개발규범, 국내이행, 5P, 정책이전, 정책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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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채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2015년 9월 제70차 국제연합(UN) 총회 개발정상회의에서 2001년부터 15

년간 지속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15년을 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8개 목표

(goals)와 21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었던 MDGs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발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개발의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SDGs의 이행을 위

한 국내 차원의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SDGs가 포괄하는 의제의 범주가 사회개발과 개도국에 초점이 맞춰졌던 

MDGs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경제발전, 환경, 평화와 안보 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적용대상국의 경우도 개도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선진국

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개발 분야에 있어 ‘거대한 변환’을 기획하고 있기 때

문이다. SDGs 시대의 도래에 따라 UN 또한 자발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

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있어 기존의 MDGs 방식의 파트너십이 아

닌 ‘전환적(transformative)’ 개발파트너십을 주요 이행기제의 플랫폼으로 강

화하고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Kim, 2015).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적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UN 회원국 전체에게 전

달되어 한국도 이러한 거대한 물결에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SDGs가 한국의 다양한 국내 부문에 적극 반영되고 국가 제도 및 정책과 조

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주기적

으로 UN에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SDGs는 빈곤, 농업, 교육, 양성평등,1 기

 1. 유엔 2030 개발의제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가족의 개념에 대한 국가 간 입장차(상
당수 유럽 국가들이 “모든 형태의 가족” 표현을 강조한 반면, 러시아 ․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동성부부 가족 불인정)로 관련 문안이 최종 삭제 처리된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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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보건, 경제성장 등 사회 ․ 경제발전의 의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

기 때문에 SDGs를 국가 제도로 도입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행방안

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의제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각 이행 주체 간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DGs 

이행 정책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국회, 언론 등

과 긴밀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030년까

지 지속되는 SDGs를 우리나라의 현 제도에 정치하게 결합하는 총체적 사회

계약(social contracts) 내지 사회적 컨센서스(social consensus)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행 

과제를 고민하는 개발주체가 국내에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SDGs 자체가 

광범위한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기에 어느 하나의 개발주체가 독자적으로 

SDGs의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

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을 중심으로 SDGs 이행방안에 대하여 

이슈를 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사회경제 이슈를 국내이

행 과정에서 우선순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

다.2 

SDGs의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한국의 

국내적 맥락에서 조망한 네 가지 측면의 SDGs 특성을 전제 조건으로 공유

할 필요가 있다. 첫째, SDGs 관련 의제와 이를 위한 정책집행의 문제는 공

적개발원조(ODA)와 같은 협의의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으로 이해되거나 접근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SDGs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

째, 어느 특정 정부기관이나 비정부단체가 SDGs 전체를 관리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와 

여 현재로서는 양성평등이 적절한 문구인 것으로 판단되어 ‘gender equality’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한다. 

 2. 경실련(2015)이 SDGs 국내 이행방안에 대하여 4차례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국내 
이슈와의 연계성을 정리한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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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여건에 맞추어 SDGs를 이해하기 위한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SDGs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협의체— 즉,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

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새로운 관

계를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이는 SDGs를 국내 

조건에 맞게 맥락화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기획안을 제도화하는 방

식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재조정

하는 것이 행정비용 최소화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정책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본 연구는 이를 배경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전개된다. 첫째, 보

편성에 기반한 국제규범이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형성된 국내 정치와 조우할 

때 발생하는 가치의 충돌과 제도적 조율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국제정치-국

내정치 연계성을 타진한다. 둘째, UN이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SDGs 

수립 배경 및 논의 과정을 추적하고,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에 관한 기초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공여국의 SDGs 이

행 계획에 관하여 비교 및 검토를 시도하고, 선진공여국 사례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SDGs 국내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토대 연구를 마련한다. 셋째,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 

중 중요도에 따라 이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내이행의 저해요인과 문제점

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4단계 분석을 시도하는데, ①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경제 현안을 범분야(cross-cutting) 의제로 선정하고, ② 이를 토대로 

SDGs 17개 목표가 국내적으로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③ 

국내이행 이슈들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선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예로서, 

OECD 통계, 현 정부 국정과제, 정부부처 정책 현안, 유엔기구 통계 및 언론 

보도) 제시 및 한국의 정부부처별로 유관 목표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타진해 보고, ④ 마지막으로 범분야 이슈와 17개 목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구

 3.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모범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현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SDGs 국내이행 체계 
구축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UN 회원국의 SDGs 국내이행을 선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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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이정표를 작성한다. 넷째, SDGs를 종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다가 이후 환경부장관 소

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동 위

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과 대통령 직속으로 재편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에서 타결된 ‘지방의제21’에 의거해

서 그동안 지역별로 설립된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를 중앙과 연결하고, 기존

의 경험과 조직을 동원하여 SDGs를 추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II. 국제규범의 국내화 이행과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UN 회원국의 국내 정치와 가장 밀접하게 작동하는 SDGs의 특징은 개도

국과 선진국 관계없이 모든 UN 회원국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자국의 

국내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에 맞게 정책화하여 이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SDGs는 강제규범으로 작동하지 않는 회원국의 의사

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연성규범인 반면, 이를 국내 정책으로 전환하

고 이행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모든 회원국들이 이른바 UN의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제출하고, 4년마다 HLPF

는 회원국의 SDGs 이행과정을 취합하고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간

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규범을 어떻게 개별 국

가가 국내 문제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로 수렴된다. 이러한 

국제정치-국내정치 연계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연계를 추진하는 주체

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정책이전(policy transfer) 과정으로 이론화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강대국이 국제규범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하며 헤게모니 권력의 일환으로 규범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연계성의 근원적인 기초를 인식할 수 있다(Ikenber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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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대국의 국내정치

(National Construction)

⇦
⇨

② 국제화를 통한 사회화 

(Socialization via 

Internationalization)

⇦
⇨

③ 개별 국가수준

(Localization)

• 강대국의 사회적 맥락

에 맞게 구성된 결과물

이 국제화로 이전

• 국내 조건에 맞춰 조성

된 정책 프레임을 국제

기구를 통해 글로벌하

게 확장 시도 

• 국제기구를 통하여 특정 

규범 내지 원칙이 보편

성을 보유

• 국제기구 회원국들이 특

정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사회화하는 효과 창출 

• 국제규범을 개별 국내 

조건에 맞게 맥락화하는 

과정

• 국내이행 과정을 국제기

구에 정기적으로 보고, 

국내이행의 자발성 

특수주의(particularism) 보편주의(universalism) 특수주의(particularism) 

자료: 저자 정리.

<그림 1> 국제규범의 국내이전 과정 

Kupchan, 1990). 국제자유질서를 주창하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두 정치경제적 가치의 결합으로 극대

화될 수 있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여 개별 국가행위자들이 모두 공유

하게 되면 특정 국제규범과 국제질서의 기초적인 프레임을 수용하고 동화하

는 정도가 사회화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국제화를 통한 사회화를 사회학적 

분석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의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 

phism)로 세분화할 수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즉,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규범적 동형화

(normative isomorphism),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유형의 정책이전과 유사한 방식의 제도적 동형화

는 물리적인 힘과 영향력으로 상대국 및 국제기구가 강대국이 기획한 패러다

임을 수용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강압적 동형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패러다임의 형성이 미국과 서유럽 주요 선진공여

국에서 생성되는 개발원조의 가치관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과정을 추

적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개발패러다임이 국제사회에서 주권의 차등에 따라 

어떻게 불평등한 관계를 심화시키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Kingsbur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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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계주체가 국제기구일 경우에는 많은 경우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이 

특정 규범 내지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동등하게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보편주의가 주된 이론적 토대가 된다. 주권국가인 행위자가 국제기구라는 제

도 안에서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유사한 정체성을 구성

하게 되고 공통의 규범으로 상호 규제하게 되어 사회화 효과가 창출된다

(Finnemore and Sikkink, 1998).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

계은행이 고안한 ‘good governance’ 개념을 들 수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

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된다는 조건 

하에 해외원조가 투입될 경우 원조효과성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논리이다

(World Bank, 1998). 따라서 원조가 제공되기 전에 원조조건으로 수원국 내

부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

지어는 ‘good enough governance’라는 대체어가 제시되기도 한다(Grindle,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good governance의 개념은 최근 세계은행을 넘어

서 대부분의 UN기구들까지도 중요한 개발원조의 개념적 플랫폼으로 채택하

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며, 개별 공여국 또한 good governance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각 국가의 원조정책의 근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김태균, 

2014; Deacon, 2007). 글로벌 수준에서 조성된 개발패러다임이 다시 강대국

을 포함한 개별 국가에게 투영되는 역관계도 유효하며 이러한 정책이전은 항

상 보편성을 띠게 된다. 

마지막 국제규범의 국내이전 방식은 연계주체가 주로 국제규범을 수용하

는 개별 국가일 경우에 나타난다. 이는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일수록 국제규범 수용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반면, 원조를 받

게 되는 협력대상국의 경우는 국제규범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협상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게 된다(Milner and Keohane, 1996). 2000년 국제사

회에서 합의된 MDGs의 경우 선진공여국 중심의 OECD와 UN이 주도적으

로 새로운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도국에게 MDGs 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것

을 강조하는 방식의 일방적인 소통의 흐름이 정책이전의 주류였다. 그러나 

MDGs에서 SDG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는 개도국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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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SDGs는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개발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어 UN 회원국 모

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전과정을 강조하게 된다(김태균, 2015). 

그러나 일방적으로 SDGs를 개별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상황에 맞게 국내화하는 자율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자국 

사회조건에 맞게 맥락화하는 정책 해석(policy translation)의 성격을 띠게 된

다(Lendvai and Stubbs, 2007; Kim,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한국적 맥락에서 SDGs의 국내이행 과정은 일방적인 정책이전이 아닌 자율

적인 정책 해석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분석할 것이다. 

III. SDGs 수립 과정과 주요 목표

SDGs가 글로벌 수준에서 개별 국가 수준까지 이어지는 국내화 과정을 분

석하기 전에, 우선 MDGs에서 SDGs로 전환하는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와 

MDGs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해 형성된 SDGs의 수립 배경 및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SDGs 수립 배경 및 논의 과정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인 

SDGs 수립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 그 이전 체제인 MDGs의 성과와 한

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SDGs가 지난 15년간의 개발 프레임워

크인 MDGs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체되는 새로운 체제인 동시에, MDGs가 

남긴 개발 과제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MDGs가 단편적인 개발 

목표를 내세웠으며 결과에 있어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 극복이라는 목표 하에 전례 없는 글로벌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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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가능하도록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는 그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

다. 궁극적으로 SDGs 수립 시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MDGs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MDGs는 

간단하고 압축적인 8개 목표, 21개 세부 목표, 결과 중심의 접근 방식

(results-based approach) 및 정량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을 결정하는 강력한 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MDGs는 개발도상국의 국

가 개발 전략 수립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선진공여국이 아프리카 

및 여타 최빈국의 요구를 새롭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재인

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개도국 내에서는 개발 재원을 집중시키고, 국제적

으로는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SDGs 수립 논의에 있어 이전 체제인 MDGs의 어떠한 취약점들

이 특히 주목을 받으며 보완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

요하다. 우선, MDGs의 최대 장점으로도 평가되었던 목표의 압축성은, 비교

적 간단하여 전달 및 홍보가 용이했던 반면, 평화, 안보, 군비 절감, 법과 질

서, 정의, 부정부패, 인권, 불평등, 취약 계층 보호 등의 중요한 의제들이 제

외되어 국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비판

되었다. 제외된 의제들은 2000년 유엔 총회에서 189개 회원국이 비준한 새

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 포함된 의제들이었다. 새천년선언은 사

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자유, 평등, 관용, 연대 등의 기본적 가치를 

내세웠지만, MDGs 최종 수립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목표가 재조정되었다는 것이다(Kabeer, 2010: 12). 이러한 사실은 새천년선

언이 비록 189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으나, MDGs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SDGs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는 단기간에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준비된 MDGs와는 달리,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선

진공여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유관 분야 전문

가 그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주제에 걸쳐 지속적인 논

의를 이끌어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년간에 걸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준

비된 SDGs의 중요한 특징은 크게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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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역(multi-dimensionality), 그리고 보편주의(universality)로 재구성할 수 

있다(김태균, 2015: 95-98).

먼저 다중이해관계자는, 기존 MDGs가 국가 중심의 목표 이행을 강조했는

데 반해, SDGs는 국가를 넘어서 시민사회, 기업, 의회, 재단 등 다양한 개발

주체들을 SDGs의 프레임 안에서 협력하게 유도하는 개발 파트너십으로 대

변된다. 또한 MDGs가 사회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SDGs는 사회개

발을 포함하여 경제발전, 환경, 평화와 안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다층적인 이슈영역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MDGs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구도였던 것에 비해,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주요 참여 주체에 따라 SDGs 논의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우선 UN 

중심 협의체는 회원국 중심 협의와 유엔 사무총장 중심 협의로 나눌 수 있

다. 회원국 중심 협의로는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이 있었다. 

2012년 6월 개최된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의 주요 결정 사

안 중 하나는 SDGs 수립을 위한 공개작업반 발족에 대한 것이었다. Rio+ 

협의체는 본래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 주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는데 

2012년 회의에서 그 주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SDGs가 지속가능발전의 

3개 영역, 즉,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을 균형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포스트- 

2015 UN 개발 의제와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는 합의가 회원국 간에 이루어

졌다. Rio+20 회의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는 공개작업반의 역할을 다양한 관점과 경험 제공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들, 전문가, 시민사회, 과학자 커뮤니티, 유엔 체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

식(modalities)을 결정할 것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후 공개작업반은 2013년 

1월 67차 UN 총회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고 SDGs 수립에 이르기까지 총 13

차례 회의(sessions)를 개최했다. 이러한 논의는 2014년 8월 ‘지속가능발전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고서를 UN총회에 제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4년 9월 총회는 공개작업반의 제안을 환영하며 그들의 제안이 

미래 개발 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요 기반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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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UN 사무총장 중심 협의로는 UN System Task Team이 있었다. 2012년 1

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의해 설립된 UN System Task Team은 60개 이

상의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기구를 하나로 묶어, 경제사회국(DESA) 및 유엔

개발계획(UNDP)을 공동 의장으로 내세웠다. UN System Task Team은 

2012년 7월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결과보고서를 통해 MDGs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분석

하고, 통합적 정책, 포괄적인 경제 발전, 사회적 진보, 지속가능한 환경, 전환

적(transformative) 변화 및 사람 중심의 발전 등 포스트-2015 개발의제 방

향을 제안했다. 또 다른 유엔 사무총장 이니셔티브는 2012년 7월 발족된 포

스트-2015 개발의제에 관한 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위촉한 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 중앙 및 지방 정부 대표 등 27명으로 구

성된 고위급패널은 2013년 5월 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소외된 사람이 없고, 지속가능발전을 중

심에 둔, 포괄적 성장 및 일자리를 위한 경제로의 전환, 평화 및 효과적인 제

도,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등 5개의 전환적 변화를 제안했다. 이후 UN 

System Task Team의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 보고서와 

고위급패널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보고서는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이라는 보고서로 

통합되어 2013년 9월 총회에 제출되었다. UN 총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들을 통합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

과 2014년 12월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 ‘2030년까지 존엄으로 가는 길(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이 발표되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9월 SDGs가 총

회에서 결의될 때까지 정부 간, 비정부 간 토론이 계속되었다. 

또 다른 주요참여 주체인 OECD 차원에서는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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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조직해 왔다. 제1차 고위급포럼에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주체와 협력대상국 간의 정책적 일

치(alignment)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음 2005년 로마회의에

서 합의된 파리선언 5원칙인 주인의식(ownership), 일치성(alignment), 조화

성(harmonization),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결과중심관리(managing 

with results) 원칙은 현재 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류 원칙이라

고 할 수 있다. 2008년 가나 아크라회의에서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시민사회단체(CSOs)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마지막 고위급포럼에서는 원조효과성에서 개

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다양한 개발주체 협력 도모(multi- 

stakeholderism), 원조투명성 관련 새로운 이니셔티브 제도화, 모니터링과 평

가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김태균, 2015).

위에 논의된 바와 같이, SDGs 수립 과정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

으로 한, 철저하게 열린, 투명한 과정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MDGs가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공여국과 개도국 간 남북 협력이 주를 

이루는 체제였다면, SDGs에서는 BRICS, 아랍 국가, 신흥경제국 등의 남남

협력은 물론,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이 주요 파트너로 등장하였다. MDGs가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를 제한하여 선진공여국의 ODA에 지나친 기대와 

역할을 부여하고 기타 개발재원의 중요성 및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한 반면, 

SDGs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파트너십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

가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5P, 즉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

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개념은 단순하고 단편적인 

개발 의제에 그쳤다는 MDGs에 대한 일부 비판을 잠재우고, 전 세계의 장기

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다차원영역(multi-dimensionality), 

그리고 보편주의(universality)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SDGs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사실상 2015년 9월 UN 총회 이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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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핵심사항은 SDGs 목표와 세부목표 설정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패러

다임과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있다. 즉, 개발재원, 역

량발전, 남남협력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OIs), 책무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 메커니즘, 그리고 글

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논의이다(Kim, 2015; 김태균, 2015). 개발목표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논의는 MDGs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거론되어왔던 약

점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앞으로의 15년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

지 않도록 SDGs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leave no one behind) 개

발 의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행기제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논

의의 장이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17개 목표(Goals)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s) 기초 분석 

SDGs 17개 목표별 주요 특징을 정리하여 각각의 목표가 어느 정부부처와 

가장 연계성이 높은가를 측정하고, 이를 다시 국내적으로 성취할 SDGs와 대

외적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할 SDGs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SDGs 목표

별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① 빈곤종식, ② 식량안보/지속가능농업, ③ 

건강한 삶, ④ 교육기회 증진, ⑤ 양성평등, ⑥ 물관리, ⑦ 에너지 접근성, 

⑧ 고용창출, ⑨ 인프라 강화, ⑩ 불평등 경감, ⑪ 정주권, ⑫ 소비와 생산

양식, ⑬ 기후변화, ⑭ 해양자원보호, ⑮ 육상생태계 보전, ⑯ 평화/포용성/

책무성, ⑰ 글로벌 파트너십. 대외적 SDGs 이행 방안은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ODA 정책 및 개발협력정책과 직결되는 것으로, 주로 유상과 무상원조로 

구분되어 있는 ODA 추진체계의 선진화 방안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ODA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이에 반해, 국내 이행방안은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SDGs 각 목표실행에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정부부처를 찾아내고 각 부처와 각 목표가 어떻게 연결되

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SDGs 17개 목표는 2015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최종 결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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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mbitious
MDGs의 경우 기본적으로 빈곤의 ‘감축’을 목표로 한 데 비해, SDGs는 빈

곤의 ‘종식’이 목표

② Comprehensive
MDGs의 경우 빈곤 ․ 의료 ․ 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인데 비해, SDGs는 경

제, 사회 및 환경을 포괄

③ Inclusive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No one will be left behind)”

④ Transformative
‘Transforming our world’라는 2030 개발의제의 부제에서 보듯이, 사고방

식, 제도 및 체제 전반의 변혁을 추구

⑤ Universal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완화 등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보

편적 의제

자료: 저자 정리.

<표 1> SDGs의 주요 특징 

① People

△모든 형태 ․ 차원의 빈곤･기아 종식 △모든 인간이 존엄 ․ 평등 및 건강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

※ 관련 SDGs: 1, 2, 3, 4, 5

② Planet

현재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 및 천

연자원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조치 등을 통해 환경 악화로부터 지구 

보호

※ 관련 SDGs: 6, 11, 12, 13, 14, 15

③ Prosperity

△모든 인간이 번영되고 성취하는 삶 향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사
회 ․ 기술적 진보

※ 관련 SDGs: 7, 8, 9, 10

④ Peace

공포 ․ 폭력 없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평화 없는 지속가능발전은 

불가능하며, 지속가능발전 없는 평화도 불가능)

※ 관련 SDG: 16

⑤ Partnership

△글로벌 연대에 기초하여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모든 국가 ․ 이해관계자 ․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

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2030 개발의제의 이행수단 동원

※ 관련 SDG: 17

자료: 저자 정리.

<표 2> SDGs와 5P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5가지의 P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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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선진국 SDGs 이행 계획 검토 

이제 남은 숙제는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결의된 SDGs를 어떻게 각 

회원국이 국내 정책으로 전환하여 이행하는가로 수렴된다. 아직까지 어느 선

진공여국조차 명확하게 SDGs를 국내화하는 이정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외교부가 1차적으로 한국의 SDGs 이행 계획 ․ 전략 수립에 참

고하기 위해 OECD DAC의 주요 회원국 및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SDGs 이행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국 및 해당기관 담당관들의 

언급을 토대로 정리한 국가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단일기관의 국내적 ․ 국제적 이행 총괄 여부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환경 ․ 지속 

가능개발부
국제개발부 협의체 기타

멕시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미국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EU

스페인

일본

캐나다

<표 3> 주요 선진국 SDGs 이행 계획

SDGs 전체 ․ 선별적 이행 여부 

전체이행 선별적 이행 미정

미국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노르웨이

멕시코

EU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호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영국

국가 지표 개발여부

자체기존지표 활용 ․ 개발 유엔 글로벌지표 활용 기타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멕시코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EU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독일

호주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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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국의 SDGs 국내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토대 연구로 선진공

여국 사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SDGs 이행 계획 수립의 필

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공론화를 통한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차후 SDGs 국내이행 과정을 어느 부처가 주도

적으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회원국마다 국내 상황에 맞게 상이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DGs 17개 목표 전체를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분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뚜렷하게 통일된 해

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3월 UN에서 책정

될 SDGs 글로벌 지표와 회원국 국내 지표를 어느 정도까지 일치시킬 것인

가에 대한 문제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상이 잡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선택할 국내 이행방안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반면 한국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정책해석을 강구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진공여국 사례 비교 및 검토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SDGs 국내이행 체계

를 모색해 본다. 

IV. SDGs 국내 이행방안 구축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제하 결과문서로 SDGs가 채

택된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후 프로세스는 국가별 후속조치(follow-up)

와 이행검토(review)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더 나아가, 국별 수준의 이행을 지역(regional) ․ 글로벌

(global) 수준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지역·글로벌 

수준의 토대가 되는 국가별 SDGs 이행방안의 구축이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평가틀 개발과, 이행과정에서 정부기관과 함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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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

지역수준

⇨

글로벌수준

• 국내목표 이행계획 수립

• 국가주도 정기적 ․ 포괄적 

평가

• 이해관계자 참여, 국회 

활동

• 모든 후속 조치의 기초

• 동료검토, 모범사례 공유

• 유엔의 지역기구 활용

• 국별 평가기초-글로벌 

수준 후속조치 평가 연계

• 유엔개발체제와의 정합성 ·

통합성

• HLPF(고위급정치포럼)의 

중심역할

자료: 이성훈(2015). 

<그림 2> SDGs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지역-글로벌 연계도

민사회, 기업, 국회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포용적 파트너십이 중요하

다. 이는 국내 수준에서의 SDGs 이행이 지역 수준과 글로벌 수준을 연계하

는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의 후속조치를 

토대로 지역 수준에서는 각 국별 경험을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하여 상

호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하며, 지역별 협력을 유엔의 지역기구를 통하여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수준의 후속조치는 국별 사례와 

글로벌 수준의 후속조치를 연계하고 일관성 있는 SDGs 이행과정을 제도화

하는 데 일조한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SDGs 이행 관련 유엔개발체제의 거시적인 프레임과 

정합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UN사무총장이 이를 바탕으로 

SDGs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4년마다 개최되는 유엔경

제사회이사회(UNECOSOC) 산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을 중심으로 SDGs의 전반적인 후속조치를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2016년 3월 채택 예정인 유엔통계위원회의 글로벌 지표 체계와 국가 지표 

간 정합성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Transforming our world”라는 결의안 제

목에서 알 수 있듯이, SDGs는 세계를 변환시키기 위한 목표들의 집합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들이 한국적 맥락에 접목될 경우 한국 사회 전

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행주체들 간에 SDGs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조성되어야 한다. 

SDGs 17개 목표 중, 우선 한국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목표들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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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 목표들 간의 선결과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관건이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본안 그대로 한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적용하는 것은 많

은 오류를 초래할 것이며, 한국의 경제 ․ 정치 ․ 사회적 조건에 맞게 재해석하

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17개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재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

선순위를 두어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성이 높다. 우

선순위가 정해진 다음에는 유관기관들을 조정 ․ 조율하는 부처 간의 컨트롤 

타워와 같은 기제가 제도화되고, 기존 국내 정책과 제도의 연계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전략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부처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운

영되고 부처 간의 정책이 일관성을 띠게 되면, SDGs 가운데 한국 맥락에 가

장 부합되는 목표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게 될 것이다. SDGs 목표 ․ 세부목

표들 중에는 한국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서는 매우 시급하게 이행이 요구되는 목표들도 있다. 또한 각 부처 간 SDGs 

중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s)의 성격을 띠는 의제들을 별도로 취합해서 특별한 관리와 정책적 협치

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국제지표 ․ 순위를 활용하여 각 목표별로 한

국의 현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SDGs 중 한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여 

정책적 개선과 조율을 해야 할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1. 한국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범분야 의제 선정

17개 SDGs를 관통하는 범분야 이슈를 한국의 SDGs 국내이행 노력의 출

발점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국내 수준에서 선정된 SDGs와 후속조치

가 최종적으로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이행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제시된 5P 개

념을 토대로 한국의 범분야 의제 우선순위를 도출해볼 수 있다. 사람

(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으로 구성된 5P에 의해 SDGs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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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 범분야 의제 세부 이슈

People

젠더(양성평등)
• 여성 경제활동 참여기회, 정치적 권한, 보건, 교육성취도 확대

• 성별 임금격차 축소 

고령화

• 노인빈곤율 감소

• 노인층 건강관리 정책 강화

• 노인층 경제활동기회 확대 

Planet 기후변화 

•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구성물질 감축

•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 교육 및 역량강화 

•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정책, 도시정책, 건강한 삶 및 웰빙,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대응방안 구축

Prosperity

불평등

• 소득불평등 감소

• 양성불평등 감소

• 조세불평등 완화 

청년실업

•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청년실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Peace 
평화통일 

기반구축

•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구축 

• 북한개발 지원 확대

• 통일 대비 국가계획 확장 

Partnership 민관협력

•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회를 포함한 민관협력 시스템 강화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합성 제고

•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자료: 저자 정리.

<표 4> 한국의 SDGs 5P 영역별 주요 범분야 의제

다. People 영역은 SDGs 1번부터 5번까지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젠더를 

포함하고, Planet 영역은 SDG 6 식수 그리고 SDGs 11번부터 15번까지   

도시, 지속가능생산소비,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를 포함한다. 

Prosperity 영역은 SDGs 7번부터 10번까지 에너지, 일자리, 산업화, 그리고 

불평등을 포함하고, Peace 영역은 평화 ․ 인권 ․ 민주주의 ․ 거버넌스를 주목적

으로 하는 SDG 16을 포함하며, Partnership 영역은 이행수단과 파트너십을 

내용으로 하는 SDG 17과 연결된다. 이러한 5P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할 경

우, <표 4>와 같이 각각의 P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SDGs 주요 범분야 의

제가 상정될 수 있다. 

People 분야에서는 양성평등을 비롯한 젠더이슈와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문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범분야 의제로 선정될 수 있다. 양성평



100   김태균 ․ 김보경 ․ 심예리

등 문제는 보건, 일자리, 교육, 불평등 등의 문제와 다층적으로 연계되어 있

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 및 사회구성원들이 SDGs 이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범분야 의제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

여 양성평등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는 여성가족부 단독으

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이다.4 

People 관련 이슈 중 고령화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는 노인빈곤율, 노인보

건,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주거환경 문제, 농업인력수급 문제 등 

SDGs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과 연결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수명이 늘어

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고령층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이 확대되지 않으

면 노인빈곤과 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

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맞물려 대학졸업자 등의 청년실업 문제와 

연동하여 어떻게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하게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

한 문제로 부각된다.5 

Planet 영역에서는 기후변화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의제이며, 이는 2015년 11~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국내에서도 더욱 주

목해야 할 의제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기술이 변화하고, 

 4. 한국의 국제성평등지수는 UNDP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148개국 중 27위, 세계
경제포럼(WEF)에 의하면 2013년 기준 136개국 중 111위를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13). 뿐만 아니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50% 정도로 
거의 변화 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또한, OECD 회원국 중 지난 13년 
동안 연속해서 남녀 임금격차가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OECD, 2013). 

 5. 한국 인구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7년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이를 전망이다
(OECD, 2009). 또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인 12.6%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5). 특히, 2008년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3%였던 치매 환자 수가 2025년 약 10%로 증가할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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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한 도시정책이 요구되며, 정부는 일

반 시민들의 삶이 건강하고 유해한 공기, 식수,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웰빙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국가들이 5년 단위로 상향조정된 감축목표량을 다시 제출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공통의제이다.6

Prosperity 영역에서는 불평등 이슈와 청년 실업문제가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서 주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범분야 

의제라 볼 수 있다. 불평등 문제는 소득불평등에서 시작하여 남녀 간 성불평

등, 그리고 도 ․ 농 간 불평등 문제 등으로, SDGs 목표별 적용이 가능하며 한

국적 맥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슈영역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세수 문제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징

수하는 누진세 및 법인세 문제 등이 조세불평등의 주요 의제로 꼽히기 때문

에, 차후 한국사회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 범분야 이슈로 논의할 때 조세에 

관한 불평등 문제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7

Prosperity 관련 이슈 중 청년실업 및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한국 사회

에 드리워진 대표적인 사회 문제이기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산업발전을 

 6. 특히, 2015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15 국가온실가스 인벤토
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된 이산화
탄소의 양이 1990년 대비 2013년에 2.5배 증가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15). 또한 2013년 기준 한국의 온
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9,500만 톤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6위를 차지했다. 국내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량은 에너지 
분야가 6억 620만 톤 CO2 eq(45.3%),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가 1억 8,210만 톤 
CO2 eq(30%), 수송 분야가 8,830만 톤 CO2 eq(14.6%), 기타 5,660만 톤 CO2 eq 

(9.3%)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가운데에서도 공공전기 및 열생산 부문이 2억
5,794만 4,000톤 CO2 eq, 석유정제가 1,451만 8,000톤 CO2 eq, 고체연료 제조 및 
기타 에너지산업이 227만 3,000톤 CO2 eq로 나타났다. 

 7. 한국은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이 빈곤층 하위 10% 평
균 소득의 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인데, 2013년 빈부격차의 비율이 OECD 평균을 넘는 10.1배로 
조사되었다(OECD, 2012).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 1인당 세수 규모는 6,314달러로 OECD 29개 회원국 가
운데 여섯 번째로 낮았다(OEC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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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률도 고용

노동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관련 부처 및 단체

들이 협치할 경우에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파트너 간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근로

빈곤층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포괄적 ․ 지속가능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확립 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이슈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범분야 의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8 

Peace 분야에서는, 한국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중요한 범

분야 의제로 한반도 평화통일기반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을 선정함으로써, 향

후 평화통일을 위하여 추구해야 할 국가목표와 SDGs를 일치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통일이 미치는 영향도 경제

성장 ․ 실업 ․ 정치안정 ․ 사회안정 ․ 국제적 위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저비용 ․ 평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바로 SDGs 달성을 안전하고, 지속가

능하면서,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틀이 될 것이다.9 

마지막으로 Partnership 영역에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SDGs를 이행하

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회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민관협

력 이슈를 주요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SDGs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는 정부기관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형적

 8.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며, 2030년까지 청년실업률
을 5% 이내로 축소시키는 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9. 통일부에 따르면 평화통일에 필요한 비용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 있다. 첫
째, 2020년까지 통일이 가능한 ‘단기형’ 시나리오는 통일 전 비용으로 7.7조 원, 통일 
후 비용으로 371.5조 원에서 1,253.4조 원을 예상한다. 둘째, 2030년에 통일하는 ‘중
기형’ 시나리오는 통일 전 비용으로 79조 원, 통일 후 비용으로 734.6조 원에서 
2,575.2조 원을 예상한다. 셋째, 2040년에 통일하는 ‘장기형’ 시나리오는 통일 전 비
용으로 235조 원을 통일 후 비용으로 765.4조 원에서 3,042.6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실현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030년에 3만 5718달러, 2050년에 8만 
3808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력순위도 2030년 6위, 2050년 5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 통계청 ․ U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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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민간기업, 

그리고 SDGs 이행을 평가하고 정책입안의 역할을 수행할 국회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0 또한 SDGs 목표별로 

이행을 주관하는 정부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상호책임을 

강조하는 책무성 기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1

이러한 다섯 가지 영역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동되

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교차적으로 겹치는 세부 의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연결된 조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5P로 구분한 한국의 SDGs 우선 과

제는 관련된 세부 의제를 선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토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자세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2. SDGs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정의

5P에 입각해서 제안한 국내의 범분야 의제들을 토대로 <표 5>와 같이 

SDGs의 17개 목표를 각각 한국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목표별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와 타깃을 정하기 위해서 국내의 

각종 국책연구소, 국제기구 보고서, 주요 언론매체의 통계 보고, 그리고 경실

련에서 2014년 8월에 집계한 SDGs의 국내 이행방안을 활용하였다.  

10. Partnership은 이행기제와 관련되는 영역으로 SDGs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
행주체들을 포괄적인 거버넌스 체제로 포용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개발협력연대(DAK)와 같은 민 ․ 관 ․ 학 협의체를 활성화하거나 새로이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인 파트너십 이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 정책 조율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수직적 파트너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중앙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지방의
제21’위원회들이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협력네
트워크 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11.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이미 2005년 파리선언의 한 원칙으로서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이 규범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이행에 있어서는 각 목표별 지표에 따
라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수행할 기제가 없기 때문에 상호책무성 개념과 프로
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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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키워드 목표별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정의 유관 자료

1 빈곤종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 근로소득 불평등 해소

•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빈곤율 감소를 위한 소득보장제

도 강화

• 201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35만 명으로 전인구 대비 2.6%

• 2010년 기준 한국 빈곤율 14.9%로 

OECD 평균 빈곤율인 11.3%보다 높음

• 2013년 기준 노인층이 절대빈곤율 

49.1%, 상대빈곤율 60.6% 차지

2

식량안보, 

지속가능 

농업개발

• 기후변화 대비한 농업 품종개량 ․
기술개발

• FTA 추진 시 발생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대비

• 농가소득 보전과 영농후계자 양

성

• 곡물자급률 2000년 29.7% 대비 2013년 

23.0%로 감소

• 13년간 농가소득 약 1,200만원 증가, 그

러나 2013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2.5%에 불과

• 2015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39.6%

3
건강한 삶

과 웰빙

• 고령층 등 의료 소외계층 보건 ․
의료문제 해결

•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국내 대비 

및 국제공조체제 구축

• 정신건강과 웰빙 지원 

• 1인당 의료비 200만 원 내외로 세계 26

위

• 2014년 자살률 1만 3,836명으로 인구 10

만 명당 29.1명, 34개 조사 대상국 중 1

위

4 교육정책

• 의무 ․ 무상교육 확대 

• 다문화를 비롯한 소외계층 교육 

서비스 제공

• 사교육비 절감 대책 및 공교육 

강화 

•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비율은 2%로 

OECD 평균 0.7%보다 높음

• GDP 대비 대학교육 비용 2.3% 중 정부 

부담 0.8%, 민간 부담 1.5%로 세계 1위

• 2010년 기준 탈북 학생 중도탈락률은 초

등 2.5%, 중등 4.4%, 고등 10.1%로 점

차 증가

5 양성평등

• 통합적인 성 주류화 추진체계 구

축

• 근로소득 ․ 교육 ․ 보건 ․ 정치 등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지

원제도 강화

• 경제 및 소득수준 성평등 세계 125위

• 2015년 기준 여성 평균소득 2만 2263달

러, 4만 달러인 남성의 약 절반 기록

6
식수 ·

위생시설

• 물관리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거

버넌스 구축

• 식수, 위생을 위한 수자원 및 폐

수 관리

• 수자원관리기본법(안) 혹은 물기본법(안) 

- 첨단기술과 최신정보를 활용하여 하천 

의 발원지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물 

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물관리 시스템인 통합수자원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도입 

7
지속가능 

에너지

• 에너지 및 전력 수요·공급 관리

의 현대화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25년 전력 수요의 

15% 감축을 목표

<표 5> SDGs 목표별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정의 및 유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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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장려

• 전력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이행방안 구축 

• 발전차액보전제도(FIT)를 적용,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도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투자 수익 보장

8

포용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 완전고용을 위한 양성평등 강화, 

비정규직 차별 방지 등 포용적 

경제성장 도모

• 청년 실업률 감소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012년 기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10%에서 30%까지 증가, OECD 

국가 중 1위

• 취업유발계수 1990년 71.2에서 2011년 

11.6로 일자리 제공가능성이 20년간 약 

1/7로 축소

• 2015년 청년실업률 10.2%로 전체실업률 

대비 2.5배 상회

9

인프라

구축·지속

가능산업

화

• 경제인프라 보수 및 시스템 개선

• 대기업 중심의 성장 탈피와 중소

기업 중심 산업화 장려 

• 환경관련 기술개발 강화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10 불평등

• 소득불평등 감소

•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한 복

지정책 강화로 불평등 완화

• 도시 ․ 농촌 간 불균형 발전 지양

• 2013년 빈부격차의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음

• 한국 남성 하루 평균 임금 노동 246분,  

무임금 노동 39분인데 반해, 여성 임금 

노동 145분, 무임금 노동 188분으로 남

성대비 약 4배 이상

11

지속가능 

도시·거주

지

•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계획 

및 도시계획 구축

• 친환경 도시공간 확대 

• 2015년 삶의 만족도 지수 조사에서 

5.8/10점으로 그리스 다음으로 최하위

• 주거 부문 점수 2.6/10점으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5위로 조사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양식

• 생애주기에 기반한 친환경생산과

정 기준과 인증절차 확립

•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리 철저로 

안정성 강화

• 지속가능 소비와 생활양식에 대

한 정보 공유 및 실천 장려

• 친환경기술 인증제도를 확립하여 유전체

변형식품(GMOs)에 대한 표시 방식 강

화

•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캠페인

13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위한 정부기관의 통합적 

관리

•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

민 홍보 필요

• 미세먼지 ․ 황사 등 초국경환경문

제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 

• 2015년 6월 신기후체제를 위한 INDC 

제출 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선언

• 기후변화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62.9%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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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양

생태계

• 개발중심의 해양자원 정책에서 

보호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강

화

• 해양생태계 조사연구 강화

• 수산자원보호구역 3,869㎢에 대해 2020

년까지 어획량, 과잉어획, 불법어획, 비보

고, 비규제어업 등을 규제 및 처벌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량 회복

15
육상

생태계

•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른 보

호구역 훼손 문제 해결

• 멸종육지동물 보호정책 강구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충

해 관리 

• 2012년 한국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1급 51

종, 2급 194종이 채택되어 총 245종 멸

종위기 보호 대상 선정

16

평화 ․
법치 ․
책무성 ․
정의

•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

•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책무

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협력

• 국제투명성기구 2014년 부패인식지수

(CPI) 평가 55/100점으로 175개국 중 

43위

• 2015년 기준 세계평화지수 67.4점으로 

2000년 이후 최하 기록

• 평화지수 72.9점으로 143개국 중 51위, 

2013년 41위부터 3년째 하락세

17

이행수단

과 파트너

십 

• 개도국에 지원하는 한국 ODA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위한 다

양한 이행수단(MOIs)과 개발파

트너십 구축 ․ 확장 노력 

• 국내의 사회문제에 적용이 불가능하나, 

한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ODA와 국제

개발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의제들을 목표로 상정

자료: 저자 정리.

3. 재정의된 목표의 국내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앞서 정리한 SDGs의 국내 의제화 방안이 현재 국내 정부가 추진하는 정

책들과 얼마나 일치하고 정합성이 있는지 타진해 본다. SDGs 목표들과 앞서 

정리한 한국적 상황에서 우선시되는 의제들은 결코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시

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많은 이슈와 

의제들이 이미 정책집행 되었거나 정책으로 구상되고 있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 재정의된 SDGs의 목표들이 국내 정부 정책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정합

성이 높을수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정책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새롭게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드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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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흥

• 창조경제

• 경제민주화

• 민생경제

목표 2·5·7·8·9·10·11·12·14·17 • Prosperity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 ․ 복지

• 창의교육

• 국민안전

• 사회통합

목표 

1·2·3·4·5·6·7·8·9·10·11·12·13·14·16·17

• People

• Planet

문화융성

• 문화참여확대

• 문화 ․ 예술진흥

• 문화와 산업의 융합

목표 3·8·11 • People

평화통일

기반구축

• 튼튼한 안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신뢰외교

목표 17 • Peace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목표 16 • Partnership

자료: 저자 정리.

<표 6> 현 정부 국정과제와 SDGs 및 5P 간의 연계성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1)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부처별로 재정의된 SDGs 목표 및 5P와의 연계성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어떻게 SDGs와 연결이 되는가를 검토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이미 연계가 되는 정책과 국정과제는 다시 통합해서 차후 

SDGs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추진 시 정부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

초자료가 된다.

국정과제 및 부처별 백서 ․ 정책현안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DGs의 범분야 의제로 상정했던 5P가 적절하게 <표 6>과 같이 연계가 가

능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4가지 기조와 

추진기반은 유엔에서 권장하는 5P와 크게 유사하고 상호 교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SDGs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국내이행과정으로 도입할 경

우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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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모든 곳에서 모

든 형태의 빈곤 종식

절대빈곤·취약계층, 사회보장체계, 보

편접근성, 소유권, 회복력, 개도국 자

원동원, 투자가속화 위한 정책프레임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

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법제처

목표 2. 기아 종식, 식

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

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기아종식, 식량접근성, 발달저해, 여

성·토착민·목축·어민소득, 식량생산

체계, 농업생산양식, 유전다양성·유전

자원분배, 도하라운드, 식량가격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외

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관세청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

한 삶 보장 및 복리 증

진

질병, 약물, 교통사고, 성·산아 보건·

사망비율, 의료보장서비스, 의약품·백

신, 오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개도국 공중보건보호, TRIPS, 도하

선언, 보건재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관세청, 

외교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교육부

목표 4. 포용적이고 공

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

습 기회 증진

영유아·초등·중등교육, 기술·직업· 고

등교육, 불평등, 문해력·수리력, 지속

가능발전 지식·기술, 교육시설, 개도

국 고등교육 장학금·교사 공급

교육부, 법제처,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문

화재청,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

여성, 여아차별·폭력, 아동결혼·조혼, 

강제결혼, 무급 돌봄·가사 노동, 여성

리더십, 성·산아보건, 여성 경제적 소

유·통제권 및 법률, 여권신장 및 ICT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보

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인사혁신위원회, 외교부, 국가인

권위원회, 법무부, 국가권익위원

회,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

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

장

식수, 청결위생, 수질, 용수효율, 물

기근, 통합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호·

복원, 개도국 물·위생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새만금

개발청, 관세청, 산림청, 외교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

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

며 지속가능하고 현대

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

근 보장

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청

정에너지 기술, 개도국 에너지 서비

스 공급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

속적이고 포용적이며 

경제성장, 경제생산성, 영세·중소기

업, 소비생산 10년계획, 동일임금, 청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고

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

<표 7> SDGs 목표별 유관 정부부처 정리

2) 한국의 정부부처별 유관 목표·세부목표 분석

아래 <표 7>은 각 목표별 광범위한 의제들이 국내이행 시 현재 정부조직

상 2원, 17부, 5실, 5위원회, 5처, 16청 중 어떤 부처와 유관한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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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년실업, 강제노동·인간착취·아동노동, 

이주노동자, 지속가능 관광, 국내금융

기관 역량강화, 개도국 무역원조, 

ILO 협약

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방위사업

청,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법

무부, 국민인권위원회, 국민권익

위원회,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

부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

회기반시설 구축, 포용

적이고 지속가능한 산

업화 증진·혁신 촉진

인프라, 고용·산업 점유율, 개도국 금

융서비스, 자원사용 효율성, 개도국 

과학연구·기반시설, 최빈국 ICT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

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 금융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10. 국가 내 및 국

가 간 불평등 완화

하위층 소득증가율, 포괄성, 차별철

폐, 정책평등, 세계금융시장 규제, 국

제금융기구 내 개도국 발언권, 이주, 

WTO 개도국 특혜대우원칙, 개도국 

ODA·FDI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가인

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

노동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법

제처, 외교부, 행정자치부, 통일

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

주지 조성

주택·불량거주지, 교통·도로, 도시화, 

인간정주계획, 세계문화·자연유산, 녹

색공간, 지역 간 연계, 센다이프레임 

통합재해관리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국민안전처, 환경

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외교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

장

10년계획, 자원효율, 식량손실, 폐기

물, 기업의 지속가능 관행, 지속가능 

공공조달, 개도국 기술역량, 지속가능 

관광 모니터, 시장왜곡제거, 보조금제

도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

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방위

사업청, 조달청,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공정

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

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회복력, 기후변화, 개도국 위한 

UNFCC, 소외집단 기후변화 역량

환경부, 행정자치부, 기상청, 국

민안전처, 교육부, 국민권익위원

회, 외교부, 여성가족부

목표 14.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

해양오염·보존, 해양 회복력·생산성, 

해양산성화, 어류자원, 개도국 WTO 

어업보조금, 해양기술, UNCLOS 해

양자원보존의 법률적 제도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목표 15. 육상 생태계

의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

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

화 중지와 회복 및 생

물다양성 손실 중지

숲·습지·산림·육지, 사막화·산림·신규

조림·재식림, 생물다양성, 자연서식

지, 유전자원, 보호동식물종, 외래종, 

개도국 숲관리 자원, 밀렵·밀거래

환경부, 외교부, 산림청, 법제처,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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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6. 모든 수준에

서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

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

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

축

폭력·사망률, 법치·사법접근성, 조직

범죄, 부패, 책무성, 투명한 제도, 의

사결정과정, 개도국 국제기구 참여, 

정보접근성, 기본적 자유, 개도국 폭

력·테러·범죄, 지속가능 법률정책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법

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제

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목표 17. 이행수단 강

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선진국 원조약정, 최빈국 투자·적정

기술, 남북·남남·삼각협력, 개도국 조

세제도·금융재원·장기부채, 기술개발· 

이전·보급, SDGs 이행 지원, 수출비

중·시장진출, 데이터 접근성·통계역

량, 도하 의제-WTO 다자무역, 세계

거시경제, 정책일관성, 공공·시민사

회·민관·글로벌 파트너십

국세청,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

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

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관세청,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통계청 등 모든 부처

자료: 저자 정리.

부처별로 정리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의 연계성은 다음 네 가지의 중

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 정부조직도에 배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 

부처가 적어도 1개 이상의 SDGs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로써 SDGs 국내이행은 소수의 특정 부처의 임무가 아닌 정부부처 전체의 

공동의제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의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정 목

표 및 세부목표의 경우 복수의 정부부처 간 협업 내지 협치가 필수조건인 점

이다. 이는 한 부처가 특정 목표를 전담하거나 배타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간의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복합적인 의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만의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정부기관들, 즉 시민사회단체, 학계, 재계, 국회와의 연대를 꾀하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SDGs 이행을 위한 연대 및 파트너십 구축

은 제5장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 SDGs 이행 추진에 있어 국내이

행 과제와 대외 과제를 분리하여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또한 제5장에서 논의될 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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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정리. 

<그림 3> 5P와 SDGs 17개 목표 간의 한국적 맥락에서 상호연계도

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유관 위원회 간 명확한 업무 분장이 국내이행과 대외이행에 따라 다르

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범분야 의제와 SDGs 17개 목표 간의 연계도

범분야 의제 5P와 SDGs 17개 목표 간의 상호도에 따라 연계도를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각 목표별로 우선순위를 받아 선정된 의제 간의 내용

에 유사성이 존재할 때 연계도의 선이 이어지게 된다. 본 연계도는 한국적 

상황에서 국내 이행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목표마다 선정된 의제와 5P 

간에 어떠한 긴밀성과 중심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식화한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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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다른 국가의 조건에 의해 상호연계도를 그리면 다른 관계도가 작성될 

것이다. 

V.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재편성을 위한 제도적 분석

본 장에서는 SDGs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국내외 이행방안을 체계적으

로 구현하고 관련 기관들을 조율 및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분석을 시도한다. 앞에서 확인하였듯, 광범위한 SDGs 이행에 있어 

복수의 정부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의

체 내지 주관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정부기관에서 지금까지 길러온 

조직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SDGs 관련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녹색성

장위원회,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정리할 수 있으며, 지방 차원에

서는 각 주요 도시 및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지방의제21협의회를 중심으

로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차후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추진

체계에 대한 해법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중앙 단위의 유관 정부 기관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는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6

년 1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법

률상 위원회로 격상된,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 조정이 주요 

업무인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이다. SDGs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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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 1992. 06: ‘리우선언’ 이후 UN은 ‘지방의제21’ 실천계획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국

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D) 설치 권고

김대중 

정부

• 1999. 04: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

구 신설을 정부에 건의

• 2000. 06. 05: ‘세계환경의 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천명

• 2000. 08. 0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공표(대통령령 제16,946호)

• 2000. 09. 20: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강문규)

• 2002. 10. 07: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영숙)

노무현 

정부

• 2003. 06~11: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강화 및 기구개편을 위한 2차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

• 2003. 12. 15: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고철환)

• 2006. 05. 02: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상희)

• 2007. 08. 0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법률 제8,612호)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

회 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폐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법률상 위원회로 격

상

• 2007. 08. 31: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장 윤서성)

이명박 

정부

• 2008. 02. 04: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 2008. 04. 16: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시행

• 2008. 05. 26: 제5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형국)

• 2010. 01. 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법률 제9,931호)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 변경, 환경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

• 2010. 03. 26: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2010. 04. 1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 2010. 09. 09: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준우)

• 2012. 11. 29: 제7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민경석)

박근혜 

정부
• 2015. 09. 01: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전영섭)

자료: 저자 정리. 

<표 8>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변천과정

개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국개위는 한국의 ODA 정책 ․ 사업 관

련 SDGs 국외 이행 지원 방안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이행

방안에 대하여는 주요 책임기관이 아닌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

다. 

2)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표 8>에서 약술하였듯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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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부처 소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국제개발협
력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

환경부 소속 환경부 소속

자료: 저자 정리.

<그림 4> SDGs 관련 위원회 배치 구조의 변화

면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법률상 지위 변화를 거쳤다. SDGs 

성격상 본 의제들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협의체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가장 적격이라 볼 수 있는데 반해, 법률상 지위가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

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환경부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SDGs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SDGs를 전담하는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다. 

3) 녹색성장위원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정부 주요 의제로 선정된 녹색성장은, 녹색성장위원

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제

도적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

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리우선언’ 및 ‘지방의제21’의 실질적인 취지와는 달리 성장에 

초점을 둔 법률이기 때문에 SDGs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3월 정부조

직개편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 명맥을 유

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업무상 중복되

는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지금까지 논의한 세 위원회

가 정부별로 배치구조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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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부처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 저자 정리.

<그림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될 경우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재편 방안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재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위 재조정 방안 중 하나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

속가능발전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이전되면 국개위 및 녹색성장위원회와 

동급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른 두 위원회

를 포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현재 국무총리 소

속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중첩되고, 활동영역과 의제가 녹색성장위원회

보다 포괄적 ․ 다층적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두 위원회를 배치될 경우, 

위원회 간 중복 되는 업무의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국개위는 개도국의 SDGs의 이행 지원을 맡고, 지속가

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동시에 SDGs의 국내이행을 추진하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는 후자인 두 위원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총리 소속이 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두거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재편

다른 하나의 방안은 <그림 6>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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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부처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자료: 저자 정리.

<그림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될 경우

소속 국개위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조정하고, 명실상부하게 SDGs의 국내 이행

방안을 진두지휘하는 정부조직 체계를 갖춰 정책 간의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개위는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전담하고 녹색성장위

원회는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SDGs와 

관련된 목표와 세부목표의 국내이행을 총괄할 수 있게 된다. 

 

3. 지방 단위의 유관 협력기관: 지방의제21협의회를 중심으로 

SDGs 목표가 효과적으로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는 중앙-지방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가장 적격인 파트너 기관은 이미 1995년부터 한국에서 지속가

능발전에 대한 논의와 실제 사업을 추진해왔던 전국 단위의 ‘지방의제21협의

회’라 할 수 있다(<표 9> 참조). 2000년 6월 창립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는, 이미 우수사례공모전 시행, 정책포럼 개최 등으로 기후변화,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정책제안과 직접 행동을 조직했고, 지속가능발전기

본법 제정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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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지방의제21협의회

서

울

(1)

• 녹색서울시민위원

회

인

천

(4)

• 서구21추진협의회

•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 강화의제21추진협의회

대

전

(1)

• 대전의제21추진협의

회

광

주

(1)

• 푸른광주21협의회

대

구

(1)

• 맑고푸른대구21추

진협의회

울

산

(1)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부

산

(1)

• 녹색도시 부산21

경

기

도

(4)

•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

의회

•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

의회

•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

의회

강

원

도

(4)

• 화천군지속가능발

전협의회

• 춘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정선의제21

• 원주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충
청
남
도
(4)

•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 당진21추진협의회

충
청
북
도
(3)

• 녹색충주21실천협의

회

• 녹색청주협의회

• 충북청풍명월21실천

협의회

전
라
남
도
(4)

•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

• 여수21실천협의회

•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전
라
북
도
(2)

• 전주의제21추진협

의회

• 전북의제21추진협

의회

경
상
남
도
(4)

• 푸른통영21통영지속가

능발전협의회

•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 푸른진주시민위원회

• 밀양21추진협의회

경
상
북
도
(4)

• 녹색경남21추진협의

회

• 푸른포항21추진협의

회

• 그린경주21협의회

• 녹색경북21추진협의

회

제
주
도
(2)

•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

능발전협의회

자료: 저자 정리.

<표 9> 지방의제21협의회 전국 분포도

4. 국내이행 추진을 위한 기타 협력 주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비정부기관을 중요한 협력자

로 인식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학계, 경제계 등과 협력하여 이른바 

‘multi-stakeholderism’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 SDGs의 국내이행 과제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 단위에서 특정 범정부 

SDGs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각 지역별로는 지방의제21협의회가 지역거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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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되어 국내이행 과정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앙-지방 SDGs 

파트너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음의 협력 주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인권, 여성, 환경, 개발, 복지 등 다양한 사

회문제영역에서 전문성이 있으므로 정부기관이 다양한 SDGs 목표를 이행할 

때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과 지역성(locality)과 연대하여 목표 이행의 효과

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CSR을 공격적으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ocial values: CSV)’로 전환하면

서 개발협력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SDGs 국내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개발재원 조달에 기업이 일조하는 것이다. 이는 기

업과 정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잘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SDGs 국내이

행을 두고 국회와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

전법 개정부터 예산문제, 또한 국회를 통해 SDGs 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동행은 정부기관과 시민사회에게도 

유익한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VI. 맺으며 

2015년 9월 출범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한국 정부에게 SDGs의 

국내이행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제

는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SDGs가 포함하고 있는 

목표들은 사회개발에서 포괄적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환경문제, 그리고 평화

와 안보까지 전반에 걸쳐 다층적인 의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

전위원회 강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아래는 이러한 SDGs 국내 이

행방안을 위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유엔개발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강조했듯이 SDGs가 추구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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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변환시키는 것(transforming our world)인만큼 국내

에 적용되는 SDGs 또한 국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사회적 합의 내지 사회

계약으로 공유되었을 때 비로소 한국이 SDGs를 통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SDGs를 국내에 이행하는 과정과 수위는 정부기관이 

얼마나 진지하게 SDGs를 국내 상황에 대입하여 가장 필요한 목표들로 선정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포용적인 파트너십

을 형성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둘째, SDGs 목표를 한국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각 목표별로 우선 과제

를 선별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 17개 목표를 개별적으로 국내 문제에 연

계할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히 나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국내 수준에서 SDGs를 이행하는 단계는 지역 수준과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SDGs 이행과정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SDGs의 국내이행은 중층

적이고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17개 목표의 복잡성과 지역 ·글로벌 수준과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개발정상회의 결과문서에 제시되었던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의 5P를 국내이행의 범분야 

의제로 채택하고 각 의제별로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 이슈를 우선 과제로 상

정한다. 이는 국내이행에 있어 정책 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의 복잡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차후에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SDGs 이행문제와도 

5P를 통해 쉽게 소통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이다. 양성평등과 고령화 문제를 

People, 기후변화를 Planet, 불평등과 청년실업을 Prosperity, 한반도 평화통

일기반구축을 Peace, 포괄적 파트너십을 Partnership으로 한국적 모델을 구

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한국의 주요 핵심 의제들을 

선정함으로써, SDGs의 한국적 재해석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 

셋째, 재정의된 SDGs의 국내 이행목표들이 완전히 새롭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 정부 부처에서 정책으로 입안했거나 시행할 이슈일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발간하는 정책 백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SDGs 국내 이행목표를 상호 비교하면서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넷째, 우선순위가 정해진 SDGs 국내 이행목표는 대국민 홍보와 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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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앞

으로 이행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연대를 형성해야 할 시민사회, 민간기업, 

그리고 국회를 대상으로 SDGs 국내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협의가 필

요하다. 

다섯째, 실질적인 SDGs 국내이행은 중앙 정부와 지방 단위로 나누어 접

근하여야 한다. 중앙 수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간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중앙 단위의 SDGs 국내이행 협의체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

회가 다시 재조명되고,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는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각각 분담하여 상호 협력할 경우 보

다 정합성 있는 이행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재편하는 경우, 기존 위원회와의 업무 관계가 원활하

게 조정되고 상위 기관으로서 업무를 조정 및 조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합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2000년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제21’ 협의체들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

다면 SDGs의 성공적인 국내이행에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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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SDGs era has emphasized autonomou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s domestically, along with global partnership which 

enables these norms to be implemented collectively. Korea should build social 

consensus and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to deal with such issues including 

various multi-stakeholders. Accordingly, this study reinterprets SDGs into the 

Korean context, adopts 5P as cross-cutting issue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and 

suggests specific issues that hold national priority. Through this, emphasis is placed 

on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existing government policies and 

presidential agenda, as well as reaching consensus in the process. Lastly, 

re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operation with local-level 

consultative groups is suggested for policy coherence, through a two-track approach 

divid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practical domestic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at domestic implementation process is not a 

unilateral policy transfer but a policy translation, in which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s are contextualized into domestic social conditions, the study 

suggests policies for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structural fragmentation that 

can surface in the process of domestication of SDGs in Korea. 

Keywords: S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s, Domestic Implementation, 

5P, Policy Transfer, Policy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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