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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는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UN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포함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의미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 두 가지 번역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  전자는 환경부에서 후자는 외교부에서 개도국

에 대한 지원에 주로 의미할 때 사용.  

 SDGs 전체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외교부 비공식 번역본과 시민사회

(KoFID) 번역본이 있는데 전자는 개발로 후자는 발전으로 번역.  

 

• SDGs는 과거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개발/발전 목표로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 공동의 정책 프레임워크로 

기능  

 새천년개발목표(MDGs) : 2001-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6-2030  

 

SDG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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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빈곤) 

•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한다.  (기아)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건강)  

•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교육)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성평등) 

•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물)  

•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확립한다.  (에너지) 

•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일자리) 

•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산업화와 혁신)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도시)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소비)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행동을 시행한다 (기후변화) 

•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 다. (해양)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

소를 억제한다.  (육상)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

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거버넌스)  

•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ection Contents No of Paragraph 

Preamble 서문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인간, 번영, 지구환경, 평화, 파트너십  

Declaration 

선언(1-53) 

  

Introduction 머리말  1-6 

Our Vision 우리의 비전  7-9 

Our shared principles and commitments 공통의 원칙과 약속  10-13 

Our world today 오늘날의 세계  14-17 

The new agenda 새로운 의제  18-38 

Means of implementation 이행 수단  39-46 

Follow-up and review 후속과 검토  47-48 

A call for action to change our world  세계를 바꾸는 위한 행동 요청  49-5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지속가능개발(발전)목표와  

세부목표 

 (54-59) 

  54-58 

SDG 1-15 and Targets 세부목표  59 

SDG 16 – 10 Targets 세부목표 59 

SDG 17 Targets 세부목표  59 

Finance 재원  17.1-17.5 

Technology 기술  17.6 

Capacity-building 역량강화  17.9 

Trade 무역  17.10-17.12 

Systemic Issues 

시스템 이슈 

  

  

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17.13-17.15 

Multi-stake holder partnerships 다자간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17.16-17.17 

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데이터 ,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17.19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60-71 

Follow-up and review  

후속과 검토  

(72-91) 

  

  72-77 

National level 일국적 차원  78-79 

Regional level 지역적 (대륙) 차원  80-81 

Global level 글로벌 차원  82-9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70/L.1) (9.25.2015) 

우리의 세계체제 변혁 : 지속가능개발(발전)을 위한 2030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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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사회발전, 경제발전 및 환경 분야  

     모두 15개의 목표와 거버넌스(16번)와 이행수단과 파트너십(17번)의  

     5P로 구성.  

 5Ps :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 SDGs 는 17개의 목표 하에 평균 약 10개(최소 5, 최대 17개)  

     모두 169개의 세부목표(Target)와  230개의 글로벌 차원의 지표      

    (Indicator)로 구성.   

 

SDGs 내용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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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 

5 P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무엇 
(What) 

빈곤(1), 기아(2),  
건강(3), 교육(4),  

젠더(5) 등  

에너지(7), 일자리(8),  
산업화(9),  

불평등(10), 도시(11) 
등 

식수(6),  
지속가능생산과 소비
(12), 기후변화(13),  

해양생태계(14),  
육상생태계(15) 등.  

What+ 
How 

평화, 정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16) 

평화 (Peace) 

어떻게 
(How)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17) 파트너십 (Partnership) 

SDGs 구조 – 5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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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sive 포용적  

   – ‘Leave no one behind’ 
 

• Ambitious / Accountable 책
무성  

   – ‘자발적‘ 보고 ‘의무’   
 

• Comprehensive 종합적  

   – 사회, 경제, 환경 및 거버넌스(5Ps) 
  

• Transformative 체제변환적  

   – 구조적 문제와 패러다임 전환 시도 
   

• Universal 보편성  

   –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Universal   Inclusive   

Comprehensive 
 Ambitious /  

Accountable   

Transformative 

SDGs 특성 – “I AC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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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한 유엔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 대응  

2. 경제 사회 환경과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등 기존의 분절화된 의제를 통합하는 

프레임워크  

3. 지속가능발전을 매개로 국제와 국내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도구 (정책일관성)  

4.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는 국제적 합의   

5.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이자 개도국과 선진국의 국제연대 도구 

6.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력 파트너십의 플랫폼과 

지침 제공   

7.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계기와 공통의 국제 애드보커시의 

플랫폼 제공  

 

SDGs 의미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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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와 인권 

• UN 2030 의제에서 인권은 비전, 원칙, 목표, 내
용 및 후속조치 원칙 등에 언급되어 있음.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전문, 항목 3)  

 비전 (항목 8) 

 원칙 (항목 10) –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과 발전권
선언  

 내용 :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 (항목 19), 이주민의 권리
(항목 29), 거버넌스와 인권 (항목 35),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항목 6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 세부목표 4.7, 16. 

 후속사업과 검토 (항목 7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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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SDGs  

경제·사회·문화적 권
리  

SDG 1 (빈곤), 2 (기아), 3 (건강), 4 (교육), 6 (식수), 8 (일자리) 
등.  

시민·정치적 권리  
SDG 16 번 세부목표 16.3 (법치), 16.10(알권리와 기본적 자유), 
등.   

평등과  비차별  
SDG 5 (성평등), 10 (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 4.7 (성평등 교육), 
16.b (비차별 법과 정책)  

인권 교육  SDG 세부목표 4.7 (세계시민교육, 인권 등)   

기업과 인권  
2030 의제 제67항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Guiding Principles 
on BHR),  

SDGs 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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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Targets 

16.1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16.2 End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  

16.3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16.4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illicit financial and arms           
flows, strengthen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assets   
and combat all forms of organized crime  

16.5 Substantially reduce corruption and bribery in all their forms  

16.6 Develop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16.7 Ensure respons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t all levels  

16.8 Broaden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stitutions of global governance  

16.9 By 2030, provide legal identity for all, including birth           
registration  

16.10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
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16.a Strengthen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capacity at all level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o prevent  violence an
d combat terrorism and crime  

16.b Promote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fo
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무목표  
 

•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
망률을 상당히 감축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
의 폭력과 고문 종식 

• 16.3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출입을 상
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
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

명한 제도 개발 
• 16.7 모든 수준에서 공명(共鳴)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 16.8 개도국의 국제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

하고 강화 
• 16.9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 16.10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

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본적 자유를 보호 
•   
• 16.a 모든 수준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을 예

방하고 테러리즘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을 배양하도록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국내 
기관을 강화 

• 16.b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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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의제 – 제10항  

Our shared principles and 
commitments 

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우리의 약속과 공유된 원칙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새천년선언 및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에 
기반하며,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과 같이 다른 국제적 
선언문서의 내용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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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의제> 제67항 SDGs와 기업  

67. Private business activity, investment and 
innovation are major drivers of productivity,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We acknowledge the diversity of the private 
sector, ranging from micro-enterprises to 
cooperatives to multinationals.  

We call upon all businesses to apply their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solving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We will foster a dynamic and well-functioning 
business sector, while protecting labour rights 
and environmental and health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greements and other ongoing 
initiatives in this regard, such as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the labour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key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for parties to those 
agreements.  

 

민간 기업 활동, 투자 및 혁신은 생산성, 포
용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인
이다. 우리는 영세기업에서부터 협동조합
과 다국적기업에 이르는 민간영역의 다양
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들을 해결하는데 그들의 창조성과 혁신을 
적용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주요 다자간 
환경협약과 같은 관련 국제 기준과 협약 
및 기타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따라 
노동권과 환경 및 보건 기준을 보호하면서 
협약 당사자들을 위해 역동적이고 잘 기능
하는 기업 부문을 조성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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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세부목표 4.7 

4.7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or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두가 지속 가능발전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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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s 제정 과정과 내용에 인권의 주요 원칙이 반영.  

 이전의 MDGs 에 비해 인권이 양과 질에서 크게 개선  

 보편성과 상호의존성 – 평화, 개발, 민주주의, 환경 – 원칙이 반영  

 과정과 결과 측면 모두 보다 ‘인권적 접근’을 통해 만들어짐.  

 SDG는 “21세기 마그나 카르타” (2015년은 800주년)  

 

2. SDGs 17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인권과 연관 (언어/형식는 개발, 내용은 인권)  

 SDG 1-15는 주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발전권, 환경권 등 

 SDG 16은 시민정치적 권리,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등.   

 SDG 17은 발전권, 국제연대, 민주적 국제질서, 인권지표 등.   

 참고 : <SDGs 와 국제인권기준 연계> 표   

 

3. 인권 명시적 언급 – 발전권,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발전권 (10, 35 항) 등 국제인권기준 언급  

 SDG Target 4.7 에 세계시민교육과 인권이 언급 

 2030 Agenda 제67항에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P)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ILO 국제노동협약과 함께 언급  

 참고 : 인권이 언급된 단락 모음   

 

인권관점에서 본 SDGs   



 21  

1. 법적 구속력 vs. 도덕적, 정치적 구속력   

– 세계인권선언 처럼 유엔 총회에서 선언형식으로 채택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인권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지만 구체적 실행 메커니즘 없이 선언적 의미에 국한  

– 구체적인 이행이 개별 국가의 ‘자발성’에 의존하여 자의적 해석과 왜곡 가능성 높음. (고위급정치포럼 (HLPF)의 

자발적 국별평가 (Voluntary National Review).  

 

2. 책무성 메커니즘  

– 책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인 인권기반접근(HRBA)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음 (부산 파트너십은 22항에 

RBA 명시)  

– 초국가기업에 관한 국가의 역외관할의무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ETO)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음.  

– 국제기구의 인권책무성에 대한 언급 없음 (FTA, IFI, MDB 등)  

 

3.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연계 및 통합 – 통합적 이행 모니터링   

– 유엔 내 인권과 개발 정책 및 이행 체계의 구조적 분절화 (silo) 지속 – 인권 (제네바) vs. 개발 (뉴욕)  

– 국제인권조약기구,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과 특별절차 적극적 활용과 참여 방안 미비  

–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와 SDGs 이행계획과의 연계 방안 부재  

– 개벌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활용과 참여 방안 부재 (지표에는 포함)  

– 기업의 역할 강조하지만 기업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 취약 (67항에 GP-BHR, CRC 언급 정도)  

인권관점에서 본 SDGs –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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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1 By 2030,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  

11.2 By 2030, provide access to saf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all, improving 
road safety, notably by expanding public transpor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11.3 By 2030, enhance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capacity for participatory, integrated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in all countries  

11.4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1.5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and substantially 
decrease the direct economic losses relative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caused by disasters, including 
water-related disasters, with a focus on protecting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11.6 By 2030, reduce the adverse per capita environmental impact of cities, including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ir quality and municipal and other waste management  

11.7 By 2030, provide universal access to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green and public spaces, in particular for 
women and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11.a Support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inks between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11.b By 202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ies and plans towards inclusion, resource effici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silience to disasters, and develop and implement,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holistic disaster risk management at all levels  

11.c Support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roug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building 
sustainable and resil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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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의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
을 감축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a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지원
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
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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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local authority)는 1992년 리우 개발과 환경회의와 1993년 설립된 유엔 지

속가능발전위원회(CSD)에서 9개 주요 그룹 (Major Group) 하나로 이해관계자로 참

여 였음.  

• SDG에서는 국가적 (national) 과제인 SDGs를 지역(Sub-national) 차원에서 수행하

는 역할 수행  

• 지자체는 자연 및 경제적 환경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 

 농촌 : SDGs의 관점에서는 2번 (기아,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농업) 

 도시 : SDG 11  (도시와 정주권 HABITAT)와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CP) 

• UN HABITAT 는 목표 11 관련 신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제시 (HABITAT 3,   

Quito, Ecuador) 

• 지자체 국제 네트워크에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와 ICLEI가 주도적 역할 수

행, 아시아에서는 CityNet도 적극적 참여,   

• SDGs 이행에는 일부 지자체가 적극적이지만 인권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많지 않음.  

SDGs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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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5년 9월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A/HRC/30/49) 채택

하였고 2017년 9월 제 36차 회기에서  Panel Discussion 형태의 행사를 개최하

기로 결정.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인권이 유엔의 공식 의제로 설정. 

 인권이사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보고서 준비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에서 유엔 인권자

문위와 UCLG, 한국인권재단이 주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보고서 내용 준비에 실질적 기여함.)   

 유엔  보고서는 인권도시나 지자체 (Local Authority)보다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란 표현

을 사용 

• 보고서는 한국에서 서울, 광주, 성북구 등을 모범사례로 언급   

•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목표, 내용 및 형식 차원에서 SDG와 인권의 연계 또는 

통합이 향후 과제로 등장 

 

 

 

지자체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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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의 다양한 법, 제도 정책의 일관성과 

인권주류화  

–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범과 제도의 권고안 성실한 이행 및 국제규범 비준 확대 

(이주노동자인권협약,  ILO 협약 등) 

–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일관성있게 재조정 (헌법에 명시)   

– 인권관련 입법을 통한 인권주류화와 인권 차원의 법, 제도 정책적 일관성/통일성 제고    (예: 

인권기본법, 인권교육법, 차별금지법 등)    

 

Systemic issues 시스템 이슈 

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정책 및 제도 일관성 

17.14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15 Respect each country’s policy space and leadership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 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SDGs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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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  
프레임 

‘창조경제’ ,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   

 
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07)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020) 

창조경제실현계획 (2013.6.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201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7-2021) 

협동조합기본법 (2012-) 

SDGs 관련 국내 법,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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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의 지금까지의 경제사회발전 경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인권친화적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제시 및 

개도국과의 공유    

세째, 인권친화적 / 인권에 기반을 둔 정부, 지자체, 국회,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기여 및 참여     
 17.17 Encourage and promote effective public, public-private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s, building on 

the experience and resourcing strategies of partnerships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ㆍ공공-민간ㆍ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네째,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과 인권경영 도입 계기 (67항의 기업과 인권에 

이행원칙에 따른 국내이행계획 도입 등)   

다섯째, 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 (ODA) 정책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예. 

KOICA, KOTRA 등에 인권경영 도입)  

여섯째,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한 SDGs 소개  

 

SDGs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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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s 이행계획 수립에 인권 반영 (인권주류화) 
 세무목표 4.7의 통합적 세계시민교육 실시 (인권교육과 연계)  

 유엔 인권기구(조약기구, UPR, 특별절차 등) 권고안 반영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안 반영  

 서울시 인권기본계획과의 유기적 연계  

 

2. SDGs 이행 (계획-실행-평가) 전 과정에 인권기반접근 (HRBA) 적용  
 Safeguard 제도 도입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SDGs 이행 주체 대상 인권교육과 훈련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 및 강화    

 

3. SDGs 이행에 대한 인권기반 모니터링 
 모니터링 지표에 인권 포함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개발   

 독립적인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e.g. 16번) 

 

4. 인권기반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 인권경영 도입과 확산  
 지자체 내의 기업 (공기업과 민간기업) 대상 ‘인권경영’ 실시 견인  

 2030  의제 67항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아동권리협약, ILO 규약  

 OECD 기업책임경영(RBC) 원칙 준수 (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UNGC) 원칙 준수   

SDGs와 인권 연계-통합적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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