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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한국사회의 과제 

1. 2015년 이전까지 한국정부는 환경 사안 중심으로 SDGs 인식, 집행 

2.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20), 국가지속가능발전지
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이행계획 수립하고 있으나, 사회, 경제, 환
경 통합적인 SDGs 이행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  

3. 정부 내 총괄기구 부재: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추진단,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실, 환경부, 그 외 통계청 등의 4개 정부기관 외 협력체계 구축 부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부재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
환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가능발전관련 사업의 유기적 
교류 및 협력 거의 단절 

 환경과 사회 및 경제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통합적 추진 위한 국
가 및 지방정부 시스템 전환 노력 부재  

 서울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위한 구조로서의 지속가능발전위
원회의 통합 기능과 역할 및 이를 가능토록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5.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및 참여 구조 부재, 특히 시민사회와
의 소통 및 협의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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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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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ople : 빈곤과 기아 퇴치, 
건강, 교육, 성 평등 등 사
회발전 

2. Planet : 모든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등 
생태계 보호  

3. Prosperity : 일자리와 경제
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
소 

4. Peace :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5. Partnership : 이행수단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
벌 파트너 십의 촉진 



THE 2030 AGENDA for SD 

 17 Goals & 169 Targets 
• 목표 1. 빈곤퇴치 

• 목표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 목표 3. 보건증진 

• 목표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 목표 5. 젠더 평등과 여성 역량/권한강화 

• 목표 6. 물과 위생 

• 목표 7. 에너지 

• 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목표 9. 인프라와 산업화 

• 목표 10. 불평등 해소 

• 목표 11. 도시 

•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 UNFCCC 

• 목표 14. 해양자원 

• 목표 15. 육상생태계 

•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 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 목표  

 빈곤퇴치, 기아종식(1,2) 

 불평등(10) 

 

2. 영역별 내용 

  SOCIAL (3,4,5,11) 

  ECONOMIC (8,9,10,12) 

  ENVIRONMENTAL (6,7,13,14,15) 

 

3. 이행수단(MOI) 

  책무성과 거버넌스(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 십(17) 



THE 2030 AGENDA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GIRL’S EMPOWERMENT 

• 5.1.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를 비롯한 공공장소 및 개인장소에서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과 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행위 근절 

•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함께 가족과 가정 내 남녀 

간 책임공유를 확대하여 부불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 5.5.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시 여성의 전면적·효과적인 참여와 리

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 

•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프로그램>, <베이징행동강령>과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합의한 바

와 같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적용 

• 5.a.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용 진작 

• 5.c. 모든 측면에서 젠더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 



SDGs and GENDER EQUALITY 
TRANSFORMATIVE COMPETENCE 

 

 

 

 

GENDER 

CROSS-

CUTTING 

경제 

사회 

환경 



THE 2030 AGENDA for SD & GENDER 
EQUALITY AND WOMEN’S HUMAN RIGHTS 



SDGs and GENDER ISSUES 

1. UNIVERSAL & GLOBAL: Fair Sharing of Costs, Responsibilities and Opportunities 
Among and Within Countries  

2.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 GOALS FOR RICH 

① 국내차원의 지속가능목표(DOMESTIC SUSTAINABLITY TARGETS) 

② 국외차원의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국내정책의 변화(DO NO HARM TARGETS) 

③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제(INTENATIONAL RESPONSIBILITY TARGETS)  

3. TARGETS FOR ERADICATING INEQUALITY :   

① BETWEEN/WITHIN INEQUALITY (GOAL 10) 

②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GOAL 12) 

③ GLOBAL PARTNERSHIP AND MEANS OF IMPLEMENTATION (GOAL 17) 

4. GENDER CROSSCUTTING AND INTERSECTING ACROSS ALL GOALS FOR 
PROTECTING WOMEN’S HUMANR RIGHTS, REDUCING GENDER INEQUALITY, AND 
PREVENTING FEMINIZATION OF POVERTY 

① GOAL 5 STAND-ALONE GOAL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GIRL’S 
EMPOWERMENT와 동시에 16개 목표 전반적으로 GENDER-CROSCUTTED 
TARGETS AND INDICATOR ACROSS ALL GOALS  

②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북경여성행동강령(BPfA)을 포함한 기존의 유엔협
약에 포함된 성평등 목표와 과제가 Post-2015 목표와 과제 이행의 기반  

 

 



SDGs and GENDER ISSUES 
5. 성별분리통계 시스템 구축 (SYSTEMATIC SEX-DISAGGREGATION OF INDICATORS 

ACROSS ALL GOALS):  

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안보 등 지속가능발전 위한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
의 여성참여 지표 

② 젠더에 기반한 차별적 규범 및 관행, 특히 여성혐오(MISOGYNY) 포함한 유해한 
전통문화(HARMFUL PRACTICES)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
(AWARNESS CHANGE INDICATOR, ACI)과 행동개선지표(BEHAVIORAL CHANGE 
INDICATOR, BCI) 

③ 여성의 부불 돌봄 노동(UNPAID REPRODUCTIVE & CARE WORK), 성별임금격차
(GENDERED WAGE GAP), 고용 및 양질노동(EMPLOYMENT & DECENT WORK) 
등에 관한 지표. 재생산 및 돌봄 노동(REPRODUCTIVE & CARE WORK) 평가와 
가치인정을 위한 세제와 예산의 변화 포함한 거시적인 성 평등 구조의 전환을 
지표 

④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젠더 기반 폭
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지표 구축 

⑤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06, and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 (2014년 5월 수립된 1325 NATIONAL ACTION PLAN 
이행 지표 구체화) 

 

 



GENDER-REPSONSIVE IMPLEMENTATION  



2030 AGENDA & WOMEN’S HUMAN RIGHTS 

• Key MESSAGE OF THE 2030 AGENDA FOR SD: 

 Historic commitment to gender-responsive implementation,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The centrality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for progress on all SDGs affirmed 

 CEDAW & 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 as a foundational 

basis of the 2030 Agenda reiterated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reaffirmed 

 The imperative of social norms change emphasized 



2030 AGENDA & WOMEN’S HUMAN RIGHTS 

• STRATEGY AND ROADMAP FOR GENDER-RESPONSIVE 
IMPLEMENTATION TO CREATE AND REINFORCE THE ENAABLING 
ENVIRONMENT AT ALL LEVLES, IN ALL CONTEXTS AND Y ALL 
ACTORS, WITH ACTIONS AIMED AT:  

 Strengthening normativ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stering enabling environments for financ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Strengthening women’s leadership and women’s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all area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engthening gender-responsive data collection,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and   

 Enhancing NATIONAL/LOC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젠더 불평등 해결 위한 과제 

1. 여성이 처한 불리한 상황에 대한 고려: 결혼, 재산소유, 주택소유, 일자리(지불·부불노동, 
임금격차, 비공식 노동자, 가사노동자), 건강과 교육, 빈곤 정도, 자원 접근성, 사회적 안
전망 등 모든 이슈의 교차적(intersectionality) 해결 

2. 낙인(Stigma), 전형화(stereotyping), 모욕(humiliation), 폭력(violence) : 전형화, 젠더기
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편견과 폭력 등의 교차적(intersectionality) 해결 

3. 적응(Accommodation) 과 전환(transformation) : 잠정적 우대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 재생산(Reproduction), 교육(Education), 일과 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인신매매(Trafficking) 등의 교차적(intersectionality) 해결     

4. 의미 있는 여성참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대표성 반영 (Agency and voice)   

5. 부문간 통합 (Interaction between the dimensions) 

6. 실질적 평등의 법적 개념(Substantive equality: legal concepts) 

7. 다양한 위치와 정체성(Multiple locations and identities) 

8. 개인과 집단(The individual and the group) 

9. 국제 인권법 상의 진화하는 실질적 평등개념 반영 (The evolution of substantive 
equal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 : 부불노동과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피해자보호 
수준의 향상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