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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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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됨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과연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지구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으며, 자연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제 삶터를 마구 짓밟아 놓고, 마구 어질러 놓고, 마구 더럽혀 놓고, 마구 파괴하는 동
물이 인간 말고 또 있단 말인가? 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간됨을 부정하는가?

쌀, 공기, 물

사람됨 = 지속가능발전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속가능발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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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공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념으로한다. 

• 생태계의 물리적 수용 용량과
인간의 합의된 사회적 기준을

지키는 정책

• ‘지속가능한발전’, ‘동반자
관계’, ‘과정’이라는세가지
단어가그핵심주제어라할
정도로지역사회의모든
구성원의협력을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론적 논의
지구위험 한계(Planetary boundaries)의

9가지 요소와 3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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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도넛 모델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속가능발전개념의확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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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인류의약속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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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93개국,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만장일치 합
의채택.

: 유엔 SDGs는 17개목표(Goals), 169개세부목표
(Targets), 230여 개 지표(Indicators)로 구성됨으
로써 확고한 이행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2016년부터 매년 국가 평가를, 4년마다 유엔 차
원의평가를수행하기로함.

SDGs를지방수준에서적용하고이행하고모니터
링하는 과정으로 지방화 시도되고 있음(SDSN,
2016)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SDGs에대한관심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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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JUST
WISE BUT FUNDAMENTAL TO LIFE ON EARTH.
IT IS A RIGHT FOR ALL AND NOT A PRIVILEGE
OF THE FEW(ICLEI).

지속가능발전은 단지 현명한(WISE) 선택이
아 니 라 지 구 상 모 든 생 명 체 를 위 한
필수적 (FUNDAMENTAL) 인 접근방식이다 .
지속가능발전은 선택 받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발전
방향이다(이클레이)。

지속불가능성
지구용량의 초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미세먼지,
1인당 국민소득, 삶의 질, 저출산, 노령화, 자살율, 실업률 등
지구와우리사회는지속가능성은불투명해지고있다.

위험한삼위일체(unholy trinity)
1) 값싸고풍부한에너지시대의종언.
2) 불안정한기후로인한식량과물부족, 환경오염과생태계
파괴. 
3) 세계인구의고령화와지역별인구증감의불균형.

여기에더해분배정의를바탕으로한지속가능한경제가
없는미래,  국가가통치력을상실하는미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WEF가진단한 2021년의 10가지위험요소

13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속가능발전이란

 SUSTAINABLE DEVELOPMENT

14

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JUST
WISE BUT FUNDAMENTAL TO LIFE ON EARTH.
IT IS A RIGHT FOR ALL AND NOT A PRIVILEGE
OF THE FEW(ICLEI).

지속가능발전은 단지 현명한(WISE) 선택이
아 니 라 지 구 상 모 든 생 명 체 를 위 한
필수적 (FUNDAMENTAL) 인 접근방식이다 .
지속가능발전은 선택 받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발전
방향이다(이클레이)。

지속불가능성
지구용량의 초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미세먼지,
1인당 국민소득, 삶의 질, 저출산, 노령화, 자살율, 실업률 등
지구와우리사회는지속가능성은불투명해지고있다.

위험한삼위일체(unholy trinity)
1) 값싸고풍부한에너지시대의종언.
2) 불안정한기후로인한식량과물부족, 환경오염과생태계
파괴. 
3) 세계인구의고령화와지역별인구증감의불균형.

여기에더해분배정의를바탕으로한지속가능한경제가
없는미래,  국가가통치력을상실하는미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李昌彦 이창언 dg2906051@smail.nju.edu.cn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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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

2030 의제구성체계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2030 의제 구조와 이행노력

 2030 의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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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기관이 SDGs 이행 노력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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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3개기둥과 5P축

 17 Goals to Transform Ou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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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defined a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Sustainable development calls for concerted efforts towards
building an inclus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future for
people and plane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achieved, it is crucial to
harmonize three core elements: economic growth, social
inclus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se elements are
interconnected and all are crucial for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Eradicating poverty in all its forms and dimensions i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is end, there must be promotion of sustainable, inclusive
and equitable economic growth, creating greater
opportunities for all, reducing inequalities, raising basic
standards of living, fostering equitable social development
and inclusion, and promoting integrated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cosystems

The Tree Spheres of Sustainability/ 5P of SDGs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2030 의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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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

.

출처: 이창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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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수준을
진단하고,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계발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유엔 SDGs의 글로벌 지표(Indicators)와 방법론을 탐구하고 국가 단위의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ⅰ.분명하고 간단한,ⅱ. 합의에 바탕을 둔, ⅲ. 시스템에 바탕을 둔, ⅳ 정보와 광
범위하게 일치하는, ⅴ 잘 확립된 자료 원천에서 구축된, ⅵ. 구성요소로 분해되는,
ⅶ 보편적인 등과 같은 SDGs 지표 설정 원칙은 과학과 실험, 탐구를 중시하는 실
용주의와 접합되는 지점이다.

저출산, 노령화, 자살, 실업,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지구와 모든 사회의 지속가
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탄식과 분노, 신앙화 한 이념을 통해서는 당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주의나 사상 유의미함은 그것이 해당 사회 현실
에 적용 가능하고, 모든 이를 위해 유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 행동철학과 실천의
정당성 확보는 그것이 다수의 행동을 이끌고 설정한 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
에 달려 있다.

SDGs는 이행과 실천과정에서 국가와 도시는 위기와 기회, 번영의 중심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 SDGs 이행의 원칙과 이행의 전 과정에서 실용주의 철학의
특성인 이원론적 분리주의를 거부하는 현실주의, 학습과 경험을 통한 성장을 중
시하는 역사주의, 다양성과 소통을 긍정하는 다원주의, 실험과 탐색을 중시하는
과학주의를 내장한 SDGs의 모범적 사례가 빠른 속도로 도시에 확산하고 있다.

이창언(2021), “실용적 사회혁신 전략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유용성과 확산 요
인 연구＂중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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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의지향과전략: 실용주의적도시사회혁신



사회혁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
• 사회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작동하는
새로운아이디어,새로운사회적관계와협력
을창출하는활동.

•사람,지구및번영을위한행동계획

출발점
• 충족되지않는사회적 욕구,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문제.

• 새천년개발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빈
곤,사회발전,환경,경제성장,파트너십등 5개영
역)

성격
•사회․환경․경제적으로바람직한목표를지
향하며사회적공공선추구.

•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헌장. 상
호연계된 3개기둥(경제,사회,환경)의통합적관
리.

차별성
•다양한사회구성원또는부문간의참여,연
대,파트너십(partnership)추구.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
십 정신에의거한 목표 이행.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에 입각하
여 자국의 국정상황 및 능력을 고려한 이행실
천.

과정
•충족되지않은사회적욕구의파악→새로
운 솔루션의 개발 → 효과성에 대한 평가 →
사회혁신으로서규모확대.

• 목표·지표체계 구축→지표별 목표치 설정
→ 이행전략수립

•계획, 실행, 점검
•포용적이고참여적인과정→ SDGs의제설정과
정→ SDG실행계획수립과정→모니터링및평
가과정

보상과
배분 방식

• 성과나 보상은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사회
전체,공동체의효용증진.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결과 •사회의새로운관습이나루틴(routine)형성.
•정치체제, 행정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생

산체제, 기술체제, 국제체제의 변화. 의식․제도․
윤리와문화의변화출처: 이창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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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의지향과전략(실용주의적도시사회혁신



2. SDGs 세계 동향과 확산의 기회구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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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lobal Economy(세계 경제)
02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
03 Innovation (혁신)
04 Environment and Energy (환경과 에너지)

UN의 의지, COVID-19 영향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에 비전으로 제시한 대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길을 열고 개발을 촉진하고 기타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처하는 대응을 주도한다.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05 Employment (고용, 일자리)
06 Women's Empowerment (여성의 권한).
07 Development (발전, 개발)
08 Health (보건과 건강)

주요테마 (Themes)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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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A .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 코로나19 위기의 규모와 많은 저소득국의 심각한 부채 취약성 및 악화 전망
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약속을 이행하고. 사안
에 따라 이를 넘어서는 부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파리클
럽이 승인한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넘어선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승인한다.

B.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구축: 보건, 무역, 투자, 기타 금융 주제 등을 포함하여 지속되는 회복력을
구축한다.

C.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지속가능발전, 공정한 기회에 대한 접근, 고용,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교육, 관광, 이주 및 강제 이주와 관련된 점을 포함하여 불평등을 해결하는 포용적인 회복력을 강화한
다.

D.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환경, 에너지 및 기후, 농업 및 물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한다.

정상들의 리더십의 세 가지 핵심 영역. 그것은 첫째, COVID-19 대유행기,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 둘째,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자원을 동원한다. 셋째,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SDGs)와 파리
협정과 일치시킨다.

SDGs(2030 擬制)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은 다음 항목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
다.

22. Sustainable Development(22.
지속가능한 발전) : 빈곤 종식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누구도 소
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작업이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 시급해
졌다. 우리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에 대한 G20의 지원 문서', '역내
연결성을 위한 고품질 인프라에 대한 G20
가이드라인' 및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
의 재원 마련 문서'를 승인한다. 우리는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및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의 시의적절한 이행을 위
해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
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G20
행동계획'을 기초로 한 '리야드 업데이트'
는 새로운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으며, 2030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의 이행을 위한 G20의 집단적,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UN의 의지, COVID-19 영향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번역 : 이창언



•현황(2020년 SDG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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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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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의지, COVID-19 영향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보고서의 2021년 판(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개발재원포럼(FfD 포럼)에 앞서 매년 발간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FSDR)의 2021년판에서 ＂SDGs의 목표 연도가 10년 연장될 가능
성＂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SDGs의 17개 목표에 대한 대응이 크게 늦어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향후 유사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보고서는 UN경제사회국(DESA) 재원조달 사무국과 지속가능발전 재원에 관한 기
관 간 태스크 포스에 소속된 60명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을 잘 조절하기 위해 세금을 잘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탄소세 등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금의 신설과 활
용을 촉구"한다. 이 밖에 "국민에 대한 투자", "사회적 기반시설과 산업 혁신에 대한
투자", "정책과 금융 관련 글로벌 아키텍처(architecture)의 개혁"이라는 3개의 주제
를 제언했다.

번역 : 이창언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21년 9월 10일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리의 공동 의제'는 세
계 지도자들이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제시한 12가지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치(행동)를 제안한다. 유엔이 이 선언을 발표한
것은 작년 9월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국가 및 정부의 정상들이 채택한 정치선언의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치선언(A/RES/75/1)은 유엔이 지난 75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초기 유엔 창립자들이 구상한 세계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아쉬워한다. 불평등, 빈곤, 기아, 무력 충돌, 테러리즘, 위험과 불안, 그리고 기후 위기, 전염병이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피
난처와 안전을 찾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저개발국가는 더 낙후되고 있고, 완전한 탈식민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
다.

유엔 회원국들은 COVID-19 대유행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글로벌 과제가 상호 연결돼 있고, 다자주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회원국은 다자주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동의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더 평등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
능한 세계를 재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2030 의제(SDGs)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선언에서 유엔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2. 지구를 보호하고, 3. 평화를 증진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4. 국제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5.
여성과 소녀들을 중심에 두고, 6. 신뢰를 구축하고, 7.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8. 유엔을 혁신·강화하고, 9. 지속 가능한 자금 조
달을 보장하고, 10.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11. 청년에게 듣고 청년과 함께 일하고, 12. 준비하자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공동 의제’에 제시된 네 가지 중요한 행동 분야를 제시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COVID-19 백신 계획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전염병 대비 및 대응 관련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 건강과 보건 구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 및 경제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G20 회원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회원국, 국제 금융 기관의 수장, 유엔 사무총장 간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금융 시스템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른 우
선 순위와 자금 조달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진보와 번영의 경제적 수단을 갱신하고 삶과 복지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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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략

지 속 가 능 성 을 위 한 세 계 지 방 정 부
이 클 레 이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역 실천을 통한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유엔(UN)과 세계지방 자치단체연합(UCLG)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클레이는 120여개 국가 2,500여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글로벌 지방 정부 네트워크이다.

한국은 1995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함.
2002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설립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거쳐, 2012년 7월
수원시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였고
2019년 8월 현재 국내 59개 지방정부와 함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4기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2018-2024 이클레이몬트리올약속과전략비전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일본 SDGs 미래도시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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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昌彦 이창언 dg2906051@smail.nju.edu.cn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역할과 국내회원 지방정부



30이창언 satyagraha21@naver.com

출처: 서울시교육청; 정건화(2020)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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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ESG 경영확산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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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ESG 경영확산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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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ESG 경영 확산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은 세계적인 협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에서 유래하였다.
•- 세계인권선언 (1948)/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1998)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99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2003)

•Human Rights
•원칙 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칙 2.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Labour
•원칙 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Environment
•원칙 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Anti-corruption
•원칙 10.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SDGs 실천 확산의 기회구조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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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실천 사례:  힘차게 달려라
SDGs 전철. 

일본 한큐 전철과 한신 전기 철도 , 도큐 전철
3 개 사 는 9 월 8 일 부 터 'SDGs 트 레 인
2020(SDGsトレイン 2020)'을 동서에서 협동
운행한다 . 이는 SDGs의 인지도 향상 , SDGs
이행ㆍ실천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토큐의 열차는 '美しい時代へ号'라고 이름 붙였다.
SDGs의 17개의 목표를 나타내는 색을 사용한
모자이크 무늬의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큐와 한신의 열차는 '未来のゆめ・まち号 '.
사람이나 생물이 미래로 향하여 행진하는 모습을
그렸다.

공히 'SDGs트레인 '이 디자인된 헤드 마크와
실내에는 SDGs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SDGs 전철은 2021년 9월 상순까지 달릴
예정이다.

SDGs트레인은 최신의 에너지 절약 차량을
사용하는 것 외에 전력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기업이 이산화탄소 삭감분을 구입하는 「카본
오프셋 carbon offset」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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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SDGs 이행 실천 국내외 사례

38



1. 한국 SDGs(국가사례 )

39
출처 : 김병완(2019)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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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 현황

구분
작성

(~2018)

2019 2020

수립 수립중 계획있음 없음

광역(17)

5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7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인천, 대전, 제주

3

강원, 전북,

대구

2

세종, 울산

기초(226)

9

서울도봉구

/강북구, 

인천남구/ 

부평구,

수원, 당진, 보령

여수, 담양

6

포항, 종로구, 부여, 순천, 

김해, 서대문구

17

광명, 김포, 화성, 평택, 

안성, 시흥, 양평, 파주, 

삼척, 속초, 춘천, 강릉,

청주, 충주, 창원, 통영, 

거제

10

고양, 광주

안산, 여주, 

의왕, 이천, 

안양, 용인, 

전주, 대구

달서구, 

184

계(243) 14 6 24 13 186

출처 :  환경부(2020), 이창언재구성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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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추진기구 현황

구 분 추진 내용 비 고

추진기구 228개(지자체 245개 중) ※ 제주시ㆍ서귀포시 포함

(2008년 행정시로 전환되어 활동하고 있음)사 무 국 154개(상설 101개, 행정 53개)

전국협의회 1개 2000.6.16 창립

구분 상설 비상설 미설치

광역(17) 17 0 0

기초(226+2) 84(37%) 53(23%) 91(40%)

계(245) 101(41%) 53(21%) 91(38%)

전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추진/실천)협의회

기타

(환경위원회 등)

228

(100.0)
110(48.2) 7(3.1) 66(28.9) 45(19.7)

출처 :  환경부(2020), 이창언재구성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 현황

42

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

.

부 문

단 계
현 황 분 석

조직화

조직구성 및

운영

· 지자체 245개 중 228개 구성(93.0%)

(광역 17, 기초 211, 미설치 17)

· 사무국 154개(상설 101, 비상설 53(행정) 포함)

· 전국협의회 1개

기구명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0개 · 추진/실천협의회 66개

· 기타(환경위원회 등) 45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7개

행정관련 부서

· 대부분 환경관련부서 담당에서 최근 부서이동 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천광역시(본청, 부평구, 서구), 시흥시 등은 기획예산실담당

· 도봉구, 당진시 등은 SD 전담부서 구성

· 기획예산실담당 증가추세

제도화
법령(조례)

· 243개중 232개 지자체 환경기본조례 제정(약 95.5%)

·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광역 기초 29개 / 경기(10), 서울(6), 광역(5), 기타 2

·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125개 지자체

예산 · 일반회계 대비 0.1% 미만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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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와계획수립과정

지속위의 기능: 평가와 유관 행정계획 검토

• (메타거버넌스 사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기후환경본부) 참여위원회:

기 후 행 동 포 럼 , 녹 색 서 울 시 민 위 원 회 ,

에 너 지 정 책 위 원 회 , 도 시 공 원 위 원 회 ,

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 시 재 생 위 원 회 , 쓰 레 기 함 께 줄 이 기

시민운동본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총 1개포럼, 7개 위원회, 2개 시민운동본부)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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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단위형)추진단계(좌)와절차(우) 가이드라인>경기도의단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추진단계(환경부 가이드라인)



SDGs 목표내용 세부목표

목표1 사회보장을강화하여빈곤없는따뜻한경기도
-빈곤율감소

-노인및장애인돌봄서비스제고

목표2 안전한먹거리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지역식량체계
-지속가능한농업과식량자급 -로컬푸드이용

-식생활교육

목표3 전생애에걸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

-질병예방을위한건강검진서비스제공 , -일상생활에서의건강행태실천율제고

-주체적인삶을위한정신건강보장,  -감염병발생률감소, 

-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위해성감소

목표4 평생교육서비스와공평한교육·훈련기회제공

-평생학습및자기계발기회보장

-신체적, 경제적이유로차별받지않을교육기회보장

-취약계층직업훈련에대한동등한접근권보장

목표5
여성의사회참여및동등한기회보장, 

폭력으로부터의안전, 보호

-여성사회참여비율제고 -부모의일·가정양립지원

-물리적힘이약한상대에대한폭력근절

목표6 하천의건강성높이고물순환회복
-수생태건강성제고 -안심하고마실수있는수돗물공급

-물의효율적이용, 물순환회복

목표7 온실가스배출감축및에너지자립제고
-지역간, 계층간에너지서비스격차해소 -재생에너지비중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배출저감및에너지자립도제고

목표8 지속가능한경제시스템구축과좋은일자리창출
-고용안정과안전한작업환경보장, -공평한고용기회제공

-사회적경제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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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기도
G-SDGs 수립

SDGs 목표내용 세부목표

목표9 사회기반시설과산업의회복탄력성제고
-대중교통과녹색교통이용제고 -친환경녹색산업구조로의전환

-미래형신성장산업육성 -연구개발투자확대

목표10 계층간지역간불평등해소, 포용과배려의열린사회조성

-지역간,개층간소듞격차해소

-저소득층의일자리참여율제고및소득수준제고

-사회적약자인권보호, -이주민의사회통합및문화다양성제고

목표11
누구나행복한삶의질을누리는아전하고건강한공동체조성

-공공임대주택과주거정책강화 -이동차별없는교통복지

-안전한보행환경조성, -도시재생활성화와공동체의식함양

-역사문화자원발굴과보존, -맑은공기

-취약계층에공원서비스확대및방재대책추진 -안전하고접근쉬운공공장소확충

목표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촉진으로지역순환녹색경제실현
-자원의효율적이용, -건강과환경에위해한화학물질배출저감

-자원의절약과자원순환, -지속가능한기업활동, -공공기관녹색소비촉진

목표13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및사회회복력상승
-기후변화영향피해저감, -적응대책실행력제고

-기후변화인식제고및취약성저감, -기후변화적응을위한그린인프라조성

목표14 해양환경보호및건강성유지 -해양수질보전, -갯벌보전및연안생태계의지속가능한관리

목표15 생물다양성보호와생태계서비스가치증진
-생태계보호및생태계서비스가치향상

-토양의건강성회복, -생물다양성증진

목표16
투명하고참여적인거버넌스를통해능력있는시민과책임있는

정부

-정부의투명성과책임성제고, -주민참여및시민역량제고

정보공개와주민알권리충족, -미래세대정책참여

목표17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내외파트너십강화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적노력선도, -지속가능발전이행체계구축

-민관파트너십활성화 -지속가능발전교육확산 -남북교류협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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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푸른경기21(2017)



출처: 푸른경기21(2017)



SDGs 실행단계(지방정부)

출처: 고재경(2017)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Scoping 정책계획등이공동체나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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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추진사례(수원): SDGs와학습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SDGs 추진사례(수원)

지방자치단체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현황 수원시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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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SDGs 수립과정에서주체들의역할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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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昌彦 이창언 dg2906051@smail.nju.edu.cn

SDGs 추진사례(수원)
수원 SDGs 수립과정



55출처: 당진시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용역착수보고, 2021.06)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SDGs 추진사례(당진)



수원시

• 수원지속협주관으로비전특위, 시민설문조사, 

시민온라인참여캠페인, 주제분야별워크숍, 300인

시민참여원탁토론회, SDGs 전문패널작업반, 전문가

용역등참여형설계 (2017 수립, 2018년부터이행계획

수립및실행)

• 지속가능발전에대한인식차이 = 교육이수시간

• 공무원 vs. 시민의이해수준 = 1 : 2

•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를갖추는과정에외부의전문성

필요했음.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은 “거버넌스“ 구조가

작동하는과정이전제되지않으면실행이어려움. 

56

당진시

• 공무원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

각각또는공동워크숍을통해 2017년 12월

당진형 SDGs 수립 (57개전략, 88개

지속가능발전지표선정, 부서별이행계획)

• 기획예산담당관실 –지속가능발전팀신설

• 17개목표별부서예산규모검토 –정책선도

• 추진기반: 추진주체의구성 +기본조례

• 이행계획: 구성원들이합의한목표설정과구체적

이행계획, 모니터링및중장기계획연동

SDGs 추진사례(수원/당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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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활동내용

내각부(内閣府) 

담당은 지역 창생 추진 사무국
SDGs 미래 도시와 지자체 SDGs 시범 사업 선정
지역 창생 SDGs 민관협력 플랫폼 발족
지역 창생 SDGs 국제 포럼 개최

금융청(金融庁) 

지방 금융 기관의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과 본업 지원
지방 경제 에코 시스템 형성 심화에 대처 금융청 내 팀 결성
금융 디지털화 전략 수립과 실시
금융 경제 교육 추진

소비자청(消費者庁)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표시의 충실과 신뢰 확보
소비자 피해 구제 이익 보호의 틀 정비
국가 및 지방 소비자 행정의 체제 정비 등

법무성(法務省) 총무성 정책 통괄관실이 정리한 SDG 글로벌 지표의 공표

총무성(総務省) 

제14차 유엔 범죄 방지 형사 사법 회의 개최
재범방지 대책
무(無) 호적자 문제 대응
기타 법 정비 지원과 인권 문제 대응 등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STI for SDGs (SDGs 달성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의 책정
STI for SDGs 문부 과학성 시책 패키지」의 책정

환경성(環境省) 
SDGs 이해관계자 모임 주최
G7 협조 행동 이행과 실천을 위한 워크숍 개최
SDGs 활용 가이드북 작성

방위성(防衛省) 평화를 위한 능력 구축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에 내각에 SDGs 추진본부(SDGs 推

進本部)를 설치한다. 추진본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방장관

과 외무장관을 부본부장으로 모든 국무 대신이 참여하고 있다.

또 한 ‘ SDGs 추 진 본 부 ’ 아 래 는 행 정 · 민 간 부 문

·NGO·NP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구성된 ‘SDGs

추진 원탁회의’가 설치되어 있다(JAPAN SDGs Action

Platform).

SDGs는 국정과 시정 운영, 기업 운영의 자립력을 높이는 공

통 언어이자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SDGs 추진본부는

SDGs의 주류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정부

의 각 부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국정 계획이나

전략, 개별 시책의 책정과 실행에 있어서 SDGs의 요소를 최대

한 반영하며, 정부의 제도개혁, 적절한 재원확보, 홍보·지표계

발 활동을 수행한다.

SDGs 추진본부는 SDGs 추진 원탁회의와 협의하여 2016년

12월 ‘SDGs 실시지침’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제1회 ‘일본 SDGs 어워드(ジャパンＳＤＧｓアワード)’의 표

창 등을 통해 SDGs의 홍보와 보급 활동에 힘쓰고 있다. 2018

년에는 환경성이 SDGs를 활용한 지역의 환경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했다(이창언, 2021).

SDGs 추진사례(일본)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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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실시지침은 2016년 12월에공식화되어 2019년 12월에개정. SDGs를달성하기위한
중장기국가전략임. SDGs 실시지침은달성되지않은문제를해결하고 SDG를해결하는선진
국으로세계의 SDGs이니셔티브를이끌기위해다음과같은 8가지우선과제를규정한다.

1. 모든사람이적극적인역할을하는사회적평등, 성평등실현
2. 건강과장수달성
3. 성장시장, 지역활성화, 과학, 기술및혁신의창조
4. 지속가능하고회복력있는토지및품질인프라개발
5. 재생에너지, 방재및기후변화대책, 재활용중심사회
6. 생물다양성, 숲, 해양및기타환경보존
7. 평화롭고안전하며안전한사회의실현
8. SDG구현을촉진하기위한시스템과이행수단

SDGs 행동 계획은 SDGs 구현 지침에 규정된 우선 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다룬다. 2017년 12월 첫 번째 SDGs 액션 플랜 2018이 발표된 후, 확장판이라는 개정판이
6개월에한번씩발표되었으며, 2021년 6월현재 SDGs실행계획은다섯번개정되었다.

1. 비즈니스및혁신 - SDG와 함께사회 5.0 홍보
2. SDG에의한지역활성화, 탄력적이고환경친화적인매력적인도시개발
3. SDGs의리더로서차세대와여성에게힘실어주기

SDGs 추진사례(일본)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은 ‘SDGs 미래도시’

선정과 ‘자치단체 SDGs 모델사업’ 선정을 시작

했다(地方創生推進事務局HP). 이를 통해 매년 약

30여 개 내외의 도시가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도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도시는

10개 지자체가 SDGs 모델사업으로 선정된다.

이를 통해 SDGs 달성을 실천하는 도도부현 · 시구

정촌의 비율은 2020년도 목표의 30%에서 2024년

까지 60%로 끌어 올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

르면 2019년 11월 현재의 지자체 SDGs 노력(비율)

은 13%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 목표 달

성을 위해 지역 창생 SDGs 시책을 추진한 것이다

(출처: 이창언(2020).

올해 5월 20일 내각본부 지역활성화추진사무소는
31개 시(31개 지자체)를 2021회계연도 'SDGs 미래
도시'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SDGs 를 달성하
기 위한 탁월한 노력을 제안했다. 또한 31개 도시에
서 실시하는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10개 주요 프로
젝트가 '지방자치단체 SDGs 모델 프로젝트’로 선정
됐 다 . 신 청 도 시 는 53 개 지 자 체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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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SDGs 미래도시＇선정된 31개지방자치단체

SDG 미래도시는 2018년에는 29개도시, 2019회계연도 31개, 2020년 33개도시, 2021년에는 31개도시가선정됨.

SDGs 추진사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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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미래도시선택기준
1. 미래를위한비전
2. 지방자치단체의 SDGs홍보에기여하는이니셔티브
3. 프로모션시스템
4. 지방자치단체 SDGs이니셔티브의타당성

SDGs 모델사업

키타큐슈다층적거버넌스사례

SDGs 추진사례(일본)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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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SDGs지원제도사례

가나가와 SDGs파트너및 SDGs사회적영향평가시범사업

가나가와현은 2019년 4월가나가와 SDGs파트너를출범하여 SDGs 프로모션사업에종사하는기업과조직을등록할수있도록 함.
등록기업과협력함으로써현내 SDGs사업기반을확대하는것이목표로함.
등록할기관과단체는 SDGs이니셔티브를게시해야하며현은세가지요구사항을충족해야등록이가능함.

1. 가나가와현에서활동실적을내는기업또는조직:가나가와현에사업장이있으며, 가나가와현에지속적으로(지난 2년이상) 사업을운영하고
있어야함. 
2. 법령위반없음조직범죄단체관리법인위반등과세납부, 기타법령위반이없어야함. 
3. 경제, 사회및환경과관련된 SDGs 활동을수행하고현과함께 SDGs 보급활동에참여해야함.

가나가와 SDGs파트너등록혜택
1. 가나가와현, 금융기관, 가나가와 신용보증협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나가와 SDGs 파트너로 등록된 중소기업(NPO

포함)과협동조합은연 1.8% 이하의이자율로최대 2,000만엔의대출을받을수있다. 또한 SDGs의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는중소기업
및협동조합은연간 1.6% 이하의이자율로최대 4,000만엔의대출을받을수있다.

2. 현내웹사이트에자신들의프로젝트를게시하는것외에도공식배지스티커와로고마크를사용할수있다.
3. 현이후원하는파트너간의매칭지원에참여할수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350명이참석한가나가와 SDGs파트너액션미팅개최

가나가와현은 2018년부터 SDGs 사회영향평가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다. 회사의 SDGs 이니셔티브의목적은 사회와환경에미치는가치(사회적
영향)를시각화하여대출을쉽게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2020년 3월에는보고서회의가열렸다.가나가와현은홈페이지에 SDGs입문,실용성,
사례연구 등 3개 부분으로 실습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SDGs의 사회적 영향 평가를 전파하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공개 강연을
개최한다.

SDGs 추진사례(일본가나가와현)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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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지원제도-나가노현 SDGs진흥기업등록제도,경영가치개선지원사업

나가노현은 2018년 6월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었다. 나가노 현은 다양한 지역의 개성을 활용하는 "독립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나가노 현은 SDGs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비즈니스
관점에서 SDG를홍보하고있다. 나가노현 SDGs 진흥기업등록제도는기업들이 SDGs의 17개목표와자체사업의관계를인식하고구체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
기회를창출하는제도이다.금융기관,금융기관,대학등지원기관과협력하여환경,사회,경제의세가지측면을바탕으로 SDGs활용을위한사업을지원하고있다.
대상은회사,기업, 조직,단독소유주이며,등록은현심사에서다음과같은세가지요건을충족해야한다. 등록기간은 3년이고갱신할수있다.

1. 나가노현에본사나지사가있어야한다. 
2. 환경, 사회및경제의세가지측면모두 sdgs 이니셔티브와목표를설정해야한다. 
3.SDG를달성하기위해이미또는다루어질특정활동에대응해야한다. 

<혜택>
현은외부적으로등록된회사를홍보해준다. 
나가노현 SDGs 프로모션회사등록시스템및홍보활동을목적으로두가지유형의공식등록마크를사용할수있다. 

나가노현은 지속가능경영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DGs 중심의 경영가치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서 SDGs 영업 채널 개발 모델 제작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이나 업체에 필요에 따라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제품 및 서비스 를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을 지급한다 . 사업보조금 대상경비는 최대 100만
엔이며, 보조금비율은 충당비용의 절반 이내이며, 다른 보조금사업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보조금이 적용되는 비용은 명예, 여행경비, PR팜플렛 등 통신비,
위탁비,회의실참여비, 원자재비용등소모품입니다.
2019년에는 5개사가선정되었고, 2020년 2월 12일에결과보고회의를열어프로젝트결과를보고했다.

오키나와 현 지원 시스템 | 오키나와 SDGs 파트너 : 2019년 11월 29일, 오키나와현 SDGs 추진정책을 수립하고 SDGs 홍보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SDGs를홍보하는기업과조직을한데모은오카키와 SDGs파트너를설립했다.

SDGs 추진사례(일본나가노현, 오키나와현)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4. 종합: 지방 SDGs, 성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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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SDGs, 세계 시민
city, 都市 : 인구가많이밀집해있고, 사회적,경제적, 정치적활동의중심이되는장소

도시는 수많은 새로운 거주자들을 활발하게 끌어들이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인구는 30억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도시 규모의 60%는 아직 건설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도시인구증가는기존혹은새로운사회기반시설에대한엄청난수요로이어질것이라예측된다.

도시는전세계의부가 집중되고 세계 경제 개발의 3분의 2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인
소득불균형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도 한다. 도시가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밀도’인데, 이것은 사람, 물리적·사회적 기반시설,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간의 연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 있는 요소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향해나아가는국가에있어서그어느때보다중요한역량으로부각되고있다.

도시라는공간은지역의해결책을도출하기위해다양한그룹의공공활동가들과기업,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건강한
협상을위한최적의플랫폼이라고볼수있다. ICLEI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속가능한 도시는 단순한 이슈의 제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을향한지방성(locality)과지방정책의개발에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문의 의도적인 활동” . 즉 ,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 (Local Sustainability Process)’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ICLEI(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 10대의제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저탄소 도시),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똑똑한 도시(스마트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생태교통 도시,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지속가능한지역경제와녹색구매,도시-지역간협력및도시-농촌간상호작용

李昌彦 이창언 dg2906051@smail.nju.edu.cn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속가능도시



도시

능동사회(active society)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도시는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자립과 공생을 위한 녹색 경제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미래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이웃공동체’를지향한다.

이창언, 오수길(2013)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



1. 34. 우리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리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도시와 인간 정주지에 대한 재정비와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당국 및 지역 사회와 협업함으로써,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개인
안보와혁신, 고용을촉진할것이다. 우리는화학물질에대한친환경적인관리와
안전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 및 재활용, 보다 효율적인 물과 에너지 소비 등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도시 활동과 화학 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갈것이다. 그리고우리는글로벌기후가도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가, 농촌, 도시 발전 전략과 정책이 인구
동향과예측을고려하도록할것이다.

2. 목표 11.포용적이고안전하며복원력있는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3.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통합적인지속가능한주거지계획및관리역량을강화한다.
4. 11-6. 2030년까지대기의질과도시및기타폐기물관리에특별히주의를기울여,

도시인구 1인당부정적인환경영향을감축한다.
5. 11-a.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도시 근교 지역, 외곽 지역 간

긍정적인경제,사회,환경적연계성을지원한다.
6.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복원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재난위험 감축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따라모든수준에서통합적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이행한다

저탄소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 구매

회복력 있는 도시

행복하고, 건강하고, 포용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지역 협력

스마트 시티

지속 가능한 도시

자원 효율 & 생산적인 도시

생태교통 도시

영향
Influ
enc
e

현
지
화
Loc
aliz
e

이클레이 10대도시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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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의제중도시관련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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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도시
LOW EMISSION DEVELOPMENT 

to curb climate change, create new economic opportunities and improve the health of people and natural systems 기후변화
를 억제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사람과 자연 시스템 전반의 건강 개선을 위해

자연기반 도시
NATURE-BASED DEVELOPMENT 

to protect and enhance the biodiversity and ecosystems in and around our cities, which underpin key aspects of our local
economies and upon which we depend for the well-being and resilience of our communities. 우리의 지역 경제뿐 아니라 공동
체의 웰빙(Well-being)과 회복력까지 뒷받침하는 도시 안팎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자원순환 도시
CIRCULAR DEVELOPMENT

and new model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 build sustainable societies that use recyclable, sharable and regenerative
resources, to end the linear model of “produce, consume, discard” and to meet the material/development needs of a
growing global population. “생산, 소비, 폐기”의 선형 모델을 종식하고 계속 늘어나는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생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하며, 공유 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생산 및
소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도시
RESILIENT DEVELOPMENT

to anticipate, prevent, absorb and recover from shocks and stresses, in particular those brought about by rapid environmental,
technological, social and demographic change, and to improve essential basic response structures and functions. 환경, 기술,
사회,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회복하고, 방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수적인 기본
반응활동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중심의 공정한 도시
EQUITABLE AND PEOPLE-
CENTERED DEVELOPMENT 

to build more just, livable and inclusive urban communities and address poverty. 보다 정의롭고, 살기 좋고, 포용적인 도시 공
동체의 건설과 빈곤 해결을 위해:

‘OUR VISION FOR A SUSTAINABLE URBAN WORLD(ICLEI, 2018) 

OUR VISION: ACTING THROUGH 5 STRATEGIC PATHWAYS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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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 PATHWAYS: HOW THEY ADVA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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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를채택하거나현지화하는데따른인센티브

인센티브(激励) 효과(效果) 방법(方法)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공평한 이익의 배분

상향식의 개발 계획, 
맥락 기반의 이행 전략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도시-농촌
모든 인간 정주에 적용

지역의 독특한 맥락, 
자원, 도전, 기회를 고려한 기획과
실행

자원에 대한 접근
(Resource access)

파트너 십, 재원, 기술적 지원 제고
개발 계획에
SDGs 세부목표 통합

지방 지도자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새로운
경제적 기회 촉발
지방정부, 의회의 정당성 제고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체화

SDSN(2016), 이창언, 오수길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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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N, 2016, 이창언, 오수길재구성

SDSN
Global Task 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주요수단과내용

포괄적, 참여적과정의착수

(initiate an inclusive and 

participatory process) 

인식제고

(awareness-raising)

인식제고와이해당사자의협력강화 / 의사소통캠페인,플랫폼(신구포함)구축./ 전통적인미디어와SNS / SDGs에젠

더관점강화/ SDGs지역인재양성교육강화 /네트워크간연계(지역리더와단체간연계)강화./ 중앙•지방정부역할과

책임제고를캠페인

국가, 지방 SDGs 설정

(set the local SDG agenda) 
주창(advocacy)

국가,지방의맥락고려,현실적인의제로전환, 정부-지방정부-의회의기존계획/프로그램분석과이해관계자참여조

직

SDGs우선순위설정과이행계획안마련 :지역의맥락,요구,자원에바탕을두되,국가-지방정부SDGs전략과의연계성

고려한이행계획안,SDGs이행을위한제도적장치,거버넌스틀설정,다부문적참여조직

정부,방정부,의회의자발성,책임성(인적,기술적,재정적자원,개선과지원)강화:우수사례공유,효과적인협력장려,

SDGs지방화를위한정책적도전과과제확인,지방정부와지역사회연계

국가-지방 SDGs 이행계획

마련(Making Implementation 
Plan)

이행(implementation), 지속가능발전의3대기둥, SDGs 17개목표기반의기획원칙과메커니즘채택

모니터링과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모니터링(monitoring) SDGs이행과정의다부문적참여와대응력제고를위한거버넌스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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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시민성

시민(市民, citizen)은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시민은
정치, 경제의 행위 주체자로서의 각성된 개인이다. 시민은 공동체적 자치를 구현하는 실질적
국가의구성원이며, 사회를구성하는주권적, 주체적개인이다.

시민은개인과현대민주국가사이에존재하는일련의관계인권리(지위), 즉 ‘시민권’과함께
의무(역할), 즉 ‘시민성’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시민권)를 갖는 것과
시민으로서의의무/책임(시민적예의와교양),의식(신념)과행동등을모두포함한다.

도덕성과시민성(citizenship)은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가치다. citizenship 은
‘시민성’으로 번역하면서도 시민권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면서 공동선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집단의 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좋은 시민으로서
시민적덕성을모두포괄한다.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세계 시민, 시민성, 시민의 사회적 책임

‘시민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율성이다. 자율성을 가져야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 3의 공적 영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율성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뿐 아니라, 집단으로서 결사체를 구성하여 공론의
장을만들어표현할수있는능력까지를포함한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 공동선의 인식, 우애심(협동과 신뢰의 문화)의 공유, 공동체의
성원으로자기자신을의식해야시민이다(능동적시민성,자율적시민성).

다중시민성- 시공간규모차원에서개인에게요구되는다중적인사회인식과가치로서, 마을,
지방, 국토, 지구촌에 대한 개인의 장소 감수성을 회복하고,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
자신의정체성을알고,맡은역할을수행할수있는능력과태도를가리킨다.

수동적인 ‘국민’이나저항적인 ‘민중’ 그리고소비적인 ‘대중’을능동적이고창의적인
‘시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 강화’/‘자력화’(empowerment)가
필요하다.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시민성,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SDGs의 성공요소

시민사회의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때 핵심적인 질문은 이
이니셔티브가지방정부에의해운용되는공식적인정책과정과활동에연계되는가하는것이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도 없는
“운동장”이될수있다.나아가정치과정참여에대한장황한비난꾼으로전락할수있다.

따라서 이니셔티브가 지역사회 “내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재발견,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발견, 성공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 이는 이니셔티브를
권력투쟁으로 인식하면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혁신 이니셔티브는
효과적인 공동 협력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의 결과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는 활동가들의 산발적인 활동에서 지방정부, 도시 공기업,
기업부문을 점차 좀 더 중요한 기여자로 전환시켜온 과정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 철학과 가치, 성과 내지 효과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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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사회적 경제 이행 실천의 수단: 평화와 파트너십

 2030 의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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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념의 주요내용(학자별 분류)
학자 개념정의

Kooiman(1994) 정부와 사회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작용 관계로 변하여 역동성, 복합
성,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운영방식

Rhodes(1997)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시장유인체제의 도입, 굿 거버넌스, 사회적 사이
버네틱 체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Stoker(1998) 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게임규칙과 국가로부터 자율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
화된 네트워크

Pierre(2000)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들 간에 정책을 조정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시스템

Jessop(2000)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 간의 적극적·소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장기적 합의를
위한 협상의 제도화

Peter(2001) 제도화된 정책 공동체 내의 이해관계자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공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

출처: 유문종․이창언․김성균(2011)



Good Governance


좋은 거버넌스는 정부, 시민,시장이
참여하는 공공정책결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을 의미한다 . UN 은
좋은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며

참여, 합의지향, 법적지배,
효 과 와 효 율 , 공 평 과
사회적 포괄성 , 반응성 ,
투명성, 책임성 등 8가지 요건을
보여주고 있다.

장수찬(2016)

Good 
Governance

참여

합의

지향

법적
지배

효과성효
율성

공평성과
사회적
포괄성

반응성

투명성

책임성

By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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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

지속가능발전지표 활용방안

지방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정착과정

지속가능발전추진절차

지방형 SDGs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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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지속가능한도시의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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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

출처: 이창언-오수길재구성(2013)

유형 지속가능성 추진과정 특징 주도조직 한계 과제

1
혁신적인 정부-대학

리더의 전략

변화를 위한 촉매로서의

위기

정부/지방정부 수장

기업 총수/ 대학 총장

정치상황으로 폐기 위험

성공 이미지에 편승

혁신의 용기와 참여 역량

제도화

2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시민사회 네트워크

높은 창의력과 의지

시민사회단체

NGO, 종교단체

과학 및 연구기관

공식 정책과정과의 연계

영향력 없는 운동장

공동의 신뢰/공유된 목표

공공 참여

3 공동 행동
상호 공동 이익의 옹호

상호 신뢰 구축

지방정부협의회

국가, 기업, 지방정부, 

대학 국제네트워크

영어권 국가에 이점

비용의 증가

네트워크의 주창자 역할

지방행정 내 이슈 제기

4 국가 정책
국가적 캠페인의 확립

새로운 모델도시
중앙정부

일반적인 문서의 양산

실제 행동 없는 미사여구

강력한 인식 제고와 역량 혁성

요소로 보완된 인센티브

5 국제 협력
국제 개발협력 활동 분야

유엔 및 분권적 협력

유엔기구

국제공여기관

지방정부(네트워크)

취약한 법, 거버넌스 구조 일반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이창언경주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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