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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Academic Forum 2020: “지구환경(Planet)”
부제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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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본 ‘SDGs Academic Forum 2020’의 의제는 SDG Book Club Korea 에 의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하위 목표인 5P 중 “지구
환경(Planet)”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구환경(Planet)”의 하위 SDG 목표로는 6 번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번 목표 (깨끗한 에너지, Affordable and Clean Energy), 13 번 (기후변화 대응, Climate
Action), 14 번 (해양생태계, Life below Water), 15 번 (육상생태계, Life on Land)이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및 자연 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 기후
변화 이슈를 포함한 국가 정책과 전략의 수립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날씨 패턴은 예년과 다르게
변화하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해수 온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에 취약 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는 전인류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 에너지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적응방안을 도모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세계적 도전 과제이기에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포럼 소개
본 ‘SDGs Academic Forum 2020’은 SDG Book Club Korea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구환경(Planet)” 주제 토론에서 시작하여 의제의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 도전 과제’를 부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SDG Book Club Korea
회원들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외 관련 전문가의 직접적인 피드백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참가자들이 의제와 관련한 심층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자 수를 제한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3. 목표 및 기대효과
참가자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1. 우리 모두는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
2. 이를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들을 내면화 하는 것이 필수적임
3. 세계의 이슈들과 지구촌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함
4.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KNOWLEDGE

NETWORK

SKILLS

유엔 또는 국제기구
관련한 교육 기회 확대

국제기구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실질적
지식 획득 및 네트워크
형성

국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하여 심층적인 지식 확보
및 이해도 항상

참가자 간의 긴밀한
교류 및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기회 부여

세계 정세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세계관 정립

4. 주최 기관 소개
미래희망기구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개발협력과

소관의

사단법인이자, 유엔 공보국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협력 지위를 획득한 국제 NGO 입니다.
(사)미래희망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국제이슈에 대한 국내외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빈곤국가 지원을 위한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UN 공식 도서 번역 프로젝트(UN Publication Translation Project): 2016 년 ‘군축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0 가지 행동 (Action for Disarmament: 10 Things You Can
Do’의 한국어 번역 및 국내 출판 계약을 시작으로, ‘UN 의 필수 이해(The Essential UN)’
2020 년 출판 예정 (상시 진행)

-

Training Program at the UN: Korea (TP: Korea): 뉴욕 및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인권,
환경 등 국제적 현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유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연 2 회(1 월, 8 월)
진행)

-

글로벌 리더십 외국어 경연대회 (Global Leadership Excellence Challenge, GLEC):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핵 비확산과 군비축소 등의 테마로 연 1 회 진행되는 논술 및
말하기 대회 (2021 년 3 월 진행 예정)

-

한중일 3 국 협력 포럼 (Trilateral Cooperation Youth Forum): 한중일 간의 역사, 정치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3 국이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협력을 도모해보는 국제 청소년 포럼

-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빈곤국가 어린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희망나눔 운동화, 전래동화 번역 도서,
그린라이트를 제작하는 빈곤국가 후원 프로젝트 (상시 진행)

유엔 출판부에 의해 제안된 SDG Book Club Korea 는 2020 년 6 월 1 기
회원들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청소년들이 유엔 출판부에서 엄선한
추천도서를 읽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이해한 후, 다양한 독후활동 및
실천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dgbookclub.com/

5. 개요
구분
프로그램 명

내용
SDGs Academic Forum 2020 - 지구환경(Planet)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 도전과제

부제

주최 / 주관

6 번 목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
7 번 목표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
13 번 목표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
14 번 목표 ‘해양생태계(Life below Water)’
15 번 목표 ‘육상생태계(Life on Land)’
(사)미래희망기구 / SDG Book Club Korea

일정

2020 년 10 월 31 일 13 시 – 15 시

장소

코너스톤 서울 아카데미

진행 언어

한국어 (부분적으로 영어 사용)

참가 대상

SDG Book Club Korea 회원

패널 모집 기간
주요 프로그램
참가 인원

1 차: 9 월 27 일까지 (마감)
2 차: 10 월 4 일까지 (마감)
의제 및 부제 관련 발제/토의
오프라인 30 명, 온라인 500 명(최대)

6. 포럼의 테마 (지구환경: 기후변화 대응)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세부목표 및 지표>
세부목표 (5 개)

13. 1

13. 2

지표 (7)

13. 1. 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3. 1. 2

인구 100,000 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한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및 적응력 강화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 2. 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기르며,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합된 정책/전략
/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홍보하는
국가의 수 (국가 적응 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분담, 국가 차원
홍보,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

13. 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 3. 1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를
1 차, 2 차, 3 차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의 수

13. 3. 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환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13. a

13. b

의미 있는 완화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가급적
조속한 자금 출자를 통해
녹색변화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서 2020 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 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 하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자의 공약을 이행

여성, 청년, 그리고 지역 및
소외 공동체를 초점에 두고,
최빈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 a. 1

약속된 1 천억 달러 투입 대해
2020 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13. b. 1

여성, 청소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이해,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수
출처: 지속가능발전 포털

7. 좌장 및 총평
좌장 최 현아 박사
現 고려대학교(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
現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총평 조 창범 대사
現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前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부회장
前 주 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 빈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前 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패널 김 준석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11 학년 재학
2020 UNYEC (유엔 청소년 환경총회)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상 수상
2020 CMUN (채드윅국제학교 모의유엔대회) “Outstanding Delegate Award” 수상
2019 HOBY 코리아 글로벌 청소년 녹색환경 포럼 프로젝트 참여

패널 박 나은
청담고등학교 1 학년 재학
2020 제 15 기 Training Program at the United Nations: Korea 수료
2020 제 46 회 예일대학교 국제모의유엔대회 한국 대표단 파견
2019 GLEC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말하기 부문 중앙대학교 총장상 수상

패널 박 채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 학년 재학
2020 World Individual Debating and Public Speaking Championship 한국대표
2020 연세대학교 모의유엔대회 “Best Delegate” 수상
nd

2019 Cornell-Yonsei Debate Invitational “2

Best Speaker” 수상

패널 우 민지
청심국제고등학교 2 학년 재학
2020 World Individual Debating and Public Speaking Championship 한국대표
2020 NHD (National History Day) 한국대표
NPO ‘Back to Green’ 대표

패널 한 수민
한국외국인학교 10 학년 재학
2021 WSDC (세계 학교 토론 챔피언십) Team Korea training pool Top 24 선정
2020 제 11 회 YTN-한국외국어대학교 청소년 영어토론대회 Semi-Finalist
2019 제 4 회 KYDC (한국 청소년 영어토론대회) “Grand Champion (1 위)” 수상

8. 상세 프로그램
시간

내용

진행자
조창범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13:00 - 13:10

개회식

Maher Nasser
유엔공보부 국장
사회자

13:10 - 13:20
13:20 - 14:10

14:10 - 14:30

14:30 - 14:45

개회
세션 A.

패널 발제
세션 B.

주제 토의
세션 C.

질의응답

최현아
패널

비고

• 개회사
• 환영사
• 좌장 및 패널 소개

포럼 제안 배경 소개 및 개회
5 명*10 분

최현아

피드백 및 공통주제 기반 토의

사회자

질의응답

14:45 - 15:00

총평

조창범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15:00 - 15:10

폐회식

사회자

총괄 고문의 총평
폐회 및 단체사진 촬영

문의
(사)미래희망기구 교육사업부
Tel: 02-6952-1616
Web: www.hopetofuture.org
www.sdgbookclub.com
E-mail: outreach@hopetofutur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