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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이란? 

 UN과 SDGs

 ICSU

 Futur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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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사회적
평등

Sustainability



세계인구 과밀화, 경제활동 확대, 자연의 훼손으로 인한

지구의 수용한계 (Planetary Boundaries) 초과.

인류사회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위협

new epoch, the Anthropocene
2000. by Paul Crutzen : 인류세. 18th C 이래 인류활동이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에 심각한 전지구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

IGBP  Synthesis, Chap.3. 2004

Global-scale 

activity:

(예)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대기 오존층 감소

기후변화 :북반구 온도, 홍수

해양생태계 변화

연안 구조, 생지화학

육상생태계: 열대우림, 산림 감소

주거용 토지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Increasing rate of 

human activity:

(예) 인구

물 소비

비료 사용

도시화

종이 소비

수송

통신

관광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수용한계 9개의 항목 중

위험한 항목이 3개에서 4개로 증가 악화 (2009 – 2015)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질소와 인의 농도 변화 + 토지사용 변화

Steffen et. al., 13 Feb 2015, Science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사용 변화

물 사용

질소와 인 증가

해양산성화

대기에어로졸 증가

성층권오존 고갈

화학오염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Rio+20 (UNCSD), ‘The Future We Want’

□ 제3차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2002: Rio+10 (WSSD), ‘JPOI’ in Johannesberg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1992: UNCED ‘Rio Declaration Agenda 21’ Earth Summit

□ UN 환경개발회의
□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 / UNFCCC (기후변화협약)

1987: Brundtland 보고서, ‘Our Common Future’

□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제시

1972: UNCHE ‘Only One Planet’ in Sweden

□ UN Conference on the Haman Environment, UN 인간환경회의
□ 스톡홀름 선언문 : 환경오염 및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 공약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UNEP 창설



SDGs (sustainabel Development Goals] : 
MDGs 사업 (2005~2015) 후속 사업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발전패러다임의 변화 추진

□ 2015. 9월 UN 정상회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중심 post-2015 발전 어젠다 합의.  
UN 차원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국가별 SDGs 이행체계 정립

□ 12월 UNFCCC COP21(파리): 새로운 기후협약 합의. 
2025~2035년까지의 국가별 자발적 배출감축
목표 제시

□ www.unsdnw.org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지속가능발전과 UN2030 어젠다

http://www.unsdnw.org/


http://www.globalpartnership.org

: 17 SDGs & 169 Targets

빈곤퇴치, 식량 안보, 보건 증진, 교육 보장, 젠더 평등, 물 관리

에너지 보급, 일자리 증진,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 도시 구축, 건강한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전/이용, 육상생태계 등 보호/이용, 평화와 정의, 글로벌 파트너십





ICSU: Who and what?

• 122 National Scientific Members 

(covering 142 countries), 

31 Scientific Union Members

• 24 International Scientific Associates

www.icsu.org



ICSU and Rio+20

ICSU is co-organizaing partner for the 

Scientific and Technoglical Community 

Major Group, with the 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 (WFEO)

• Women

• Youth

• Indigenous People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Local Authorities

• Workers and Trade Unions

• Business and Industry

• Farmers

• Science and Technology (ICSU and WFEO)

CSD ‘Major Groups’

Identified by UN



1. 물 안보

2. 식량안보

3. 지배구조와 제도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5. 상호연계된 리스크와 해법

6. 도시환경과 웰빙

7. 녹색경제

8. 에너지 비전

9. 글로벌 보건

Rio+20 정상회의에 상정된 정책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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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 observer

The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for global sustainability



62 Priorities for a global 

sustainability research strategy

Dynamic Planet/역동하는 지구
A1. 관측 및 경향성의 변화

A2. 프로세스, 상호작용, 위험, 임계점에 대한 이해

A3. 미래 예측 및 탐구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지구지속가능발전
B1. 기본적 필요 충족 및 불공평 극복

B2. 지속가능한 발전의 운영

B3. 성장, 시너지, 치환비용 관리

Transformations towards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

C1. 전환에 대한 평가와 이해

C2. 지속가능 행태 확인 및 촉진

C3. 발전 경로의 변화

A

B

C



Future Earth Network

The Governing Council of Future Earth
•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ISSC)
• The Belmont Forum of funding agencies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STS forum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s (WMO)



An evolutionary process towards integration

www.icsu.org/future-earth

www.futureearth.info



20 Global Research Projects



Fast-Track Initiatives





22 SDG Labs in 2017

• Climate/Ecosystems

• Energy

• Finance/Economics

• Health

• Sustainability

• Technology/Innovation

• Urban/Rural

Prototype Projects:

 Planning trees in    
Nigeria

 Indigenous knowledge 
on health in Fiji



FE Regional Centre in Asia
(Tokyo University)



Knowledge-Action Networks

- focusing  societal challenges  of “FE 2015 Vision”& cross-cutting topics

- objectives :
# identify and responds to society’s needs
# generate integrated knowledge
# develop and cultivate research
# add value to research

- Topics

• Water-Energy-Food Nexus
• Ocean
• Transformations
• Natural Asset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rban
• Health
• Finance & Economics
• Systems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UN SDGs
Assessment Framework

 이행시 거버너스 시스템, 연구소, 파트너십, 재정지원

관련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방법 제시

 SDGs와 타겟의 원인과 기능 관계 또는 달성도를

7단계로 구분

• +3  (indivisible)

• +2 (reinforcing)

• +1 (enabling)

• 0 (neutral)

• -1 (constraining)

• -2 (counteracting)

• -3 (cancelling)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안전하고 고영양 식량의 충분한 보장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 달성, 2030년까지 영양실조

종식과 취약 층의 영양상태 개선

 2030년까지 농업생산량과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 2배로 증대

 2030년까지 생산 증대, 지속가능생산

시스탬 보강 및 회복력이 확보된 농업

활동

 2020년까지 종자은행을 통한 종다양성

보장과 공정한 배분 및 접근성 보장



• 75 target-level interactions: 50(positive), 1(neutral), 24(negative)
• Multi-level governance &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 Capacity development from the institutional to the individual level
• Resource mobilization towards research
• Innovation & technology development to mitigate trade-offs
• Supportive policies & investments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2030년까지 전세계 산모사망율 0.07% 
이하로 감소

 2030년까지 5세 이하 영유아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종식

 2030년 AIDs, 결핵, 말라리아, 열병 종식, 
기타 전염병 근절

 2030년까지 조산 사망률 1/3으로 경감

마약 및 약물 남용 예방과 치료 강화

202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2020년까지 성 건강 및 출산보건 서비스에
관한 접근 평등성 보장

 기초보건 서비스 제공 및 평등한 보건 혜택
제공

 유독화학물질 및 오염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
감소



• 86 target-level interactions: 81(positive), 5(negative)
• Strengthening national health systems
• Laws & regulations to protect people & the natural environment 
• Increased investment & infrastructure (sustainable urban design)
• Policies from local (city planning, work places) to the global scale (large 

epidemics, multi-stakeholder alliance to tackle antimicrobial resistance)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2030년까지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 확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증대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증대



• 58 target-level interactions: 46(positive), 10(neutral), 2(negative)

• Policies toward avoiding potential negative impacts as well 

compensation for the vulnerable groups

• Energy-land-water nexus for avoiding competition over 
resources and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2025년까지 모든 해양오염,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의 예방 및 감소

2020년까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 
파격적 어업관행 근절, 2030년까지 수산조업, 
양식, 관광의 지속가능 관리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및 해양자원에
대한 국제법상 협약의 완전한 이행 보장



• 97 target-level interactions: 61(positive), 1(neutral), 35(negative)
• Balancing between restauration and exploitation of marine resources
• Integrated management & planning across geographical scales
• Strengthening ocean governance 
• Enhancing capacity building and awareness
• Ocean and coastal monitoring frameworks providing data 



Key Findings

• 분석한 4 SDGs는 대부분 다른 SDGs와 상승작용

• 7단계로 타켓 수준의 상호작용 평가 점수는 대부분 +2 (reinforcing)

• 316개의 타켓 수준의 상호작용; 긍정 238, 부정 66, 중립 12

• goal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관계는 발견되지 않음. 확인된 제약과

조건부는 취약그룹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서비스와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중재가 필요

• 전문용어의 공동사용은 이행과 모니터링에 필수, 

• SDGS 달성을 위한 통합 과학 해석에 대한 과학-정책 대화의 기본제공

• 타겟의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반복과 개선 필요









SDGs에 관한 국내기업의 인식 부족

임소영 외. 2016. KIE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UN SDGs (과학부분)

2. 식량

3. 건강

6. 물

7. 에너지

11. 지속가능 도시

12. 건강한 소비

13. 기후변화

14. 해양

15. 생태계/생물다양성

국가생존기술

1. 물

2. 식량

3. 에너지

4. 자원

5. 인구

6. 재난

7. 안보

핵심 분야 이슈

공통: 물, 식량, 에너지

PUP / Future Earth

1. 물 안보

2. 식량안보

3. 지배구조와 제도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5. 상호연계된 리스크와 해법

6. 도시환경과 웰빙

7. 녹색경제

8. 에너지 비전

9. 글로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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