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목표에 관한 동북아시아 이해관계자 포럼을 위한 Pre-session 

2020.10.27~2020.10.29  15:00- 18pm  (한국 시간, GMT +9)1 
 

 

(1) 2020.10.27 / 사람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SDGs 1, 2, 3, 8, 10, 16(그리고  4 와 5)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19 는 지역 내 소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달성을 지연시켰다. 경제 활동의 갑작스럽고 

극심한 감속은 팬데믹을 방지하는 대중과 대책의 대응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곤경을 악화시켰다. 팬데믹은 또한 빈곤, 기아, 실업, 건강을 위한 접근 상실,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이용 불가능 등의 상황에 처한 취약한 인구가 마주할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거나, 

드러냈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그 인구의 생계를 지원할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는 동안, 정부는 또한 

취약한 인구의 갑작스런 급증과 함께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건강과 사회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취약한 인구를 지원하고 팬데믹에 대한 여러 기관의 대응 

차이를 보완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세션은 취약한 인구를 지원하고, 팬데믹에 대처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정부, CSO, 학계, 국제기구 

등)의 경험을 선택된 목표와 연결 지어 강조할 것이다. 

 

주요 사항 

취약한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활동, 경험과 얻은 교훈을 공유해 주십시오.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계획/활동이 무엇이었으며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1 This document is translated by CSO groups. 



 목표 집단에 어떻게 도움을 되는가? 예를 들어, 

o 옹호 /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정책입안자를 포함) 

o 정보 (예를 들어, 이용 가능한 지원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등) 

o 기술 (예를 들어, 기술적 지원, 물리적 장비 설치 제공 등) 

o 데이터  (예를 들어, 취약한 인구를 확인하는 것) 

o 상호지원의 촉진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예를 들어, 잘 이루어진 것; 필요한 자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계획/행동 확대의 한계/기회) 

 

잠정 발표 

 차별과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영향 및 문제: 중국 사례 (동북아시아 CSO 그룹) 

 코로나 19 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려움 : 동북아시아 장애 그룹(동북아시아 CSO 

그룹) 

 

(2) 2020.10.28/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사회 구축 
 

SDGs 8, 10, 12, 16, 17 (그리고 5)에 대해서 

  그리고  

그룹으로서 대표되는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은 인구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불평등, 부적절한 사회 보호, 보건 시스템의 격차, 직업 

양극화, 기술에 대한 평등하고 저렴한 접근성 부족, 취약한 노동 인구에 대한 불균형적 부담과 같은 

지역의 기존 과제를 더욱 증폭시킨다. 팬데믹 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는 장기적으로 기존 기관과 

체제의 약점을 해결해야 한다.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나누고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참여는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사회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탄력성을 높이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단계다. 

이 세션은 팬데믹 기간 동안 드러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여러 이해 관계자(정부, CSO, 

학계, 국제기구 등)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강조한다. 

  



주요 사항 

 취약 집단이 누구이며,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계획/활동이 무엇이었으며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목표 집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 

o 옹호 /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정책입안자를 포함) 

o 정보 (예를 들어, 가능한 지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등) 

o 기술 (예를 들어, 기술 지원, 물리적 장비 제공 등) 

o 데이터 (예를 들어, 취약 계층의 확인 등) 

o 상호 지원의 촉진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예를 들어, 잘 이루어진 것; 필요한 자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계획/행동 확대의 한계/기회) 

 

잠정 발표 

 

 생계, 일자리, 노동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영향과 이슈: 몽골 사례 (동북아시아 CSO 그룹) 

 ICT 와 디지털 거버넌스를 초점으로 맞춘 구현 수단: 일본 사례 (동북아시아 CSO 그룹) 

 

 

(3)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회복 추진, 2020 년 10 월 29 일 

 

SDGs 8, 12, 13, 17(추가적으로 11)번 목표에 집중하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사람들의 생명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이는 현재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경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지역의 도시들은 맑은 공기를 

맞이했고 이는 “잘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각 지역의 과거 경제 발전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희생시켰다. 국가들 또한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소지역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의 주요 원천이며 가장 자원 집약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복구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와 

민간 섹터, 시민사회 등 포함)의 경험을 논의한다.  
 

주요 사항: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경험과 계획/행동 등을 공유해 주십시오. 

 

 대상의 집단은 누구이며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계획/ 행동은 무엇이며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목표 집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o 옹호 / 이해 관계자의 인식 제고 (정책 입안자를 포함) 

o 정보 (예를 들어, 가능한 지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등) 

o 기술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안)  

o 데이터 (예를 들어, 병목 현상 및 통증 지점 식별) 

o 상호 지원의 촉진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잘 이루어진 것; 필요한 자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계획/행동 확대의 한계/기회) 

 

잠정 발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문제 : 한국 사례(NEA CSO 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