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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완료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UN은 MDGs를 승계하는 차세대 국제개발목표로 “Post-2015
개발의제”를 수립, 올 9월에 발표할 예정임
◦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을 계기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SDGs는 개발도상국 개발을 주요 목표로 했던 MDGs와는 다르게 ‘사회발
전-경제성장-환경보존’이라는 3대 축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것을 강조함
◦ SDGs는 UN 회원국간의 합의를 통해 2014년 7월 UN총회에 보고되었으며, 현재
Post-2015 개발의제 안에 목표로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음- UN이 제시한 17개 지속가
능개발목표 중 해양수산과 관련된 목표들이 독립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제개
발협력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 및 해양수산 분야 의제 분석
을 통해 향후 우리 해양수산분야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음
◦ SDGs 중, 해양수산과 연계된 목표는 4개임(목표 12, 13, 14, 15)
- 특히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목표 14는 해양산성
화 최소, IUU어업 근절, 파괴적 어로 행위 종식, 과잉어획을 야기할 수 있는 수산보
조금 금지 등 기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군소도서국(SIDs) 및 최빈개도국의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
로써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는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효과적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도 포함되어 있음
-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최대지속가능생산량(MSY), 해양건강지수(OHI) 등이 주요 지
표로 논의되고 있고, 보완적인 지표로는 파괴적 어법 등 7가지가 제안된 상태임
◦ OECD, FAO 등 국제기구들은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에 간
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과제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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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개발재원 및 통계 측정 분야에서 Post-2015 체제를 지원하고 있고, 국제개
발협력 과제 중 데이터 체계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 확
충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World Bank는 재원확보 측면에서 개도국의 재원 동원 능력 향상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관계자간 협력·조정 노력의 중요성 및 어촌 사
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개발이 SDGs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
급함. 아울러 이들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한편 해양수산분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군소도서국은 Post-2015 개발
의제를 지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 특히 SID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
임을 강조함
◦ 향후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원조사업으로 패러다임이 전
환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여기에 해양수산분야는 종전 MDGs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있어 중요
한 분야로 인식된 만큼, 향후 개도국 및 SIDs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는 Post-2015 체제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
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시점에 있음
- 무상원조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기존 ODA 사업에서
해양수산분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Post-2015 체제에서는 재원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분야
ODA의 공적자금 이외에 민간 재원을 유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아울러 국내 해양수산 전문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선제적 사업 발굴로 국내외 기
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대학 이해관계들과의 프로그램별 추진체계를 구축하
여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
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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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Post-2015 체제 하에서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는 지표를 기준으로
달성 정도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지
표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관리가 필수적임
- 따라서 기초 데이터 수집·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기초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함
- 아울러 향후 UN에서 해양건강지수와 같은 지표 개발 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해양수산여건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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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국제개발협력 목표인 MDGs 시한 종료에 따른 Post-2015 개발의제 마련 중
◦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이를 승계하여 2016-2030년간의 새로운 국제개발목표(가칭 "Post-2015 개발의제")를
합의하기 위하여 의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MDGs는 국제사회가 최초로 합의한 세계 공통의 개발목표(2000-2015년)로서 절대
빈곤과 기아, 교육,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을 포괄하는 8개 목표와 60여 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여 목표달성 기한을 구체화하였음
◦ 유엔사무총장은 Post-2015 개발의제 작업반(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을 만들어 개발의제를 논의·제시하고 있음
- 2012년에는 ʻʻ우리가 원하는 미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ʼʼ이라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Post-2015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의제를 제시한 바 있음
□ Post-2015 개발의제는 SDGs가 근간이 되어 수립될 예정
◦ 2014년 12월에 발표한 유엔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1)에서는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OWG)2)이 마련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제안서가 Post-2015
개발의제의 주요 근간이 될 것이라고 함
- SDGs는 17개의 주제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를 포함한 초안으로서 금년 9월 유
엔정상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확정될 예정임
◦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SDGs 중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1)
2)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UN OWG는 2012년에 50개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1년 3개월 간 총 13회의 회의를 통해 Rio+20 Outcome
Document로 부터 나온 26대 원칙과 19대 중점이슈를 점검하고 SDGs 제안서를 UN 총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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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음
□ 해양수산분야, Post-2015 개발의제 파악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재설정 필요
◦ 2015년 9월 유엔정상회의 시 Post-2015 개발의제의 고유명칭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개발의제는 2016~2030년간의 세계 공통의 국제개발목표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됨
- SDGs가 MDGs와 크게 다른 점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고, 향후 주요 국가의 해양관련 기관의 성과지표 및 평가와 연계할 가능성
이 매우 높음
◦ 이에 따라 공존 및 번영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노력 및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빈곤퇴치와 관련해 최빈국(LDC)의 상당 부분이 연안에 밀집해 있고, 기후변
화 등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생계 및 국가 존립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소도서
국 등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수요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개도국 및 LDC국가의 다수가 연안에 밀집해 있고, SIDs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
력을 요청한 가운데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이 Post-2015의 주요 목표로 포함
된 만큼, 국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공적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적원조 예산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므로 향후 Post-2015 체제 하에서는 국격 제고
및 원조의 효과성을 고려한 효과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2014년 ODA는 약 2조 2,666억 원으로 DAC 28개 회원국 가운데 16위에 그쳤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3%
로 DAC 회원국 평균비율인 0.3%의 절반 수준임. 이는 제1차 ODA기본 계획
(2010-2015년)에서 제시한 2015년 GNI 대비 비율 0.25%에도 못 미치는 상당히 저조
한 실정임
◦ 따라서 Post-2015의 논의 동향 및 해양수산분야의 의제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해양
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방향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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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2015 개발의제 개요 및 논의 경과
□ ʻʻ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었던ʼʼ 3) MDGs의 완료 시한이 도래함
에 따라 UN은 MDGs를 승계하는 차세대 국제개발목표로 2016∼2030년 적용 예정인 ʻʻPost-2015
개발의제ʼʼ를 수립 중에 있음
◦ ʻʻMDGs는 2000년 새천년정상회의 시 채택된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ʼʼ
4)

중 빈곤퇴치 및 개발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2001년에 제시되었고, 동년 UN총회

에서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새천년정상선언」이행 로드
맵 등이 사무총장 보고서 부록으로 첨부되어 채택됨
◦ MDGs는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 그리고 60개의 지표로 구성됨
- MDGs는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글로
벌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함
◦ 국제사회는 MDGs를 통해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빈곤감소를 이루어 냈고, 개
발도상국의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5)
- 반면 목표 수립 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제대로 반영치 못함에 따라 성과가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빈곤의 다면성 및 개발을 위한 재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목
표달성도가 미흡했다는 회의적인 평가도 있음
- 게다가 MDGs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자연자원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6)

3)
4)
5)
6)

Post-2015 개발의제 선언 진행사항, 외교부 내부자료, p.1, 2015.1.
2011년 외교 백서(Diplomatic White Paper 2011), 외교부, p. 186, 2011.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2, 한국국제협력단, 2015
New Global Partnership, pp. 38~41, UNE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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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s 목표가 주로 빈곤퇴치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설정된 반면, Post-2015 개발의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관한 목표가 강화되었음7)8)
◦ 국제사회는 MDGs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2012년 Rio+20을 계기로 SDGs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9)하였고, SDGs는 ʻ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ʼ이라는 3대 축이 서
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것을 강조함
◦ 따라서 MDGs와는 다르게 Post-2015 체제에서는 선진국,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 중임
□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는 처음으로 2012년 6월에 UN경제사회국(UNDESA)과 UN개발계
획(UNDP)을 중심으로 Post-2015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Post-2015 개발의제 설정 방향
을 권고하는 보고서10)를 작성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동 보고서는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등 3가지 핵심가치와 포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 등 4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하는 ʻPost-2015
UN 개발의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 워크ʼ를 소개함11)
□ 또한 UN 사무총장은 27명의 국제 저명인사로 구성된 ʻʻUN 고위급패널ʼʼ을 설립(’12. 7월)하고, 동
패널을 통해 Post-2015 개발의제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 보고서12)를 작성하였음(’13. 5월)13)
◦ 동 보고서는 총 12개 목표(Goals)와 54개 세부목표(Targets)를 포함하고 있고, UN사무
총장은 고위급패널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UN총회기간 중 열린
ʻ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특별회의ʼ에서 발표함(2014년 12월)
□ 2014년 9월 UN총회에서 "Post-2015 개발의제에 SDGs를 통합시키는데 있어 OWG 보고서에 포함
된 제안이 주요한 기초(main basis)가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UN 총회 결의안
A/RES/68/309)

MDGs도 ʻEnvironmental sustainabilityʼ와 같은 환경관련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ʻʻPost-2015 개발의제 선언 진행사항ʼʼ, p.1, 외교부 내부자료, 2015.1.
9) ʻʻThe Road to Dignity by 2030 :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ʼʼ, p. 3, UN, 2014.
10) 보고서명은 ʻʻ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ʼʼ임
11) ʻʻ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ʼʼ, p.1,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10호, 한국국제협
력단, 2013. 6.
12) 보고서명은 ʻʻ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임
13) ʻʻPost-2015 개발의제 선언 진행사항ʼʼ, pp.1~2, 외교부 내부자료,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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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는 UN OWG의 활동과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2014년 9월 UN총회에 보고되
었으며, 현재 Post-2015 개발의제 안에 포함되어 논의 중임
□ UN OWG의 활동 및 Post-2015 개발의제 정부간협상회의 등 총 2년여간 동안 시민사회,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결과로 SDGs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를 작성함에 따라 Post-2015 개발의제의 기초를 마련함
◦ 2014년 2월 UN OWG 제8차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문이 독립된 주제로 제시되었고,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4년 6월 OWG 중간결과문건부터 독립된 목표가 됨
◦ Post-2015 개발의제 명칭은 금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임
UN의 Post-2015 관련 주요 논의 현황
일

자

내

용

2012년 6월/2013년 3월

UN System Task Team 보고서 발간

2013년 5월

Post-2015 개발의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보고서 제출

2013년 8월

UN사무총장 보고서 “A life of Dignity for All” 발표

2014년 2∼6월

UN총회 의장 주관 고위급(3회), 주제별(3회) 회의 개최

2014년 7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공개작업반(OWG) 제안서 발표

2014년 8월

지속가능발전 재원 정부간전문가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보고서 발표

2014년 12월

UN사무총장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 발표

자료 : UN 홈페이지 참고 저자 재작성(홈페이지 http://www.un.org/en/ecosoc/about/md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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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사무총장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14)
□ 이 보고서는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에 있어 2012년 이후 2년여간 국제사회가 논의해 온
내용들을 종합하는데 의미가 있음
◦ UNDP는 약 100개국에서 회의・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Post-2015 개발목표 수립 방향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4년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됨
◦ 향후 동 보고서는 SDGs를 기반으로 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정부간 협상에 방
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국제개발협력, 존엄한 삶을 향한 2030년까지의 방향 제시
◦ UN 사무총장은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 빈곤
종식, 모든 삶의 변화 그리고 지구환경 보호를 제시함
◦ 그러나 현재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고 있
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SDGs 이행을 위한 6대 필수 요소 제시 및 주요 내용
◦ Post-2015 개발의제 설정을 위한 6가지 필수요소가 제안됨
- 존엄(Dignity) : 빈곤퇴치 및 불평등 해소
- 사람(People) : 건강한 삶, 지식 및 여성과 아동의 포용
- 번영(Prosperity) :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전환적인 경제성장
- 환경(Planet) :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
- 정의(Justice) :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강력한 국가제도 추구
- 파트너십(Partnership)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 촉진

14)

10

“The Road to Dignity by 2030 :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pp. 3~25, U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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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6대 필수요소

자료 :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 20 Figure 1: Six essential elements for delivering
the SDGs, UN, 2014

◦ 빈곤 종식과 불평등 해소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개발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그러나 삶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줄여야 함
◦ 포괄적 성장, 지속가능한 생계 영위, 실질적 소득 증대를 통한 공동의 번영(shared
prosperity)을 달성할 것을 강조함
- 포괄적 성장은 기존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GDP가 아닌 인간 행복, 지속가능성, 평
등을 고려하는 성장을 의미하며, 이를 추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도국의 천연자원은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자산이므로 지속가능
한 관리가 필요함
◦ 지구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데 노력해야 하며,
인류 유산인 해양과 바다, 강을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 및 어업의 지속가
능성을 실현하여야 함
□ SDGs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법 제시
◦ 6대 필수요소는 빈곤종식의 기본 이념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경제성장, 환경
보전, 사회 발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한 통합프레임워크를 제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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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류와 환경에 유익한 경제모델,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 문제 해결, 경제적 활력
을 가속화하고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접근이 지속가
능개발의제의 핵심임을 강조함
□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을 강조
◦ Post-2015 개발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예를 들면 Post-2015 개발의제 중 기후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정부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공여국들이 약속했던
ODA/GNI 0.7% 달성 공약 이행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 아울러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원조 수준을 설정
하고, 빈곤의 다면적 속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재
원조달전략 도입, 불법자금 유통 문제 해소와 송금비용 경감 등 개발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ODA, 공적자금 및 민간 자본과 투자)의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
강화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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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속가능개발목표 주요 내용 및 지표

1. SDGs의 주요 내용
□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을 계기로 SDGs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 3대축
인 ʻ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ʼ의 균형적인 조화의 목표로 SDGs를 제시함
◦ UN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발전이 다차원적인 위기상황에 놓
인 인류의 비전이자 모두의 목표로 제시됨
◦ SDGs는 빈곤퇴치의 기존 MDGs 기조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Universality),
평등(Equality)등 새로운 기조가 강조되고,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
보존에 관한 목표가 강화된 것이 특징임
□ 총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해양수산관련 목표도 포함됨
◦ 해양의 중요성은 Rio+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15)
에서 “해양과 바다는 지구생태시스템의 핵심으로 전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된 바 있음
◦ 2014년 8월에 UN은 총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여기
에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직·간접 목표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Post-2015체제 하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해양수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목표 12, 13, 14, 15 등 4개 목표이며, 이 외에
도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물과 위생, 지속가능도시의 개발목표도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세부목표
개발목표(Goal)

해양수산 관련성

SDGs 1. 빈곤퇴치

7

SDGs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8

SDGs 3. 보건 증진

12

15)

“The future we want”, pp.27~31, UN General Assembly(A/RES/66/28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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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Goal)

해양수산 관련성

SDGs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10

SDGs 5.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9

SDGs 6. 물과 위생

8

SDGs 7. 에너지

5

SDGs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2

SDGs 9. 인프라와 산업화

8

SDGs 10. 불평등해소

10

SDGs 11. 지속가능 도시

10

SDGs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11

SDGs 13. 기후변화와 대응

5

SDGs 14. 지속가능한 바다, 해양수산자원

10

SDGs 15. 육상생태계

12

SDGs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12

SDGs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9

SDG 17개 목표

168

자료 : UN사무총장 종합보고서를 참고로 저자 재작성.

◦ 목표 12의 경우, ‘2030년까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
고, 동시에 생산 및 공급 단계에서 식품 손실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식
품손실에 수산물의 어획 후 손실도 포함되어 있음
◦ 목표 13은 ‘기후변화 및 영향 감소를 위한 긴급 조치’인데 세부목표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하여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적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
어 국제사회에서 시행되는 기후변화 조치를 각국의 정책 및 전략에 통합할 것’을 제
안함.16) 세부목표에서 구체적으로 해양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와 해양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목표 13도 해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목표 15는 내수면 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음17)
16)

17)

14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협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의거, 2020년까지 매년 공동으로 1,000억 달러의 모금을 달성할 것을 요구함. 또한
최빈국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계획 수립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함
내수면 생태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i) 2020년까지 삼림, 습지, 산악지역 등을 포함하여 육지와 내수
면 생태계의 보존, 복원,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제협약 의무에 의거하여 보장, ii) 자연서식지
황폐화 경감,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및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요구,
iii)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창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보장과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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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는 해양수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14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목표 14 : 해양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20년까지 불법어업 근절 및 수산보조
금 금지 등을 포함
◦ 목표 14는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7개의 세부 목표와 3개의 제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7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5년까지 육상기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쓰레기 저감 및 예방
- 2020년까지 해양과 연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보호
- 과학적 협력을 통해 해양산성화 최소
- 2020년까지 과잉어획, 불법어업, 파괴적 어로행위 종식 및 최단기내 수산자원을 최
대지속가능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 이하 MSY)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도
록 과학 기반 관리계획 이행
-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한
10%의 해안 및 해양 영역 보존
-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을 야기할 수 있는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
업을 야기할 수 있는 수산보조금 철폐, 신규 보조금 도입 금지 및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대우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
2030년까지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예 : 어업 및 양식
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관광 포함)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적 혜택 증진을 도모
◦ 해양수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3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18)의 해양과
학기술이전에 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과학지식 증대, 연구 능력 개발,
해양과학기술을 이전함
- 둘째, 개도국 소규모 어업인의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을 개선함
- 셋째,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적용 가능한 모든 해역에서 적용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함
증진, iv) 2020년까지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에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해당 영향
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 도입 및 우선 확산종에 대한 통제 및 근절, v) 2020년까지 국가 또는 지역사
회 개발, 빈곤감소 전략과 그 해석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 vi)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확보와 증대 등임
18)

전 세계 해양과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1960년에 창설되어 145개 회원국을 보유한 UN 산하 유일의
해양과학전담 정부간 기구로서 해양재해, 기후 변화 등 해양과학 주요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음

15

2015-03 Post-2015 개발의제 주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개발목표 14의 세부 목표(Target)
세부목표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a
14.b
14.c

주요 내용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상 오염을 크게 감소시킨다.
2020년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보호를 포함한 해양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통해 해양 산성화를 최소화한다.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효과적으로 규제·감독하고 과학기반 관리방법을 도입하여
어족자원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생태적 특성에 맞게 복원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2020년까지 현재 활용 가능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소한 10%의 해양, 해안을 국제법,
국내법이 규정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2020년까지 어족자원 남획을 촉진시키는 특정 형태의 보조금과, IUU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업보조금을 철폐하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WTO 협상 시 인정한다.
2030년까지 군소도서국 및 개도국이 어업, 양식, 관광을 포함한 해양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한다.
IOC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권고에 따라 해양과학 연구개
발 투자와 해양과학기술의 개도국 이전을 늘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종 다양성을
증진시켜 SIDs와 개도국 발전에 기여한다.
영세전통어민이 해양자원과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서 규정된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적용 가능한 모든 해역에서 적용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소도서국(SIDs)(29개국) 현황

자료 : UNCTAD 홈페이지 참조(http://unctad.org/en)

□ UN 공개작업반과 UN 회원국 대표들의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SDGs는 Post-2015 개발의제
정부간협상의 기초가 되고, SDGs가 2015년 9월 UN 정상회의 시 확정되면 국제개발 분야에서
향후 15년을 좌우할 수 있는 목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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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측정 지표(안)
□ SDGs 모니터링 근간이 되는 지표 개발
◦ UN통계위원회는 지난 3월 Post-2015 정부간협상에서 SDGs 지표(안)를 발표하였음.
이 회의 시 UN통계위원회는 지난 MDGs의 교훈을 통한 반성에 기초하여 SDGs 성과
지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MDGs의 경우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 능력 강화 부분에 투자
가 미흡했으므로, 향후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계능력 구축 및 통계 품질 강
화를 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됨
◦ 지표는 지방,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SDGs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며, 개별 국가들의 이행 전략 개발, 자원 할당, 목표 달성 과정의 측정 및 보고
카드(report card)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19)
- 또한 SDGs 지표는 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 향후 SDGs 지표는 2015년 7월 개발재원총회를 거쳐 2016년 3월 유엔 통계위원회에
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
Post-2015 개발의제 지표 개발 국제논의 일정
일

정

내용

2015. 1.15~16

공식통계를 위한 혁신적 의제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

2015. 1.19~21

Post-2015 제1차 정부간협상

2015. 2.27
2015. 3.5~6

SDGs 지표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
유엔통계위원회

2015. 6.22~25

Post-2015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에 관한 제5차 정부간협상

2015. 7.13~16

개발재원회의

2015. 7.20~31

Post-2015 정부간협상 최종회의

2015. 9.25~27

UN 정상회의

2016. 3

UN 통계위원회

자료: UN 통계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로 저자 재작성(http://unstats.un.org/unsd/meetings_main.htm)

19)

ʻʻ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ʼʼ, pp. 9~16, SDS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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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분야 지표
◦ 수산 관련 SDGs 지표 개발은 FA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로는
MSY가 있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해양건강지수(Ocean Health
Index ,이하 OHI)임
- MSY는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생산량(=어획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함. 이 지표는 현재 어업자원관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OHI는 복잡한 해양생태계를 측정하여 간략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로, 해양생태계
및 인간 사용 등 10가지 요소를 측정함
- 해양건강 관련 10가지 요소는 식량공급, 연안 어업기회, 자연 재화(natural products),
이산화탄소 저장, 연안 보호,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연안 생계 및 경제, 청정 물,
생물 다양성 등임
◦ 또한 해양 및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완적인 지표로 아래의 7가지가 제안
되었음
- 산호초 생태계의 생존 지역과 구성 비율
- 연안 및 해양지역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전략의 구현에 대한 지표
- 주요 하구의 부영양화
- 연안과 해양의 보호구역 비율
- 파괴적 어업기술의 사용
-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해양자원 접근에 대한 지표
-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지표
□ 세부목표별로 제안된 지표와 주요 개념 그리고 적용가능성에 관한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20)
◦ (세부목표 14.1) 제안된 지표는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과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물질의 총량임
- 헥타르당 비료사용량의 경우,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량이 가장 많은 물질은 농경
지 비료인데, 연근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20)

18

“Review of Targe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pp
67~70, ISSC, ICSU. 2015. 참고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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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되는 2015년의 기준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량적 목표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 아울러 기준량 추정 시에도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전체 농경비 대비 비
료소비량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비료
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또한 비료사용은 녹색혁명의 필수조건으로 SDGs의
식량 안보 관련 지표와 충돌할 수 있음(농경지를 넓히면, 비료사용량 증가)
-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유입량을 지표로 제안하였으나, 기
준이 되는 2015년 기준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량적 목표로 보기 어렵고, 오염
원점인 육상 투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음.
또한 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연구 초기 단계로 플라스
틱 분해/축적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 (세부목표 14.2) 제안된 지표는 보호구역과 OHI임
- 보호구역은 국립공원 혹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권역 비율을 의미하고, OHI는 해
양관련대학, 연구기관, NGOs21) 등이 공동으로 해양생태계 종합평가를 위해 개발
하여 2012년 8월 네이처지에 발표한 지수를 의미함
- 그러나 2015년의 기준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5년 대비 목표 설정도 필요
함. 또한 보호구역 지정 시 보호 수준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해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세부목표 14.3) 제안된 지표로는 샘플 해역 해양산성화 정도와 산호 면적임
- 현재까지 해양산성화 정의 및 개념이 과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해양산성화
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이므로 SDGs 목표 13 기후변화와
중첩되는 등 현실적으로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산호 면적의 경우 산호생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해양 산성화만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1)

Conservation International, New England Aquarium,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lifornia, Ecosystem Health working group,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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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성화의 개념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iost.ac)

◦ (세부목표 14.4) 제안된 지표로는 멸종/붕괴 위기종 보호와 MSY 유지임
- 2015년 기준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량 목표로 보기 어렵고, 멸종/붕괴 위기종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MSY의 경우도 자원조사 조사 방법론과 적정 규모 및 대상 어종에 대한 합의가 필
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세부목표 14.5) 제안된 지표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보호구역 비율과 보호구
역으로 지정된 해안/해양비중임
- EEZ 개념 자체가 해저자원 활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양보호와는 개념이 상충
되고 국제법 보호 수역의 경우 위반 시 법 집행 주체 혹은 제재수단이 없음
◦ (세부목표 14.6) 목표 자체가 기존 해양수산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천명
된 선언적 목표(어업보조금 철폐/WTO 협상 시 개도국 특별지위 인정)를 재확인하
는 것으로 별도의 지표가 제시되지 않음
◦ (세부목표 14.7) 제안된 지표로는 SIDs의 GDP 대비 수산업 비중과 SIDs가 지속가능
해양자원의 활용에서 얻는 수익 수준임
- GDP 대비 수산업 비중의 경우, 해양자원은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저, 관광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SIDs의 해양자원에서 얻는 이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려움
- 두 번째 지표의 경우 지속가능 해양자원의 정의가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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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속가능개발목표 주요 내용 및 지표

◦ (세부목표 14.a) 제안된 지표로는 해양수산분야 연구자들의 수와 해양수산분야 배정
연구비임
- 시한이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어서 측정 여부가 불투명함
◦ (세부목표 14.b) 제안된 지표로는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된 영세 전통 어업의 비율과
시장 진입비율 및 지속가능한 영세어업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지속가능 개념과 영세 전통어업의 정의 등의 모호성, 시한 등 구체적인 목표가 아
니므로 측정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위한 지표는 초안수준으로 제시됨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구체적인 지표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UN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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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비교우위를 가진 개발재원 및 통계 측정 등으로 Post-2015 체제 지원
◦ 2015년 1월에 개최된 OECD 이사회 연례개발회의에서 UN주도의 Post-2015 지속가능
개발목표 작업을 존중한다고 밝힘
◦ OECD는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조성 및 조세시스템 구축, 일관
된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구 도입, 포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데이터 체계
구축,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 확충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더불어 OECD가 가진 비교우위 분야에서 지원역할을 수행하며 차세대 개발목표가
지향하는 보편성, 통합성, 전환성을 OECD 내부 업무에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서
Post-2015 체제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힘
- 일본, 영국, 스웨덴 등 회원국은 OECD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개발재원, 통계 측정,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
화로 요약할 수 있음
□ World Bank, SDGs 이행 위한 개도국 및 민간부문 개발 재원 활용을 강조
◦ 2015년 4월에 개최된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는 Post-2015 개발목표의 재원 조성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 기존 선진국의 공적지원 외에도 수원국의 국내 재원, 민간부문 자금 등을 개도국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22)
- 또한 기후변화 및 대규모 전염병 등의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환경․사회적 기준 준수, 포용적 성장 추구 등에 공감함23)
◦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개도국의 자국 내 재원 동원 노력 및 민간부문 자금 활용,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촉구 등에 의견을 같이함24)

22)
23)
24)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개최결과 등”, p.4,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2015. 4. 19일자
전개서.
전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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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재원 조성에 있어 세계은행의 국제금융공사(IFC)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미주개발은행(IDB)의 미주투자공사(IIC) 등 민간부문 지원 조직들의 역할 강화를
요청함
□ FAO, 해양 및 바다의 잠재적 가치 활용을 위한 현행 관행 개선을 강조
◦ FAO는 지구의 해양, 연안지역을 인류의 행복, 식량안보, 경제개발에 중요한 재화 및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25)
- 특히 해양 및 바다에서 이뤄지는 어업 및 양식업은 개도국의 기아 감소, 빈곤 경감,
영양 개선,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계 약 30억 인구, 동물성 단백질의 20% 수산물로 섭취
∙ 어업 및 양식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농업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 : 1차 어업
이외 가공, 포장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면 세계 인구의 약 10~12%가 어업에
종사
◦ 그러나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 해양 및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정비되지 않은 거버넌스, 불
법어업, 기후변화 등임
- 어업의 경우, 상업적으로 중요한 수산자원의 61%가 완전 어획, 29%가 과잉 어획된
상태임
◦ 따라서 FAO는 과잉어획 규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도모, 해양환경
보존을 강조하고 있어, Post-2015체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가치와 일맥상통하고
있음
◦ FAO는 블루성장(Blue Growth)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 유도, 식량안보 증가, 빈곤감
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SIDs 및 연안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
- 블루성장이란 수생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그리고 생태계 접근법 채택을 의미함
◦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및 보존을 위한 모든 이해당사자간 협력 및 조정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어촌 지역 및 시민 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개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개도국의 국제개
발협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26)
25)

“Global Commons”, pp 26~27, UNEP. 2011.
COMPACTʼʼ, pp 4~7, UN, 2012.

26)ʻʻ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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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도서국, Post-2015체제를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함
◦ 군소도서국은 2014년 9월 사모아에서 제3차 군소도서국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강령 「사모아 Pathway」를 발표함
-「사모아 Pathway」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SIDs의 지지 표시이자, 지속가능
한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협조를 요청한 행동 모델리티라고
할 수 있음
- 즉,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SIDs는 여전히 특별한 경우
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달성
하기 어렵다고 봄
◦ SIDs의 경제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자연재해, 에너지 해외 의존, 연안과 해양 생태계의
기능저하, 해수면 상승 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함
- 또한 SIDs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녹색 경제(Green
Economy)를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녹색경제 정책 추진 대상국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지속가능 관광, 기후변화, 지속가능 에너지, 재난 위험 경감, 식량 안보 및
영양, 식수, 지속가능 운송,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 건강 및 비전염성 질병, 성 평등,
사회 개발,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을 요청함
◦ 수산분야의 경우 유엔해양법이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공함을 재확인하며, 자국 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
회에 지원을 요청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해양과학 조사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해양조사센터 설립
- 불법어업의 효과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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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차세대 국제개발협력목표를 설정하는 해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해
◦ 2015년은 MDGs 종료 이후 차세대 국제개발협력목표를 설정하는 해이자 7월 UN 개
발재원총회, 12월 UNFCCC 당사국총회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개발 및 환경 분야에
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Post-2015 체제 하에서 SDGs 도입 후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도국 및 최빈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원조사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큼
□ 해양수산, Post-2015 체제 하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
◦ 해양수산 부문을 다루는 목표 14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목표 13 및 15와 분리되어
독립된 주제로 선정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전이 향후 인류 번영의 핵심 요건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음
◦ 지구 표면적의 3분의 2이상이 바다로 덮여있고, 많은 개도국과 최빈국들이 연안에
있어 해양수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Post-2015 개발의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27)
□ SIDs의 자국 역량 강화 노력으로 국제개발협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전 세계 약 40여개 군소도서국은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하게 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SIDs는 해양수산자원 이용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면서 수산
자원 보존 및 관리 노력을 균형적으로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27)

ʻʻHow Oceans- and Seas-related Measures Contribute to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 Local and Regional Experiencesʼʼpp.
3~8, UNDESA, UN-DOALOS/OLA, IAEA, IMO, IOC-UNESCO, UNDP, UNEP, UNW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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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자국 해역의 자원평가 등 연구 조사, 연구 역량 강화,
정보공유, 지역 연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 수산자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선단으로부터의 입어료 이외에 연안국의 경제 발
전과 연관된 경제협력 요구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는, 연안국과 입어국의 공동 노력의 필요
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해당 해역의 지역수산기구의 역할 및 위상도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수산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모색도 필요함
□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 Post-2015 체제에 효과적인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 회원국 가입 이후 공여국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책
임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
Post-2015 체제 하에서는 ODA/GNI 비중 0.7% 공약 이행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리우환경회의에서부터 비롯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반영할 것과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영토보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들의 추가 재원 동원을 강조하고 있음
□ Post-2015 체제 하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개발협력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
◦ SDGs 달성 및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Post-2015 체제에서는 재원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분야 ODA의
공적자금 이외 민간 재원을 유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더불어 최빈국 및 SIDs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초
연구, 점진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효과적 협력 수요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수원국 선정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원양
선단이 진출한 남태평양 도서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S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안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지
역수산기구 포함), NGOs와의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해야 함
□ 국내 해양수산 전문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선제적 사업 발굴로 국내외 정책 공조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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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를 구축하여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
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양자․다자간 ODA 사업을 SDGs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각의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SDGs에 기초한 신규 ODA사업 발굴도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 어족자원 관리, 해양 산성화 등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연구
분야는 개도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공조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SDGs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관리가 필수적임
◦ 기초데이터 수집·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기초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수산의 경우 원양선사 등 어획활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 해양지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향후 UN차원에서 지표 개발 시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여건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해양수산과 관련된 목표 13(기후변화), 14(해양), 15(육상생태)가 모두 지속가능성 차
원에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3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
로의 연관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특히 목표 달성을 측정할 지표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논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기초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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