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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경제와 빈곤 퇴치는 오직 생태계와 환경을 지켜낼 때 가능하다. 인류의 안녕과 기후변화 
완화가 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세계  정상들은 한 자리에 모여, 인류와 지구를 위해  건강하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한발전의제(Post-2015)를 
요구한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은 17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와 부속 목표들은 전세계 국가와 사람들이 협력하여 성
취할 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 성공적인 Post-2015 계획은 자연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으로부
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류의 안녕과 직결되는 우리의 자연 환경

대도시의 1/3 
세계 100대 대도시의 1/3은 
보호구역에서 식수를 확보한다.

200여 개 강 유역
26억 7천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인 강, 그러나 이들은 이미 매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20억의 인구
숲 생태계는 3억5천 명 이상의 
극빈층을 포함하여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와 생계, 물, 
연료, 음식을 제공한다. 

동물성 단백질의 15%
어업은 우리가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15%(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는 50% 이상)
를 공급한다. 그러나 90% 이상의 
수산자원이 이미 과잉 어획, 또는 
한계치에 이르렀다. 

229조 원의 가치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29조 원(미화 21조 
달러)에 해당한다. 어업은 2억6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고 
그 중 5천만 개는 소규모 어업이나 
전통 어업에 있다.

메콩강 유역의 사례



Why we are here.

www.panda.org

To stop the degradation of the planet’s natural environment and
to build a future in which humans live in harmony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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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구는 하나뿐이다. 국가, 지역 사회, 기업, 시민 사회는 물론 개개인까지 
함께 협력해 자연을 보전하고, 더 현명한 방법으로 생산 및 소비하고, 금융흐름을 
‘지속가능성’으로 이끌어야 하며, 자원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의 건강, 양질의 일자리, 의미 있는 삶, 
모두의 번영을 지탱하는 생명으로 가득한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선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 절대 빈곤 퇴치, 지속가능 발전 보장 및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 Post-2015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명확히 지정한다.

• 범지구적 의제는 모든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야심차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  Post-2015 의제에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속 목표가 

핵심 과제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정에 환경 보전을 

반드시 고려하고, 모든  주체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 개발금융회의에서 각국은 빈곤 퇴치, 인류의 

번영, 모든 이의 평등과 존엄성을 성취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금융(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e)’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환경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식량 고갈과 물 부족, 기후변화에 
취약한 극빈층에게 치명적이다. 

인류의 안녕은 깨끗한 물, 경작 가능한 토지, 풍부한 수산자원, 숲 등의 천연 자원,
식물의 수분활동, 영양분 순환, 침식 방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한다.

개발 계획에 생태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천연 자원을 
관리한다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인류는 식량, 물, 에너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추가 정보: wwf.panda.org/post2015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info@wwfkorea.or.kr / 070-7463-4240

삶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생태계

그림: WWF. 2014. Living Planet Report 2014: species and spaces, 
people and places. [McLellan, R., Iyengar, L., Jeffries, B. and N. 
Oerlemans (Eds)]. WWF, Gland, Switzerland.

WWF가 각국에게 요구하는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