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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가 주최한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 유스포럼(GCNS 

Youth Forum 2019)’이 지난 3 월 16 일과 17 일 양일간 “Empowering Youth: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싱가포르의 NTUC(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빌딩 Stephen 

Riady Auditorium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아세안(ASEAN) 및 한중일 청년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연사와 패널들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3 회차를 맞이한 이 포럼에는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과 에이미 

코르(Amy Khor)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기업과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출신의 

다양한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브루나이 

등 ASEAN 국가들을 포함해 한국, 중국 등 총 12 개국에서 온 350 여명의 청년 대표들은 환경, 

사회, 경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이슈들과 청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본 포럼에 두 명의 한국 청년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패널 대담과 

분과 세션 등에 참여한 한국 대표들은 SDGs 를 위한 노력과 청년의 역할에 대한 우수 사례 및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타 국가의 청년 대표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수 사례들을 전달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ASEAN 및 동북아 지역의 기업,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들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노력과 SDGs 이행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 Day 1 ] 

포럼 첫째 날은 고스위첸(Goh Swee Chen)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 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고스위첸 대표는 올해가 싱가포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의 해로 

선포되었음을 밝히는 한편 포장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전자폐기물(E-Waste) 등의 3대 

중점 폐기물 분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본 포럼이 여러분들께 많은 배움과 영감을 

얻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회에 대해 열린 마음과 넓은 시각을 가지라고 청년 

대표들에게 당부했습니다. 

 

 

 

ㆍ 에이미 코르(Amy Khor)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과의 대담 

 

 



 

 

환영사에 이어 에이미 코르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이 ‘Achieving the Zero Waste 

Vision’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가졌습니다. 코르 장관은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작아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순환 경제를 목표로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패턴에서부터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아세안 

지역의 빠른 도시화와 중산층 소비자의 증가 현상이 쓰레기 발생량 역시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기업들이 쓰레기 제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르 장관의 연설이 끝나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업 행동의 애로 사항과 싱가포르 정부의 

구체적인 쓰레기 감소 정책 등에 대한 각국 청년 대표의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코르 장관과 

고스위첸 대표의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대담이 마친 후 코르 장관은 각국 청년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며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ㆍ 지속가능성 활동가와의 대담: Finding Your Passion, Finding Your Cause 

 



 

 

이어진 지속가능성 활동가와의 대담에서는 데브라 램(Debra Lam) Society Staples 공동창업자, 

니콜 응(Nicole Ng) 싱가포르 푸드뱅크 및 Foodxervices 공동창업자, 그리고 에드워드 이(Edward 

Yee) Givfunds 공동창업자가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성 분야에 뛰어들게 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데브라 램은 오빠의 자폐증을 숨기며 자란 어린 시절과, 17살 때 우연히 친구의 

함께 시작한 사회 운동이 지금의 장애인권 옹호 NGO인 Society Staples로 성장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니콜 응은 대학생 시절 경험한 부모님의 파산이 싱가포르 내 식품 불안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드워드 이는 슬럼가에서 자란 경험이 

방글라데시 사회적 단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NGO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Givfunds를 창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각국 청년 대표들은 NGO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과정, 사회적 기업과 

NGO의 구분, 사회적 기업에 있어 첨단 기술 활용의 중요성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연사들과 

소통했습니다. 

오후에는 환경, 교육 및 창업의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 분과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 중 환경과 교육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ㆍ 분과 세션 1: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산 (교육)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산’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분과세션은 The Global Citizen Education 

Group 의 공동창업자인 월터 여(Walter Yeo)와 프로그램 매니저 누르 퀴스티나 압둘 와히드(Nur 

Qistina Abdul Wahid)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1 명이 15 명을 가르치고 그 15 명이 또 다른 

학생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한 두 

강연자는 “각 나라의 관점(cross culture)으로 SDGs 를 적용할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의 후 이어진 조별 활동에서는 참석자들이 조별로 하나의 SDGs 를 골라 해당 목표에 대한 

지식과 해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방안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ㆍ 분과 세션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어려운 선택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어려운 선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기업 

환경 전략 컨설팅 업체인 Engeco 의 마크 알렌(Marc Allen) 기술이사의 강의와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마크 알렌은 2015 년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그간 국제사회의 환경 관련 주요 합의의 

흐름을 소개하며, ‘BAU 대비 +2℃ 수준 감축’이라는 파리협정의 합의 결과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강의 이후에는 조별로 모의 

기후협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조별로 미국, EU, 기타 OECD 국가, 중국, 인도, 

기타 개발도상국 등 6 가지 그룹을 대표해 새로운 국제 환경 협약을 가정한 모의 협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때 각 그룹은 온도 증가로 표현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준과 목표 달성 

연도, 녹색기후기금(GCF)로의 자금 조달액 등을 정할 뿐 아니라, 목재 산업과 석유 산업 등 환경 

목표에 이권이 연관된 자국 산업들까지 고려하는 등 국가 경제와 산업을 고려해 국제사회의 환경 

목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ㆍ 노변 대담 (Fireside Chat) 

 

 

 



 

첫째 날 마지막 순서였던 이 대담 시간에는 ‘재활용 전도사’를 자처하는 싱가포르 모델 데니스 

켈러(Denise Keller)가 연사로 나서 ‘Citizen—Recycling in ASEAN’이라는 제목으로 재활용에 대한 

책임 있는 시민 의식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데니스 켈러는 보르네오 섬에서 자신이 찍은 

환경 파괴 현장의 사진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명한 환경운동가 앨 고어(Al Gore) 미국 전 

부통령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에 등장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며 

직업에 상관없이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 데니스 켈러는, 

“주변 이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일상 속 재활용을 위한 해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Q&A 시간에 그는 지속가능성과 

쓰레기 제로를 위한 시민의 실천 방안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재활용 실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Day 2 ]  

 

ㆍ TRIFAM 의 발표 

 

 

 

포럼 둘째 날은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이 동석한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싱가포르의 사회적 기업인 TRIFAM 의 짧은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사로 나선 이들은 

싱가포르의 첫 장애인올림픽 휠체어사이클링 메달리스트인 나렌 상카(Naren Sankar)와 싱가포르 

국가대표 체스 기사인 에드윈 탄(Edwin Tan)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둔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differently abled)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TRIFAM 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포용적 공동체를 위해 장애인을 사회의 동일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ㆍ 폐회: GCNS Youth Alliance 출범 및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대담 

 

 

 

폐회식 첫 번째 순서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협회의 Youth Alliance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아디티 템베(Aditi Tembe) 유엔글로벌콤팩트 싱가포르 협회 매니저의 선언과 청년 대표들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야콥 대통령과 고스위첸 대표가 함께 점등식을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포럼 양일간의 배움을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나가기 위한 네트워킹과 교육, 인턴십, 

자원봉사 등의 기회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포럼 마지막 순서인 야콥 대통령과 청년 대표들의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콥 대통령은 

“SDGs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회가 알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떠한 사회를 

물려받고 싶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만의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더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겨 청년 대표들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한 야콥 대통령은 대담 이후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청년 대표들과 사진을 찍으며 포럼의 폐막을 기념했습니다. 

 

전세계의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를 통해 배우고 도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청년 대표들은 

폐막 후 일정 기간 동안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과, 

이후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