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제 10차 한러 대학생대화 합의문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2019.07.29 - 2019.08.04 

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9 년 7 월 29 일부터 8 월 4 일까지 대한민국 통영과 서울에서 개최된 제 10 차 한-

러 대학생 대화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4 번과 17 번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행동을 결의

하였다. 

 

제 10 차 한-러 대학생 대화는 

 

UN헌장(1945)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과 이상에 입각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제 70 차 UN 총회 결의 129 호 “자원활동의 평화와 발전으로의 통합: 향후 세기 및 그 

이후를 위한 행동 방안”, 제 73 차 140 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활동”, 

그리고 2015 년 9 월 25 일 제 1 차 UN 총회 결의 70 호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상기하며,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기억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2030년까지 해당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현 

해양 폐기물 관리 방식 및 국가간 상호 협력 방식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양문제가 여타 환경 문제와 독립적이지 않으며, 이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님을 인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해양 산성화 등의 회복 불가능한 

결과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각종 난제들을 인식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바, 

국제적, 정부적, 비국가행위자, 개인적 차원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한러 양국을 넘어 여타 국가와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 및 지속가능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양국의 번영을 밑받침하는 역동적, 포용적, 인본주의적 경제의 본질적 특성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 양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간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2030 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자원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 활

동 경험의 전세계적인 공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러 대학생대화 결의문들의 긍정적 영향을 상기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이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제 10 차 한러 대학생대화는 

 

금일 지속가능발전목표 14 번과 17 번에 대한 결의와 이에 관하여 국제적, 정부적, 비국가

행위자, 개인적 차원 4 단계로 분류된 통합적인 목표들을 선언한다.  

 

 

14 번 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ㆍ바다ㆍ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국제적 차원 

 

하나, 쓰레기 감축을 위해 이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미술전시회를 제안한다. 



하나, 과소비 및 초과생산 개념과 기존의 해양쓰레기 감축 캠페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하나, 장학금, 보조금 등 해양 생태계 보존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장려

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적 차원 

 

하나, 세계 각국 정부에게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플라스틱 제품 생산의 제한 혹은 중지를 양국에게 제안한다. 

 

하나,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양국에게 촉구한다. 

 

하나, 각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덤핑과 폐기물 이송 과정의 감시에 대한 양

국 정부의 협력 강화를 요청한다. 

 

하나, 해양자원에 대한 양국 정부 과학 연구소의 합동연구 진행을 요구한다. 

 

하나, 한러 양국 그리고 나아가 주변국가들에 어장공유체계 도입 촉구를 제안한다. 

 

하나, 해양정화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부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나, 전 세계의 해양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잔해물과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제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 고안을 위해, 세계적인 기술 경진 대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해양산성화 문제에 대한 후속 협력 증가를 양국 정부에게 촉진한다. 

 

 

비국가 행위자 차원 

 

하나, 대중매체와 교육계획을 통해 문화 장벽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제안

한다. 



하나, 인턴십 기회 확장과 해양보전 관련 국제적 수준의 조사를 위한 장학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민간 부문, 공공 부문 모두에서 권고한다. 

 

하나,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 방식 고안을 위한 기업 대상 자문행위를 촉구

한다. 

 

하나, 어업 관련 활동을 더 투명하게 하는 첨단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을 호소한다. 

 

 

개인적 차원  

 

하나, 평생 교육, 소셜 미디어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해양 오염의 위험성과 지속가능발

전의 중요성을 자각할 것을 권고한다.  

 

하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환경적 프로젝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수단을 활용하여 

자원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하나, 대학입학과 취업에 유효한 증명 발급, 가산점 부여 등의 장려책을 통해 해양자원보

호를 촉구한다. 

 

하나, 해양자원의 이성적인 사용을 위해 “해산물 소비 감축의 날"을 제안한다. 

 

하나,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시민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어

업행위를 보고하는 동시에, 현재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안할 것을 촉구한

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4 번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UN이 선포한 

6 월 22 일 세계 물의 날, 6 월 8 일 세계 해양의 날, 11 월 5 일 세계 쓰나미의 날에 

시민들이 파란색의 의류를 착용하기를 환영한다. 

 

17 번 목표.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하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UN과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적 차원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양성을 지지한다.  



하나, 개발도상국들의 해당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질적 차원의 인적자원, 기술자원 그리고 

지식자원 통합을 촉구한다. 

 

하나, 비정부기구의 현행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의 국제적인 교류를 증진한

다. 

 

하나,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비정부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다.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관한 각종 경험과 연구 사례의 공유를 위해 더 많은 

비정부기구간 국제 회의 개최를 제의한다. 

 

하나, 기업들이 오염자 부담 원칙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