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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창립 75주년의 의미와 과제
(시민사회의 관점)
이성훈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 KCOC 홍보위원

1. UN 75주년 역사적 배경
§

2020년은 1945년 창립된 UN 75주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6월 26일 연합국 정부
대표는 미국 프란치스코 시에서 2년 동안 준비한 유엔 헌장을 채택하였다. 이 헌장은 약 4개월 후 오늘날
유엔의 날로 기념하는 10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최초 51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유엔은 75년이 지난 현재
193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자리 잡았다.

§

유엔이 창립된 1945년은 국제질서의 큰 전환기였다. 유럽과 태평양에서 독일과 일본이 일으킨 제2차 세계
대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와 일본의 항복으로 종식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으나,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한 38선 중심의 남북 분단, 그리
고 미 군정과 신탁통치와 1948년 남북 분리 선거로 인한 분단고착화는 결국 1950년 6월 한국전쟁으로 이
어졌다. 한국전쟁은 유엔이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해외에 군대를 파견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중국과 러시
아와 미국 주도 유엔군의 국제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세계적으로 동서냉전이
40년간 지속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동서 냉전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다.

§

한편 2020년은 1995년에 개최된 북경 여성대회가 채택한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여성의 평화와 안
보 분야 역할을 강조한 2000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20주년, 그리고 2000년에 채택된 파리 기후변
화협약과 청년의 평화와 안보 분야 역할을 강조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250호 5주년을 기억하는 행사와
사업이 전개되었다.

§

이와 더불어 2020년은 2015년에 채택된 유엔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주년이기도 하다. 유엔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10년을 SDGs 이행 십 년으로 선포하고 SDGs 이행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다.1)

§

2020년은 역설적으로 75년 역사에서 유엔의 근간인 다자주의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이다. 영
국의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MAGA)에 따른 파리 기후협약, UN 인권이사회 및
WHO 탈퇴, 그리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안보 분야 지정학적 갈등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 대두하였다. 설상가상, 글로벌 대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유엔과 국제사
회는 실존적 위기와 같은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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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75주년 활동과 결과
Ÿ

유엔은 유엔 사무차장이자 UN 75주년 특별보좌관인 파브리지오 혹쉴드Frbrizio
년 기념사업 사무국을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2)

Hochshild

책임하에 UN 75주

유엔은 기후위기, 불평등, 새로운 형태의 갈

등과 폭력, 인구변화,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토론자료를 발간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화와 토론 모임
을 조직하였다. 2020년 1월 유엔 본부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청년과의 대화를 가졌고 혹실드 사무차
장은 유엔 외부에서는 처음으로 2월 10일 제2회 평화포럼(PPF)에서 국제 시민사회 대표와 대화 세션을
개최하였다.3)
Ÿ

공식적으로는 9월 21일 유엔 평화의 날, 10월 24일 유엔의 날 기념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유엔총회
는 9월 21일 UN 75주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유엔 창립의 목적과 의의를 상기하면서 12개 항
목의 실천 내용을 결의하였다.4) (상자 참조)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올해 말까지 이를 실천하는 권고
안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Ÿ

UN 75주년 사무국은 UN 75주년 대화와 캠페인의 내용과 성과를 담은 UN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 보고서
를 발간하여 9월에 열린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5)

Ÿ

2020년 9월 4일 유엔총회는 회원국 중 76개국 공동발의로 「유엔, 회원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
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 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보
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감독을 담당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법의 지
배 강화, SDGs 실천 등을 위한 의회 협력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의회, 유엔, 국제 의회
연맹(IPU)이 정례적 협력을 이어갈 것을 요청하였다.6)

Ÿ

한편 다자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정부 주도로 2019년 4월 2일 뉴욕에서 약 40여 개국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정부 간 포럼으로 ‘다자주의 연대’ 가 출범하였다.7) 다자주의
연대는 올해 4월 16일 온라인으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자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유엔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UN 75주년 선언
(실천 공약 내용 요약)
1)

We will leave no one behind.

향후 10년 (2021-2030)은 지속가능발전과 인류의 미래 지속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 SDGs 중심의
국제적 노력과 취약집단과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요성 /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과 규범 이행
중요성
2)

We will protect our planet.

사막화, 물 부족, 기근, 수면 상승, 기후 변화 관련 대난, 오존층 파괴 등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대처의 시급성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UNFCCC)과 2030 의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3)

We will promote peace and prevent conflicts.

유엔 헌장, 국제법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국제인도법, 무기규제와 군축 무기 통제와 군축 중요성 / 모든 분쟁과
위협 중지와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 휴전 지지 /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 모든 분야와 형태의 갈등
예방과 중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 / 평화 구축, 유지 및 지속화의 중요성
4)

We will abide by international law and ensure justice.

유엔 헌장과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 강조 / 유엔에서 합의한 국제적 협정과 약속 이행 /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거버넌스와 독립적 사업제도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와 법치 증진
5)

We will place women and girls at the centre.

분쟁 해소와 지속가능발전에서 모든 여성의 평등하고 적극적 참여 / 성과 젠더 관련 폭력과 성 불평등 심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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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여성 참여 및 여성의 권한 강화 노력 배가
6)

We will build trust.

국가 내 및 국가 간 악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한 제도에 대한 불신 증대의 위험성 / 인종주의, 혐오 표현, 외국인
혐오증, 가짜뉴스 등의 폐해 / 불평등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과 다양한 실천
7)

We will improve digital cooperation.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 활용과 도전 및 위협에 대한 대비 / 유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SDGs)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
8)

We will upgrade the United Nations.

유엔의 책무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혁 / 안보리 개혁과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활성화 / 평화
구축 제도 평가
9)

We will ensure sustainable financing.

유엔의 재정 기반 확대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 2015년 지속가능발전 재원 아디스아바바실천의제
(AAAA) 효과적 이행 / 공공-민간 금융 협력
10)

We will boost partnerships.

시민사회, 기업, 학술기관,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강화
11)

We will listen to and work with youth.

인류의 미래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서 청년의 역할 중요 /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분야에 청년의 참여
증진과 강화
12)

We will be prepared.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공급 분야의 국제협력과 향후 유사한 전염병에 대한 준비

3. 국제 시민사회의 활동
Ÿ

UN 75주년은 그동안 인권, 평화/안보, 지속가능발전 등 분야별 활동과 사업의 근간이자 공통기반인 유엔
의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 협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Ÿ

UN 75주년에 대응하여 주요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우리에게 필요한 유엔을 위한 시민사회 파트
너십’을 위한 UN2020 캠페인을 출범하였다.8)

UN2020은 2월 9-11일 평창올림픽 2주년 기념으로 열린

제2회 평창평화포럼에서 UN과 함께 UN 75주년 첫 국제시민사회와의 대화를 조직하였다.9) 이와 더불어
UN2020은 TOGETHER FIRST10)와 함께 2020년 5월 14-15 온라인으로 세계시민포럼을 개최하여 ‘기로
에 선 인류: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해결’이란 제목의 세계시민 선언과 글로벌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유엔총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11) (상자 참조)
Ÿ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인 Stimson Center는 UN 2.0을 발간하여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치스코에서 채택
된 유엔 헌장 이후 75년간 유엔의 활동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는 효과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10개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12) 그리고 UN2020과 함께 2020년 9
월 16-17일 온라인 글로벌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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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인류: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해결’
역사적 기로에서 선 인류 :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해결

n
Ÿ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글로벌 실천 계획 :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UN

n
Ÿ

세계시민의 약속

Ÿ

유엔과 회원국에 대한 권고
a.

n

(요약 번역)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UN 75년 후속 이행 제도 설립

b.

유엔 운영 재원 증대

c.

시민사회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유엔 참여 방식을 개선 강화
i)

유엔 사무국에 시민사회 소통 전담 창구 개설 Focal Point

ii)

유엔의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과 제도에 대한 검토

iii)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강화

iv)

전 세계 국민/시민이 직접 유엔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글로벌 청원 제도 설립

제안 목록
1. 즉각적 및 단기적 제안 Immediate actions
a.

기후위기 거버넌스를 다른 환경 조약, 프로토콜, 협약과 조치에 연계하는 범 생태시스템적 접근 채택

b.

국제인권제도의 신뢰성, 효과성, 역동성과 정당성 개선과 강화

c.

보다 효과적으로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설립

d.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e.

미래의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와 복구 관련 제도와 사업 강화

2. 중기적 제안 Medium-term proposals
a.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을 다루는 특별 위원회 설치

b.

보다 큰 대표성을 지닌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실행 – 유엔총회의 자문기구로 전 세계 국민/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된 유엔 의회 총회 Parliamentary Assembly 제도 설립

c.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사법제도에 대한 보편적 승인 강화

d.

유엔 직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과 직원 안전 보장

3. 장기적 소망 Long-term aspirations
a. 기존의 평화와 안보 체계 변화와 개혁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구성과 비토권을 포함한 유엔의 안보
분야 정당성 강화를 위해 개혁.
b.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를 평화구축이사회(Council)로 승격하고 갈등 예방과 화해와 전환기 정의
임무를 부여 – 유엔안보리가 직접 다루지 않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과 같은 방식의 ‘평화구축 감사 Audit’를 통해
갈등 예방 임무 실행.
c. 평화와 안보를 복구하는 유엔의 노력을 위한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평화
만들기와 평화유지와 함께 분쟁 후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을 강조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 의제 실천.
d. 평화, 군축 및 국제법 강화 – 유엔 100주년인 2045년까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및 국가가 개입하는
전쟁의 포괄적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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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 75주년과 한국
Ÿ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UN 75주년 고위급 특별회의에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및 호주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cross-regional 협의체인 믹타 MIKTA14) 대표로 연설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문에서 단결,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국제주의를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
응 경험을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실천으로 해석하
고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 ‘그린 회복’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15)

Ÿ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뉴욕과 제네바에서 유엔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는 ‘유엔 보건안
보 우호국 그룹’ 구성을 주도하였다. 더 나아가 파리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과 혐오 등 반인권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
하기 위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을 주도하였다.16)

Ÿ

국내에서는 여성가족부가 UN 창설 75주년 참여 캠페인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 UN75」을 전개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유엔에 전달하였다.17)

5. UN 75주년 의의 및 전망과 과제 –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Ÿ

한국 시민사회에서 UN 75주년 의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UN 75주년 의제
와의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연관성이 약했고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서 한국전쟁 70주년 계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주요 의제는 종전선언과 코로나19 개도국 지원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18)

2020년이 이제 2개월 남았지만,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2021년 사업을 구상하면

서 국내 의제를 시민 공공외교 차원에서 UN 75주년 선언문 후속 이행과 유엔 SDGs 이행 등 국제적 의제
와 유기적으로 연계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Ÿ

코로나19 글로벌 위기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기대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글로벌 도전에 대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무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과
책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다자간 회의체와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력뿐만 아니라 시민사
회의 참여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믹타(MIKTA), G20 정상회의19), 아
세안+3 정상회의20), 동아시아정상회의(EAS)2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22)를 시민 공공외교 차원에
서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Ÿ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이슈별 국제연대와 협력을 넘어 다자주의 즉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와 한국의 과제
를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
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 및 남북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그
리고 환경,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가 시민 공공외교
차원에서 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Ÿ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종전선언23)과 시민사회의 종
전 국제캠페인은 모든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사업에서 공동 실천 의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SDG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국제개발협력 단체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1986년 유엔 발전권 선언이 강조하듯이 보편적 군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재원 확보
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의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SDG 16번 목표를 매개로 한 평화
구축과 지속적 평화의 SDGs 연계는 남북 관계와 개도국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접근이다. 코로나19 위
기 극복 경험을 계기로 이른바 선진국-개도국의 경계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 및 분야별 경계가 낮아진 것
을 계기로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분야에서도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분절화를 넘어선 새로운 국제연대
패러다임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5

KCOC Issue Brief / 2020-3호

Ÿ

6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단체의 경우 기존의 개도국 현장에서의 다양한 직접사업 경험을 토대로 개도
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발전 및 개발협력 정책을 유엔 2030 의제 정신과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2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을 맞은 한국정부, 2019년 창립 20주년 지낸 KCOC 그리고 2021년 창
립 30주년을 맞이하는 KOICA가 2019년 채택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24)
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Ÿ

25년 후인 2045년은 유엔은 100주년을 맞이한다. 2045년은 우리에게 광복과 분단 100년이기도 하다. 코
로나19를 계기로 한국과 글로벌 문제를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커졌다. 분단
과 한반도 평화 또한 남북문제를 넘어 동서냉전의 지정학적 산물이기에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적 전망을
가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Ÿ

유엔총회의 75주년 선언문 내용이 원론적 차원에 치우쳤다면 시민사회의 선언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제
안을 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말에 UN 75주년 선언문을 이행하는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에 시민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의제를 연결하는 제안이 많이 담기기를 기대해 본
다.

1)
2)
3)
4)
5)
6)

UN Decade of Action to Deliver the SDGs by 203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2020/09/decade-of-action/
UN75 The Future We Need, The UN We need https://www.un.org/en/un75
평창평화포럼 2020 프로그램 자료집 33-24쪽 http://www.ppf.or.kr/down/PPF2020_Program_KR.pdf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https://undocs.org/en/A/RES/75/1
https://www.un.org/en/un75/presskit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68호 (2020년 9월 29일)

https://www.nars.go.kr/_upload/attFile/CM0130/20200928170135_xuxrh.pdf
7) Alliance for Multilateralism https://multilateralism.org/the-alliance
8) UN 2020 - Civil Society Partnership For the UN We Need 은 세계연방주의운동 (WFM), 세계시민운동단체 CIVICUS, 에버트 재단
뉴욕 사무소, 미국의 Stimson Center, 평창평화포럼 등이 참여하는 유엔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글로벌 캠페인,
홈페이지 http://un2020.org/
9) 평창평화포럼 2020 프로그램북 33-24쪽 http://www.ppf.or.kr/down/PPF2020_Program_KR.pdf
10) TOGETHER FIRST – A Global System That Works for All 는 2020년 UN 75주년을 계기로 2019년, 영국의 유엔협회(UNA)
제안으로 국제시민운동단체 CIVICUS, 미국의 Stimson Center 등이 참여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https://together1st.org/
11) UN75 People’s Declaration and Plan for Global Action “Humanity at a Crossroads: Global Solutions for Global Challenges”
http://un2020.org/forum-declaration/
12) UN 2.0: Ten Innovations for Global Governance – 75 Years beyond San Francisco
https://www.stimson.org/wp-content/uploads/2020/06/UN2.0-Ten-Innovations-for-Global-Governance-Final.pdf
13) UN75 Global Governance Forum
https://www.platformglobalsecurityjusticegovernance.org/news/event-designing-a-roadmap-to-the-future-un/
14)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mofa.go.kr/www/wpge/m_20171/contents.do
15)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204
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171300504
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UN75주년 캠페인 홈페이지 https://un75.kywa.or.kr/
18) 한반도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캠페인 – 휴전에서 종전으로 https://endthekoreanwar.net/
19) 외교부 자료실 http://www.mofa.go.kr/www/wpge/m_3952/contents.do
20) 외교부 자료실 http://www.mofa.go.kr/www/wpge/m_3928/contents.do
21) 외교부 자료실 http://www.mofa.go.kr/www/wpge/m_3940/contents.do
22) 외교부 자료실 http://www.mofa.go.kr/www/wpge/m_3933/contents.do
23)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213
24) KCOC 자료실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paper01&wr_id=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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