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특별세션 

 

주관기관: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 라이프인(LIFEIN)_ 

 

기관담당자: 강동렬, 전윤서_ 

           담당자 연락처: korea@sdsnyouth.org(010-9913-3984) 

yoo0101n@gmail.com(010-4442-7147) 

 

세션제목: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 - SDG 담화 

 

일시: 10 월 8 일  오후 3 시 30 분 (UTC+9,Seoul), 2 시간 진행_ 

 

세션포멧 (세션 진행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서술):_사례 발표, 패널 토론_ 

 

 

목표대상: 사회적경제 종사자, 청년, 일반인, 정부 

 



 

 

세션 목표/ 세부내용: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행주체자로서 청년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등 이제는 성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청년세대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통해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차별과 편견 없는 연대와 협력으로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핵심주체이다. 

본 행사에서는 청년세대가 어떻게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사회혁신을 주도하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임팩트생태계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청년활동가들의 시각에서 조망한다. 

 
SDSN Youth Korea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신기후체제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및 청년단체들을 교육하고 연결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 년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에 의해 발족되었다. 

국내에서는 전국 42 개 대학 89 개 청년단체 1,800 여명의 청년활동가들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 여개국의 SDSN Youth 와 협력하고 있다. 

 

라이프인 

사회적경제 미디어 라이프인이 2017 년 창간해 광고 없이 후원회비로만 운영되는 언론이다.  

라이프인은 소셜 솔루션 미디어(Social Solution Media)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사회문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미디어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 솔루션이 필요한 네 가지 분야 ▲사회혁신 ▲기후위기 ▲지역문제 

▲청년문제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사회자 및 연사 정보 

 

 사회자 :  김지은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SDSN Youth Korea 

korea.sdsnyouth@gmail.com (010-5737-6563) 
 
 
 
 
 
 
 
 



 

 연사 : 
 

 소속기관 성명 발제제목 연락처 

연사 1 라이프인(LIFEIN) 전윤서 청년 혁신가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yoo0101n@gmail.com 

010-4442-7147 

 

 

연사 2 SDSN Youth Kenya Margaret 

Kamau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과 사회적 

경제의 청년참여 

margaret.kamau@sdsnyouth.org 

연사 3 Diet Kantong Plastik Rahyang 

Nusantara 

탄소중립을 위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용기 내기 챌린지 

rahyang@dietkantongplastik.info 

좌장 한국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 

Korea) 

강동렬 New-normal 시대의 청년 

생태계,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korea@sdsnyouth.org 

010-9913-3984 

토론 1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YLPF Korea) 

원다인 korea.sdsnyouth@gmail.com 

010-3265-7368 

토론 2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 

협의회(YSDA Korea) 

김찬호 korea.youth.sdgs@gmail.com 

010-4132-3474 

토론 3 FUNCOMPANY 이승빈 eric@funcompany.org 

010-6622-9412 

 

 기술지원 담당자 : 전민경_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korea.sdsnyouth@gmail.com (010-7728-5355) 

 

 

예상결과: 국내외 청년 혁신가들의 사례 공유를 통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 동참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