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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20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평가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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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우+20의 주요 결과  

4. 리우+20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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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We Want – 세부 목차  

 

1. 들어가면서 

 

리우+20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공식적인 결과물은 53쪽, 283항목으로 구성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각국으로 돌아간 참가자는 각

자의 입장에서 이 문서를 토대로 리우+20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리

고 후속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큰 행사가 끝난 후 돌아본 리우+20에 대한 첫 느낌은 데자뷰(Déjà vu)로 10년 전 리우+10

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마침 10년 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 리우+10- 에 대

한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백서에 실린 당시 상임집행위원장 김혜정의 ‘요하네스버

그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란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의 평가는 ‘기업과 국익에 저당 

잡힌 알맹이 빠진 정상회의’, ‘지속가능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한국정부’, 그리고 ‘세

계시민사회의 힘이 지구를 살린다’라는 세 개의 소제목에 잘 정리되어 있다. 아마도 

리우+20에 참가한 한국 시민사회 참가자 대다수의 느낌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본

다.   

 

(이 글은 리우+20민간위 또는 KoFID의 공식 평가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평가임을 미

리 밝혀둔다. 평가토론회에서의 지적과 의견을 토대로 보완 예정임)     

 

리우+20은 ‘공식적’으로는 3일간의 유엔 회의로 하나의 사건이자 동시에 2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하는 최종 과정이었다. 5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 120여 개 국가의 정상, 모든 유

엔과 국제기구 수장의 참여 등 양적인 참가로만 본다면 대성공이다. 그러나 2년 동안 

공들인 협상 결과의 질로 보면 ‘함량 미달’이란 평가가 대세이다.    

 

국제회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대표적 표현인 Status quo, business as usual, missed 

opportunity 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 유엔은 협상 초반 ambitious and bold 를 

기대했지만 결말은 ambiguous and cold 해 보인다. 내용이 빈약한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는 

‘그래도’와 ‘차라리’의 두 상반된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Better than nothing)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낳다’ (Nothing is better) 가운데 개별 이슈나 

영역에 치중하는 단체는 내용에 따라 전자가 적지 않고 지속가능발전 전체와 거버넌스 

분야를 다루는 단체는 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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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우+20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후변화 협상이 월드컵이라면 리우+20은 올림픽과 같다. 즉 단일 종목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참가자가 다양한 특성의 경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연히 

종목별 경기의 결과에 따라 참가자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리우+20의 성

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매우 달라진다. 특히 성과에 대한 평가

는 단기적과 중장기적, 그리고 가시적 및 비가시적 성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번 리우+20에 대한 평가는 내재적 평가, 맥락적, 역사적, 비교적, 의제 및 주제별, 행위

자별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되 본고에서는 크게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리우+20을 맥락적 및 역사적 측면에서 총론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참가 그룹의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리우+20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방식  

 

 특성 세부내용 및 기준 

내재적 평가 자체 설정한 목표에 비추어 달

성 여부를 평가   

지속가능한발전과 가난퇴치 맥락에서 

녹색경제의 정책프레임에 대한 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 여부   

구체적 행동 계획과 이행 수단의 효과

성  

맥락적 평가 현실의 도전과 문제에 대한 적

절한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했

는지 여부 

현재의 지구적 환경과 개발 위기 (식

량, 에너지, 경제 위기 및 기후변화 등)  

역사적 평가 과거의 회의 결과에 비해 진전 

여부와 역사적 의의와 중장기

적 영향  

1992년 리우와 2002년 리우+10의 결과 

이행 정도  

비가시적 중장기적 효과  

비교 평가 유사한 성격의 동시대 회의의 

형식과 결과와 비교해서 평가  

2011년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

회(COP17), G20 정상회의 등  

의제/주제별 

평가 

회의에서 다룬 구체적 주제별 

개별 성과를 평가   

26개의 주제별 영역별 행동 의제 및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 

행위자별 평가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에서 평

가  

유엔과 참여한 국제기구, 참가 국가 및 

주최국(브라질), 9개 주요그룹 등의 역

할   

동시 여러 곳에서 진행된 회의와 행사 

 

리우+20이란 명칭하에 실제로는 여섯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 RioCentro 단지 내 총회장에서의 정상들의 연설 그리고 회의단지 내 행사

장에서의 국가,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자의 발표와 토론 중심 사이드이벤트, 그리고 국제

기구와 주요 국가의 홍보관이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리우 해변에서 열린 민중정상회

의(People’s Summit), 해변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 정상회의 그리고 근처 도시에서 열린 지

자체의 ICLEI 총회는 장외 행사에 해당된다. 이중 시민사회는 크게 장외의 민중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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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장내의 사이드이벤트 두 축으로 나뉘어서 참여하였다.   

  

3. 리우+20의 주요 결과  

 

주지하듯이 리우+20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고 과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사항 이행을 평가하고 새로운 글로벌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주요 의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Interna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FSD)이었다.   

 

아래는 두 핵심 의제와 주제 및 영역별 그리고 이행수단 분야에서의 협의 결과 중 시민

사회가 주목했던 부분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3.1. 핵심 의제 관련 협상 결과 

 

1) 녹색경제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합의 (56-74항):  

 주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선택 제공 역할 

 리우 원칙과 의제 21,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 MDGs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

된 개발목표(IADGs)에 기여 등.  

 

2) 제도적 틀 (IFSD)  

 ECOSOC을 지속가능한발전 정책 검토와 논의 및 권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

로 ‘재’인정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2013년 68차 유엔총회 전에 개최목표로 

설립 (지속가능이사회 신설은 미합의)  

 UNEP은 올해 2012년 유엔총회에서 보편적 회원제, 정규예산에서의 지원, 과학-

정책 연결 강화 등을 결정 (전문기구로의 전환은 미합의)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과 High-Commissioner 신설 미합의  

 

3.2. 우선순위 및 주제별/영역별 및 초영역별 분야 (26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정과 강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을 위한 10개년 계획 채택  

 UN SG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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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SDGs) 

 MDGs의 중요성과 유용성 인정하면서 SDGs의 필요성 인정  

 올해 67차 유엔총회 전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modality를 포함한 작업방안을 

논의해서 2013년 유엔 총회에 제출  

 

3.4. 이행수단  

1) 재정 : 2015년까지 ODA GNP 0.7% 이행 촉구, 재원마련 위한 위원회 총회 산하 신

설 

2) 기술  

3)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4) 무역 국제무역의 중요성 강조와 DDA 협상 타결 촉구 

5) 공약등록 : 유엔 사무총장이 취합해서 인터넷에 게재   

 

 

4. 리우+20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성과와 한계  

 

 

앞에서 간단히 정리한 리우+20의 결과를 목적과 협상 과정에서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성과보다는 한계를 더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평가는 주요 그룹 중 특

히 NGO, 여성, 원주민, 청소년, 노동, 농민 대표의 총회장 연설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그룹 특히 NGO의 결과문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리한 이번 리우+20

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구적 복합위기 (금융,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체

계적인 진단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재, 따라서 구조적인 대안 제시 못하고 원

론적인 수준에서의 당위적 입장을 반복,  

2)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한 긴박감과 위기위식 및 이에 따른 획기적 대응책을 찾아

볼 수 없음.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군축과 투기자본과세를 통한 개발재원 마

련, 지구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지구환경의 회복불능 임계점 (tipping point), 

국경이 아니라 planetary boundary 문제의식이 부재.  

3) ‘녹색경제’는 일부 선진국의 ‘녹색성장’과 대다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발전’ 패

러다임/프레임 간의 정치적 타협, 그러나 선진국은 회의장 밖 사이드이벤트와 홍

보관에서는 ‘녹색성장’ 홍보에 적극. ‘녹색성장’ 행사장에 자주 나타난 유엔 사무

총장의 모습에 비판적 목소리 적지 않았음.  

4) ‘녹색성장’ 부각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이 경제

쪽으로 팬들럼 이동, 사회와 환경의 경제적 종속이 심화. 즉 70년대 환경, 90년대 

사회발전에서 2010년 이후에는 경제발전으로 축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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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과정에서 제도적틀 분야의 최대 쟁점이자 관심사였던 지속가능발전이사회

(SDC) 신설은 실패, UNEP의 전문기구로서의 강화는 절반의 성공.  

6) SDG의 경우 MDG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경제중심적 헤게모

니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발전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로 내용이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7)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축으로 설정하려는 지자체 등 일부의 시도는 성

공하지 못함.   

8) 이행수단에서 초안(zero draft)에 포함되었던 OECD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최종 문서에서는 누락 (콜롬비아, 

쿠바 등 남미 일부 국가의 적극적 반대). 

9) 9개 주요그룹 중 기업과 지자체는 장외에서 자체의 총회를 개최하면서 적극 대

응하였고 10-20년 전에 비해 가장 영향력이 증대된 그룹으로 등장. 그러나 기업

의 인권 및 환경적 책무에 대한 언급은 부재.  

10)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그룹은 이슈제기 역할에 국한. 의제형성과 기준 및 

제도구축 등 핵심의제에 대한 접근과 영향력은 매우 미약.   

11) 여성단체는 1995년 유엔 북경여성대회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이 최종문안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12) 노동조합의 경우 인권과 노동권, social protection floor (사회보장최저선) 투기자본세

금부과(FTT), 녹색일자리를 주된 의제로 제기했으나 부분적 반영에 그침.  

 

4.1. 패러다임 관점에서의 평가  

 

 지속가능한발전 패러다임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기존의 지속가능한발전 

패러다임 자체도 경제 축으로 경도.  

 시민사회가 주창한 People’s Sustainability Treaties는 물론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High 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의 권고안 대다수가 불수용.  

 

 

리우+20에서 논의된 주요 패러다임/프레임 비교 

 

 States in Global North States in Global 

South  

Independent 

Panel  

Civil Society  

Frame / 

Paradigm  

Green Growth  Green Economy  Global 

Sustainability  

People’s 

Sustainability 

Treaties  

Actors  OECD EU, ROK, UNCSD, G77+China,  HLP on Global 

Sustainability  

Civil Society  

Main 

contents  

경제성장 중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환경  

가난퇴치와 성장의 

조화   

지구생태계  가난퇴치 및 

불평등,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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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역사적 관점에서의 평가  

 

 탈냉전의 ‘낙관적’ 분위기에서 개최된 1992년 리우 회의의 성취한 의제와 기준 

이후 현실은 악화되는데 이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 가버넌스의 질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퇴보, 이번 리우+20도 마찬가지. 이런 의미에서 리우+20은 

요하네스버그+10에 더 근접.   

 특히 미국과 유럽 경제위기 악화 상황에서 환경과 사회발전 의제가 계속해서 

후퇴.  

 계속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국가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BRICS 국가의 영향력이 급증.  그러나 신흥강대국 또한 국익과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한 책임에는 소홀 또는 회피. 

 특히 제도구축과 재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독일, 영국 정상의 

불참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위상 약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지구적 공동책임 

의식의 약화와 리더십 공백을 야기.   

 

표:  환경과 개발 의제와 거버넌스를 변화   

Evolution of Global Agenda and Governa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70s-1980s 1990s 2000s 2010s 

Background, 

and Trends 

Cold War  

Oil shocks 

Foreign debts crisis 

Post Cold War 

Neo-liberal economic 

globalisation  

Millennium Summit 

9.11 Attacks and Iraq 

invasion  

Multiple crisis (Food, 

Fuel, Finance) 

Climate crisis  

UN 

Conference 

 

 

1972 Stockholm 

UNCHE  

1992 Rio UNCED  

‘Earth Summit’ 

 

2002 Johannesburg 

WSSD,  ‘Rio+10’ 

 

2012 Rio UNCSD 

‘Rio+20’ 

 

Outcome 

Document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Johannesburg 

Program of 

Implementation 

(JPOI) 

The Future We Want 

UN Frame 

or Paradigm 

Human Environment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MDGs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Economy  

SDGs 

Other or 

Alternative 

Frames 

Limit to Growth 

(1972), The Rome 

Club 

Limit to Competition 

(1995) The Group of 

Lisbon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SH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MDG7) 

Green Growth 

Global Sustainability 

(HLP on GS)  

People’s 

Sustainability  

Sustainable Future  

Institutional 

Framework 

Adopted   

UNEP (1973)  UN CSD (1993)  

UNFCCC, UNCBD, 

UNCCD  

GEF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Other or 

initial 

Proposals  

  World Environmental 

Organization (WEO)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SDC) 

UN Environmental 

Organization 

(UNEO)  

High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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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mbuzperson for 

Future Generations  

 

4.3. 유엔과 글로벌 거너번스 

 

 유엔은 이번에도 지속가능한발전 관련 다자간 기구 중심으로 지도적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는데 한계를 노출. (모든 유엔 기구의 수장이 모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는 반기문 총장의 리더십과 전략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원을 국가에 전적

으로 의존하는 유엔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실행력 약화와도 연관. 
1
   

 유엔은 지구적공공재 (global public goods)의 관점에서 국익에 매몰된 국가를 견인

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창출하는데 

실패. 오히려 10번째 ‘주요그룹’으로 전락한 느낌.  

 특히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High-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의 권고안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  

 특히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9개 주요그룹 중심

의 다자간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제도의 한계가 노정 (파편화, 분절화 등). 

기업과 지자체만 유일한 Major Group이고 나머지는 Minor Group의 지위.  

 

4.4.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  

 

1) UNDP와 OECD를 중심으로 기존의 GDP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발전 특히 삶

의 질 – well-being, happiness - 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려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  

2) 개최국 브라질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원주민의 참여가 두드러짐. 특히 에콰도

르와 볼리비아 정부의 Buen Vivir (Living Well)과 자연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사례   

3)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투기자본과세(FTT) – 로빈후드 세금 – 을 국제법으로 

제도화 하려는 시도 

 

 

5. 리우+20과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  

 

한국정부는 이번 리우+20 협상과정에서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MB 정부는 

                                           

이번 리우+20에 대해서 “They decided to continue their negotiations”란 표현이 등장했다. 과

거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They decided not to decide”, 부산 세계개발원조회의에 대해

서는 “They decided to postpone the decisions”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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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20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장관3명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회의 기간 중 MB 정부는 아래의 활동을 전개  

 

 총회 연설에서 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 제정 소개, 4대

강 사업과 자전거 길, 녹색 일자리 75만개 창출 등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면서 녹

색성장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지속가능발전 3대 목표를 구현하는 새

로운 발상의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임을 주장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의 출범과 녹색 ODA를 2020년

까지 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2012년 종료되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을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고 올해 3월 발족한 한국녹색기술센터(GTC)를 국제적 기술협력 및 인재양

성의 가교로 활용할 계획 발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한국유치 의지 표명 

 

사이드이벤트 관련해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화하는 협정에 서약 (14개 국가대표 참여)  

 덴마크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녹색성장포럼(GGGF) 참여 ‘ 

 

한국정부의 활동 평가  

 한국정부는 한국식 ‘녹색성장’ 홍보외교에 주력하느라 정작 글로벌 위기 극복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특히 유엔사무총장과 

공동의장국 역할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성과인 부산 파트너십을 최종문안에 반영시키는 데 실

패. 

 한국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없이 ‘나홀로’ ‘녹색성장’ 외교를 추진하여 국제 시

민사회의 관심과 지지 대신 냉소와 비판 대상이 됨.  

 특히 한국의 KSP(지식공유프로그램)와 녹색 ODA 증액에 대해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음.    

   

 

한국시민사회에서는 약 30명, 지자체에서 40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는 행사 기간

중 한국의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패널토론을 개최하였고 민중정상회의 행진에도 참여하

였다. 회의 기간 중 한국정부 대표단과 만나 협상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

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 행사 기간 중 환경부 장관과의 만찬,  

서울시장, 광주시장 및 수원시장과의 식사 및 대화 시간.    

 

일본 단체는 후쿠시마 사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고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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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체 – 상당수는 정부 후원을 받는 관변단체 - 가 참여하여 중국의 환경문제를 알리고 

유럽, 남미 등의 환경단체와 연석회의를 가지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

었다. 그러나 정작 동북아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가 만나는 자리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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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We Want 
 
I. Our Common vision (1-13, 13)  
II. Renewing political commitment (14-55, 32) 

A. Reaffirming the Rio Principles and past action plans (14-18, 5) 
B. Advancing integration, implementation and coherence: Assessing the progress to date and 

the remaining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major summi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dressing new and emerging challenges (19-41, 23)  

C. Engaging major groups (42-55, 14) 
III.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56-74, 19) 
 
IV.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75-103, 29)  

A. Strengthening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75-96, 2)  
B. Strengthening intergovernmental arrang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77-86, 12)  

• General Assembly (80-81, 2)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82-83, 2) 
• High-level political forum (84-86, 3)  

C. Environmental pillar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87-90, 4) 
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UN operational activities (91-96, 6) 
E.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97-103, 7)  

 
V. Framework for action and follow-up (105-251, 47)  

A. Thematic areas and cross-sectoral issues (105-244, 40)  
• Poverty eradication (105-107, 3) 
• Food security and nutrition and sustainable agriculture (108-118, 11) 
• Water and sanitation (119-124, 5) 
• Energy (125-129, 5) 
• Sustainable tourism (130-131, 2) 
• Sustainable transport (132-133, 2) 
•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 (134-137, 4) 
• Health and population (138-146, 9) 
• Promot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decent work for all and social protection (147-157, 11) 
• Oceans and seas (158-177, 22) 
• 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 (178-180, 3) 
• Least developed countries (181, 1) 
• Landlocked least developed countries (182, 1) 
• Africa (183-184, 2) 
• Regional efforts (185, 1) 
• Disaster risk reduction (186-189, 4) 
• Climate change (190-192, 3) 
• Forest (193-196, 4) 
• Biodiversity (197-204, 8)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205-209, 5) 
• Mountains (210-212, 3) 
• Chemicals and waste (213-223, 11) 
•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224-226, 3) 
• Mining (27-228, 2) 
• Education (229-235, 7) 
•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236-244, 9) 

 
B.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45- 251, 6) 
 

VI. Means of implementation (252-283, 32) 
A. Finance (253-268, 16) 
B. Technology (269-276, 8)  
C. Capacity-building (277-280, 4)  
D. Trade (281-282, 2) 
E. Registry of commitments (28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