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io+20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 

1 

2012.  7. 11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명칭 : Rio+2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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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o+20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2. 6.20-2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6.13-15: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 6.16-19 : Thematic Days 

 

참석자 : 180개 UN회원국, 90여명의 각국 정상 등 총 3만여명 

 

주요 의제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2-1. 결과문서를 통해 본 Rio+20, 성과는?      

‘92 리오 회의 및 ’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등 과거 공약 재확인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각국이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옵션

으로  녹색경제를  인정 

고위급 정치포럼 신설 및 UNEP의 강화∙격상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결

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  

1)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의지 재확인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녹색 경제 

3) 고위급정치포럼 신설 및 UNEP의 강화격상 

UNEP의 전문기구화와 관련, 국가간 이견 존재 

(EU, 우리나라, 아프리카 vs 미국, 일본 및 非아프리카 개도국)   



2-1. 결과문서를 통해 본 Rio+20, 성과는?  

제68회 유엔총회(’13.9)시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SDGs 설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   

  

지속가능소비∙생산 10년 기본계획(10-Year Framework Programm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및 이행을 위한 기구 지명 등 후속 노력에 합의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이행계획 

5) 지속가능소비∙생산 10년 기본계획(10YFP SCP) 채택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체제 설립을 목표로 하는 유엔 총회하의 

정부간위원회 설립에 합의  



2-2. 회의장 밖에서의 Rio+20, 성과는? 

Rio+20 기간 동안 약 500여개의 공식 부대행사가 개최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공약은 Rio+20 결과

문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building blocks라는 점에 의의  

1) 500여개의 부대행사 :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지 공유 

2) 700여개의 자발적 공약  

부대행사를 계기로 선진-개도국,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니셔티브 구축 

 - 카자흐스탄, 독일, 러시아, 한국의 Green Bridge Initiative 

 - UNEP-환경부-ILO의 Partnership of Action for Green Economy 등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각 공유  



3-1. Rio+20, 의의와 한계  

지속가능발전 여정의 출발점으로서 Rio+20 
 

녹색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한 유엔 최초의 합의문을 도출, 녹색경제로의  

이행 발판 마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정의 이정표(milestone) 제시  

구체적 행동 계획 및 로드맵 미흡  
 

녹색경제의 이행을 위한 ①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설정, ②녹색경제 로드맵 등 

구체적 행동 계획 미흡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결정을 유엔총회로 연기하였다는 아쉬움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및 향후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논의 기반 마련 

 

 

        
    
  
 
  



 

 경제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속에서 회원국들이 어렵게 합의를 도출, 향후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반기문 사무총장, UNGA: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 마련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 “ A Good Step Forward” 

EU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약과 의지의 강화 필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정표로서 Rio+20 결과문서(6.28, 반기문사무총장 브리핑) 

 - 추후 SDGs 설정 등 후속 논의의 중요성 강조 및 적극적 지원 의사 표명 

 -  Rio+20 결과문서라는 기반과 이를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의 700여개에 달하는 
자발적 공약과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달성 추진  

 

 
 
        
    

  

 

           

3-2. Rio+20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문서에서 녹색경제를 인정, 추후 논의의 강한 기반을 마련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  
   

공약의 수준(level of ambition)이나 내용적 구체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    
 



시민사회, 언론: 내실 있는 결과문서 도출에 실패에 대한 실망감  
 

실질적 이행수단과 정치적 합의에 대한 결정을 후속과정에 일임한 것에 대한 비판  

  

 
 
        
    

  

 

           

3-2. Rio+20에 대한 다양한 평가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금융 등 복합위기 속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대한 실망    
 
 

  
 Rio+20에서 마련된 지속가능발전 논의 기반 위에,  

녹색경제 이행을 둘러싼 개도국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녹색리더로서 실천적 모습 및 후속 논의에의 적극적 대응 노력 필요  



4. Beyond Rio+20     

Rio+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UNGA 중심 후속 협상이 강화 

SDGs 설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및 협상 진행(‘13 UNGA 보고서 제출 목표)  

+ 
‘13 제1차 고위급 정치포럼 출범 및 UNEP 강화∙격상 논의 

+ 
재원조달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운영  
  
→ 후속 협상을 위한 작업반회의 참여 및 
    SDGs 설정 및 UNEP 격상 논의 등에 건설적 기여를 통한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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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o+20 후속 협상 대응 



• 국내 이행기반 공고화 

국내 지속가능발전 이행 방안 마련 및 Rio+20 계기 자발적 공약 

등록 추진  

  

녹색제품인증, 녹색매장 지정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생산을 위한 R&D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 그린카드 국제적 브랜드로 홍보 등 병행 추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주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해 

SDGs 설정 등 국제 협상을 위한 의견 수렴 채널 강화   

1) SDGs 및 분야별 이행계획 국내 이행방안 마련  

2) 지속가능소비생산 10년 기본계획 채택에 따른 국내적 대응 가속화 

3) 지속가능발전 민-관 거버넌스 강화 

4. Beyond Rio+20     



•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 확대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GGGP)의 일환 
※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을 추진, 2020년까지 녹색ODA 비중을 30%로 확대 계획 

   (‘12. 6.20, 이명박대통령 기조연설) 

 ’13-’20년까지 약3천만불의 신탁기금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국제기구, 민간으로 부터 조성 

참여국간 정치Dialogue를 통한 정치적 의지 강화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개도국 환경분석, 이행전략 및 사업 

능력 형성 등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환경부-UNEP 공동 주관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사업 추진   

4. Beyond Rio+20     



  eunhae_jeong@hotmail.com 

02-2110-6555 
※ 질의나 멘트 환영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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