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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후속대응전략과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사회의 자리에서 -

남부원(Rio+20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리우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만에, 더 거슬러서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

서가 인류에게 던진 경종과 함께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가 개최된 지 40년만에 

Rio+20이 다시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사이에서 이 회의를 특징짓는 별칭을 몇가지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느낀 별칭은 “They have built a Consensus to 

postpone the Consensus-building."(그들은 합의형성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이었다. 

그들은 합의형성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일단 위의 문장이 지닌 함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시작하려고 한다. 먼저 “그들

은”은 회의 막바지에 NGO 그룹이 2분 발언에서 “시민사회의 전적인 참여 하에서”라는 

문구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듯이, 금번 회의의 결과문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매우 미

미하거나 요식적인 차원에서 나왔음을 강조한다. ANPED(Nothern Alliance for 

Sustainability)가 주도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라는 청원서에 2,000개가 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서명하였듯이, 결과문서는 시민사회의 열망과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

다고 보인다. 결과문서에는 지구시민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적 언어로서 지구적 경계

(planetary boundaries), 임계점(tipping point), 지구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혹

은 자원의 희소성(resource scarcity)에 대해 명확히 언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우정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가들의 생태부채(ecological debt)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그 밖에도 한국 민간위가 지지를 표명했던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도입, 새

롭고 혁신적인 재원으로서 금융거래세의 도입, 지속가능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동료검토

제의 도입 등이 빠졌으며, 후쿠시마 원전재앙에 대해서는 한번의 언급조차 없었다. 그래

서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합의형성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고 꼬집은 것은 이번 결과문서가 - 그 많은 분량과 화

려한 언어 표현들에도 불구하고 - 시민사회가 보기에는, 현재 지구행성과 인류가 직면하

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타협적인 문서로 보인다. 

아마 3차의 Prep-Com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정부그룹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자 정상들이 회의장에 도착해서 - 오바마, 데이빗 카메론 등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지

만 - 뭔가 함께 서명할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합의형성을 미루기

로” 더 구체적으로는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는 과정에 합의”하는 타협책이 채택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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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합의·설정하는 과제에 있어서 합의 도출을 

위한 실행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절차를 명시하는 선에서 정리된 점 등은 그

야말로 “어려운 과제를 뒤로 미루어버린” 전형으로 보인다.

물론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가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번 회의가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수립을 결의하였고, 유엔환경계획(UNEP)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Rio+20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더 확

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한 10년 계획이 유

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

총생산(GDP)이 더 이상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대안적인 지

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의 맹아로서 

사회적 포용과 가난퇴치에 기여하는 협동조합과 소규모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70조), 

UNEP을 강화하면서 의사결정기구(Governing Council)에 보편적인 참여권(universal 

membership)을 설정한 점(88조, a항),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행

동계획을 재확인하고 10개년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실행의 단초를 마련한 점(224~226

조) 등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Rio+20는 리우+20 개최를 결정한 유엔총회 결의안의 회의 개

최 목적2)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리고 지구시민사회가 염원했던 ‘우리 공동의 미래’ 즉 20

년 전 리우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경제·사회·환경의 축을 균형적으로 통합하

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상과 구체적·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는 분명

한 한계를 드러내었다.3) 

Rio+20 후속 대응전략을 생각하며 

Rio+20 결과문서 등 회의와 관련하여 생산된 여러 문서들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자리에

서 어떤 평가와 후속과제들이 있을지 검토해 보았다. 리우회의의 내용과 평가에 대해서

는 앞선 발제에서 소상히 다룰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시민사

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012, 6. 21,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보도자료 "미완의 리우+20 합의: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에 최선을 다할 것“,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p. 1

2) 첫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둘째, 지금까지의 성과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국제회의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분석하고, 셋째, 새로운 도전을 다루는 것으로 설정됨.

3) ETC그룹은 여러 가지 조건이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제를 중심의제로 관철시킨 기업영역(private sector)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한편, ITUC는 몇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Rio+20결과문서는 성장 중심의 현재 모델

의 궤도를 변화시키지 않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see ITUC Statement on the Rio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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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해서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번 회의에서 시민사

회의 참여는 - 지구시민사회 스스로의 평가에서처럼 - 전체 협상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그 좌절감의 표현으로 공식회의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조직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별다른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UN이 조직하

는 다른 글로벌회의를 포함해서 시민사회의 전적인 참여(full participation)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지구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연대, 즉 ANPED와 민중지속가능성선언(Peoples Sustainability Manifesto)에서 강조하

는 지구적 시민운동(global citizens movement)을 어떻게 유효하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

한 시민사회 내부의 치열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한국 시민사회의 경우, 이번 회의에

서는 협상내용과 협상과정 그리고 여타 유관된 워크샵과 세미나 등 이른바 컨텐츠

(contents)를 따라잡는데 급급하여 민중회의(People's Summit)와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했으며, 회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타 초국적시민단체들과 공동의 행동을 적극적으

로 조직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즉 초국적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UN기구의 개혁문제도 이번 회의과

정에서 다시 한 번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결과문서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UN이 이른

바 기업영역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UN마저 자본을 무기(미끼?)로 한 초국적기업들의 영

향력 아래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간 혹은 

정부간 국제기구인 UN이 초국적 시민사회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지구시민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그래서 UN에 글로벌 시민사

회 및 지구시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UN에 상하원을 두는 

방안, UN의 집행부와 병렬적으로 지구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UN의회의 구성 필요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프레임에 갇히는 문제”이

다. 다시말해 UN중심의 논의에서 이미 그 기반에 깔려있는 패러다임과 가치체계에 시민

사회의 논의가 포섭되어가는 문제이다. 회의 현장에서 ANPED 등 진보적인 시민단체들

은 결과문서가 지구행성의 경계(planetary boundaries)에 대한 언급 없이 근시안적인 국

가적 의제를 주로 반영하고 있고, 전체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모델이 여전히 지

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대해서도 지구적 차원의 형평성(equity)이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추구보다는 기존의 성장중심 모델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녹색분칠

(green washing)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시민사회의 참여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

성을 지니고 있어 참여를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참여

가 동반할 수 있는 포섭(프레임에 갇힘)의 경향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근본적

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좀 오래 묵은 슬로건이긴 하지만 “또 다른 세계는 가

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명제에 대해 거듭된 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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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지구시민사

회의 비전과 가치를 비교적 잘 대변하고 있는 문서가 민중지속가능성선언(Peoples 

Sustainability Manifesto)이라고 본다. 이 선언문에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부들의 또 하나의 실패를 좌시할 수 없으며, 이제는 지구시민사회

가 책임적으로 초국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함께 다짐하면서 몇가지 중요한 전지구적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형평성(equity)의 문제인데, 이는 전체 시민사회를 관통하

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지구적 응답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 형평성은 세대간 그

리고 인간과 자연 간으로 확장되며, 이를 위해 다른 종류의 경제, 배움과 교육에 대한 새

로운 접근, 윤리와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된다. 둘은, 지역화(localizing)로서 경

제체제의 지역화, 거버넌스의 탈중앙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새로

운 질서가 되는 것이다. 지방양여의 원칙(principles of devolution) 및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와 부속성(subsidiarity)의 원칙과 더불어 지역주의(localism)가 국경을 

넘어 부각되는 중심적인 운동담론이며, 지역주의를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 - 

지속가능한 소비나 생산과 관련하여 혹은 급진적인 생태민주주의와 관련하여 - 우리들이 

직면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데 열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운동

(Global Citizens Movement)인데 이 운동을 위해서는 - 다시 고안된 배움과 교육과 계

몽(각성,enlightenment)의 시스템을 통해 - 새로운 감각의 윤리, 가치 및 영성이 현재와 

미래세대들 속에 깊이 자리잡아야 한다. 결국 이 선언은 동시적으로 더 지방화된 사회경

제적인 구조와 국경을 초월하는 의식의 형성을 향해 움직일 것을 촉구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업-자본 중심의 세계화라는 협소한 관심을 초월토록 할 것이다.  

이 선언문은 지금의 시기를 지속가능성 이행기(sustainability transition)로 보고, 인류가 

그 역사적 도정에서 지구적 차원의 문명기에 이르렀음을, 그리고 전지구적 상호의존과 

지구행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동시적으로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한다.  

아울러 선언문은 이러한 이행기에 세계관과 가치체계의 근원적인 변혁과 함께, 자연 속

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다른 종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품위 있는 질적인 삶

을 비전으로 설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로서 형평성(Equity)과,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로서 로컬에서 지구차원에 이르기

까지 시민사회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지구행성을 존중

하는 생활양식과 살림을 보장하는 새로운 생태적 질서를 ▷현재의 단일화된 글로벌경제

가 아닌 다층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경제들의 집합적 시스템으로서 새로

운 경제 질서를 제시하고 있다.4)         

한국시민사회에 던지는 도전들

이제 막 막을 내린 Rio+20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던지는 도전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시

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후속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기본적인 얘기지만 한국정

4) 더 자세한 내용은 Peoples Sustainability Manifesto를 참조. (www.sustainabilitytreaties.org) 



- 5 -

부와의 거버넌스 강화이다. Rio+20의 현장에서 민간위원회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일면 참 씁쓸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안적인 정책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한 

차원과 더불어, 전지구적인 위기를 맞아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가의 단기적인 이

익을 넘어 지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한 협치(協治)의 선물을 들고 갔으면 얼

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앞으로 시민사회 내의 애드보커시 연대를 강화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되는 주제영역들5)에 대한 운동과제의 도출과 실천을 

위해 환경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이른바 9개 주요그룹(Major Groups) 간, 즉 환경, 여성, 

평화, 소비자, 민주주의, 인권, 노동과 농민, 교육 등 이슈간의 소통과 연대에도 시민사회

가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시민사회의 국제적인 민간 애드보커시(global civic advocacy) 역량강화를 위

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92년의 Rio회의, 2002년의 요하네스버그 회의와 비교

해볼 때 이 영역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역량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에 대해 반성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필자를 포함한 소위 국제시민운동 참여 1세대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국제민간애드보커시 역량을 증

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몇몇 뜻있는 선배활동가들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 

아마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개발협력단체 연대기구인 KoFID를 중심으로 조만간 이

러한 구상을 실천할 수 있는 단초들을 마련해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시민사회가 

초국적,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과 연대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는 어느정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

는 아직 그 수준이 미미해 보인다. 앞으로 UN, OECD, G20 등 국가간 초국적 기구의 의

사결정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가 한국사회의 시민적 삶을 다층적으로 규율해오는 게 분명

한 이상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전지구

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셋째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대안적 패러다임과 가치에 토대한 대안사회를 실험하는 

일에 시민사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결과문서가 

반영하고 있는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대안적 가치체계와 대안적 패러다임(생

태적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GHP, 녹색GDP, 부의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에 대한 추

구와 담론논의가 지구적 차원에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 단초와 근거로서 지구촌 구

석구석의 다양한 지역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이 담보되는 대

안경제와 대안사회에 대한 현장의 경험, 모델, 구체적인 실험성과들이 의미있게 축적되

고, 공유되고, 네트워킹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결과문서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제38장에 "G.D.P.를 보완하는, 진보를 측정하는 더 넓은 수단들에 

5) 결과문서에 따르면 가난퇴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물과 위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교통, 지

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건강과 인구, 고용과 품위있는 일자리와 사회적 보호, 해양과 바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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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인식하면서 UN 관련기구들로 하여금 이를 연구토록 요청하는" 조항이 명시되었는

데, 시민사회는 이 단초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에 한국사회에

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여러가지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면서 사회

적경제(social economy), 지역중심의 호혜적·순환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실험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운동의 흐름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의 

통과와 더불어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결합될 수 있는 법적근

거들이 마련된 것도 이러한 운동적 실험을 가능케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정부를 향한 요구들

사실 Rio+20 뿐만 아니라 지난 4년여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간에는 거버넌스가 ‘실종’

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일

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정한 정도의 파트너십6)이 가동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시민사회 간의 협치는 상당히 후퇴되었다. 물론 이의 근간에는 이른바 가치의 

갈등과 충돌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치의 갈등과 충돌을 줄이고 수렴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서는 어렵더라도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다른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Rio+20의 후속과제와 관련하여 다시 거버넌스를 복

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과정들이 필요할까? 우선 원론적이긴 하지만, Rio+20의 주요

그룹 공동성명서(Major Groups - Rio+20 Common Statement)에 따르면 온전한 거버

넌스를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것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 ▷이해당사자들

(시민사회 포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 등 네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정

부와 시민사회가 상호존중과 신뢰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Rio+20 후속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던질 한국의 

입장과 제안을 형성할 때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수렴하려는 정부의 의

지가 중요하다고 본다.7) 필자가 현지의 Rio+20 민간위 포럼(side-event)에서도 지적했

듯이, 녹색성장정책의 담론형성이나 G.G.G.I.를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 의견이 어떻게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MDGs를 대체할 SDGs를 만들

어 가는 과정에의 참여8),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의 참

여, 재정과 기술이전 등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ODA 등 국제개

6) 2010년 G20, 2011년 HLF-4에 이어 최근의 Post-HLF-4 이행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정부의 흐름은 아직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인다.

7) “One of the fundamental Prerequisites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broad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genda 21, Chapter 23

8) 아직 이른 생각이지만 MDGs와는 다르게 SDGs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모든 국가들,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목표도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히 C.B.D.R.을 포함, 지속가능발전의 한 축인 지구적 차원의 사회

적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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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의 전반적인 정책형성과정에 시민사회의 전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너무 큰 포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가까운 미래의 국

제회의에서는 양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의 공감대 위에서 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지

구촌의 평화와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아젠다를 선물로 가져가게 되

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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