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평가

1. 배경

2. 민간위 조직 구성

(1) 조직 구성

(2) 현지 참가단 구성

(3) 경과보고

3. 민간위 국내 활동

(1) 개요

(2) 발족식

(3) 워크숍 개최

  가. 1차 워크숍 '리우+20의 의미 및 쟁점'

  나. 2차 워크숍 '리우+20 이슈별 주제 발표'

  다. 3차 워크숍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4) 민간위 입장 정리

(5) 리우+20 문서 강독 프로그램 진행

(6) 리우+20 주요 문서 번역

4. 민간위 해외 활동

(1) 개요

(2) 현지활동

  가. 제3차 UNCSD 준비위원회 회의 참가

  나. 2012 ICLEI 세계총회 참가

  다. 민중회의 및 행진 참가

  라. Rio+20 공식 Side Event 개최

  마. 본회의 개막식 NGO 입장문 작성 작업반 참여

  바. Stakeholder Forum의 Outreach 잡지에 민간위 소식 게재

  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 온라인 서명 참여

  아. 본회의 진행과정 모니터링

  자. 국제시민사회 'SE4ALL STATEMENT'에 민간위 연서

  차. 리우+20 회의장내 국제시민사회 공동 액션 참가

  카. 참가단 개별 모니터링

5. 민간위 활동 평가

6.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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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이벤트
6.15 Sustainable Transport in the Cities of the Future
6.15 Community Enabled Sustainable Development
6.17 Subnational Governments. Build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6.17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e Private Sector
6.18 The Sustainable and Just City
6.18 The Economics of Low Carbon Cities
6.18 Food and the City
6.19 Energy for All and Global Sustainability : new scenarios and governance
6.19 Sustainable city, a concrete utopia
6.19 Urban an subnational territories : key elements of a sustainable future



6.19 The human being : the core of a sustainable city
6.19 Zero Waste Strategies and Actions towards Sustainable Cities
6.20 Resilient Cities - Fostering Local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20 The Urban Games : A competition to Promote Green Cities
6.20 Local Action and Partnerships for more resilient people and communities
6.21 Future Cities and National Urban Policies
6.21 Future Cities We Want - Linking and Spreading Sustainable Future Cities 
6.21 Symbio City - the role of cities in realizing the Rio+20 agenda
6.21 Decisions we need for the city of 2030

-SD Learning
Putting People First : Building Sustainable Cities with Communities
Tools and Methodologies to build Sustainable Cities

-Global Town 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