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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회의의 의미와 경과 (1992-2012) 
박숙현 (2012. 3. 22) 

I. 시작하는 말 

“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운동가가 가장 멀리 간 사건이었다… 내가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한 명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회고이다. 당시 정상들이 참여하는 지

구정상회의 (UNCED 혹은 92 Earth Summit)에 우리나라는 대통령보다는 총리를 보냈을 만큼 리

우회의가 개최되기 전엔 그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요즘 말로 존재감이 적었던 회의였

는지 모르겠다. 당시 NGO들도 국내사안이 복잡했던 만큼이나 국제적인 이슈와 행사에 눈을 돌리

기엔 여유가 별로 없었을 터였다.   

NGO가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임을 전달받고 준비를 하고 출범을 한 시기가 회의를 석 달 앞

둔 1992년 3월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약 30명 참가)이 참여하는 리우 정상회의와는 별개

로, NGO들이 모이는 지구포럼(Global Forum)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NGO의 민간인들의 참여임

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로 발족하게 된다. 명칭 덕이었는지 사

회와 학계로부터 명망있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대표단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추진력있게 진행되

었다.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약 40명 정도 였지만, 리우에 직접 참석한 인원의 수가 의미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우회의를 계기로 사회 인사들이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활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의 환경개발센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환경과 개발 논의가 활발

해 지고, 환경과 경제라는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참여가 활성화 된다.  환경운동연합의 출범이 

1993년이라는 것도 이를 반증해 볼 수 있다.  

178개국에서 2-3만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리우회의는 이렇듯 국내 환경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많은 국제 환경협약과 의정서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II. 리우회의의 의미와 경과 

리우회의의 역사적 배경 

 1972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60 년대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한 환경문제를 UN 이 나서서 다루게 된 최초의 

회의다.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과 가넷 하딩의 ‘공유지의 비극’이 알려지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와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UN 이 

환경담당 기구를 설립하게 됨. 이후 1982 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UNCHE+10 이 

개최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10 년이 흘러 1992 년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게 됨. 

o 세계 환경의 날 제정  

o 공통의 신념원칙 26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의 개발, 인구성장 억제 등) 

o 1972 년 12 월 UNEP 창설  

 1987 브룬트란트 보고서 (by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4): 의장의 이름인 브룬트란트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위원회라고도 

알려진 WCED 가 구성되어 만든 결과물.  

o “우리 공동의 미래” 발표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정의하여 현재까지 가장 

널리알려지게 된 보고서.  

 환경관련 사고들  



o 1987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9 엑손발데즈호 석유유출사고, 1989 코코마을 

(산업)폐기물 사건 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각종 환경사고로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 됨. 

 국제환경협약들의 출범  

o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1987, 오존층파괴) 

o 바젤협약 (1987,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1992 리우 UN환경개발회의 결과물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o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27 개 원칙) 

o 의제 21  (1 전문, 39 개장 – 4 개부문) 

o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설립 - UNCSD 와 

국가별 CSD 설립. 

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o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o “산림 원칙” 발표  - 전세계 산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원칙. 

o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채택.  

 지구포럼 92 (Global Forum 92) 

o 지구헌장 (8 가지 원칙-리우선언과 병행), 이슈별 클러스터 (NGO 협력과 제도구축/ 

경제대안모델/ 주요환경이슈/ 식량생산이슈/부문간공조이슈), 지속가능발전 

민간기업위원회의 “경로바꾸기” (Changing Course)발간.  

리우회의의 평가 

o 1972 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의 +20 이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었던 

이 회의는 ‘환경’과 ‘개발’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낸 최초의 회의라는데서 그 의미가 큼.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용어가 의미있게 제시된 것은 1987 년에 발간된 브루틀란트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이지만,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바로 리우회의였던 것으로 평가.  

o 리우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실효성있는 환경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특히 개도국은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피해를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명시를 요구하기도 함.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분야별로 

환경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환경보존의 커다란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o 1990 년대 초반은 냉전이 종식되던 시점이었고,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전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고, 오존층의 파괴라든가 생물종다양성 등에 관한 



환경규제가 논의되던 시기, 따라서 이러한 관심을 모아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전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는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미래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특히 이 회의를 통해 UN 이 

환경관리에 적극 나서면서 UN 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임.  

 

리우회의 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리우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각종 국제 환경협약과 의정서들이 맺어짐. 

각 환경협약에 대해선 이번 워크샵에서 다루지 않고, 개발의 목표를 설정했던 새천년 정상회의를 

주요한 회의로 다룰 필요가 있음. 

   

o 새천년 정상회의 (2000)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15 년까지 빈곤퇴치와 저개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회의로서 8 개항 18 개 세부 목표 48 개 

측정지표 선택 

    

– 빈곤퇴치 (50% 축소) 

– 초등교육  

– 성평등  

– 영아/유아 사망률 축소  

– 산모건강 개선  

– 질병, 특히 전염병과의 전쟁  

– 환경지속성 확보  

– 전지구적 파트너쉽  

 

2002요하네스버그 WSSD회의 

o 공식명칭: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환경과 개발이라는 병립식 표현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로 공식대체가 

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모든 개발관련 회의에 보편적으로 이용됨. 

– 사회-경제-환경 세 영역의 교집합=지속가능발전. 

 

o 결과물  

–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37 항) -5 항: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라는 세 영역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하므로, 환경만을 강조하는 

것도 온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으며, 

세 영역이 형평성을 가지고 국가정책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이후의 문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 영역의 비중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실행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채택  

• 빈곤퇴치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 보전과 관리,  

• 제도적 이행수단 명시, 

• Good Governance 의 필요성 재확인  

o 쟁점  

– 재원: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ODA 의 GNP 의 0.7% 요구  

– 세계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 반반  



– 최빈국에 대한 외채탕감 조치  

 

요하네스버그 이후 주요 개발관련회의 

o 개발원조 회의 

– 몬트레이 개발자금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Monterrey, Mexico, 2002) 

• 공적개발원조(ODA): 0.7%  of GDP (GNI) 재확인  

– 도하 – Follow-up conference in Doha, Qatar, 2008 

• 선진국의 ODA 성실한 의무 이행 촉구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1 

• 파리선언 평가, 개발원조의 효과성 담론: 개발원조가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 

 

o ODA 운영 현황  

– 2010 년기준 약 0.33% 수준, 0.7%의 목표액을 달성한 국가는 유럽선진국 

5 개국정도에 국한.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09 년 가입, 현재 약 0.13%. 

 

o UN 사무총장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이니셔티브 

–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제기한 “Sustainable Energy for all”운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현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생산되는 에너지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배가시키자는 안으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서 에너지분야에 반복적으로 등장.  

 

2012 리우+20를 앞둔 시점에서의 논의들 

o 국제: 

– 2005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새천년개발목표를 재확인하고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실행방법로서 녹색경제 이니셔티브를 2008 년 발족하고, 녹색경제를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안으로 공식논의.  

– 제도구축: 환경문제를 다뤄왔던 UNEP 을 강화하자는 논의와 함께 현재 UN 

ECOSOC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보다 높은 수준인 지속가능발전 

이사회로 승격해야 하는가를 논의.   

o 국내: 

–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활동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07 년 제정됨. 이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정부정책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현재 조금 정체되어 있음. 

– 녹색성장위원회: 2008 년 8-15 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하였고, 현재 

주창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자문기관. 2009 년 가동을 시작하였고, 국제적인 

조직을 유치하기 위해 ‘녹색성장연구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을 설립.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역시 2010 년 제정. 



 

III. 끝맺는 말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리우회의 이후에 조금씩 증가한다. 아래의 

그래프는 언론재단의 Database에서 키워드 조사를 통해 얻은 것으로, 리우회의가 있기 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일반 대중에게 거의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다. 

학계를 중심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환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은 그저 저항해야 할 무엇이었

을 뿐이었다. 지속가능한 개발로 언론을 통해 서서히 전파되던 말은 2000년대가 되면서 지속가

능한 발전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면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해가

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인 ‘녹색성장’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국제적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들려올 정도이다.  

 

Figure 1. 국내언론에 비친 지속가능한 발전, (kinds.or.kr 을 통해 검색, 조건: 전국일간지) 

 

2012년은 리우회의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리우회의

가 가져다 준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에 비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를 이룩하지 못

한 것이 아쉬웠기에 20년이 되는 이번 회의만큼은 환경과 경제적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적 의지와 실효성있는 로드맵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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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경제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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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20의 주요 쟁점 

 

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목차  

 

들어가면서  

1. 리우+20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  

2. 리우+20의 구조적 이해: 행위자, 의제와 절차   

3. 리우+20 의제의 주요 쟁점 이슈  

4. 한국정부의 입장과 시민사회의 대응 

 

들어가면서 

 2011년 11월 정부, 국제기구, 주요 그룹 등 모든 참가자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UNCSD와 리우+20 사무국은 2012년 1월 10일 The Future We Want 제목의 결과문

서 초안 (17쪽, 128항목)을 배포.  

 뉴욕에서 3월 19-23(1주일) 1차 문안 협상회의를 진행 중, 3월 20일 현재 zero draft

의 제31항까지 협상 완료, 이미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이 70쪽으로 늘어남.  

 이후 협상은 3.26-27 제3차 회기간 회의 (inter-sesessional meeting)와 4.23-5.4 제2, 

3차 문안 협상회의(2주일)와 6.13-15 제3차이자 마지막 준비회의(PrepCom)를 거쳐 

6.20-22 리우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결과문서를 채택 예정.  

 한국정부는 작년 11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초안에 대한 사전 논의에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한국시민사회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준비회의에서 한국정부의 환경정

책 특히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음.  

 그러나 리우+20 주요 이슈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대응이

나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    

 

❒ 3.19(월)~23(금) 1 차 문안 협상회의(1 주일) 

❒ 3.26(월)~27(화) 3 차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 4.23(월)~5.4(금) 2,3 차 문안 협상회의(2 주일) 

❒ 6.13(수)~15(금) 3 차 준비회의(PreCom) 

❒ 6.20(수)~22(금) Rio+20 정상회의 (UNCSD)  



1. 리우+20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  

 

국제적으로는  

 리우회의 자체의 맥락 : 요하네스버그 이후 10년, 리우 이후 20년 – 지속가능발

전 담론 (프레임과 패러다임)  

 지속/악화되는 복합(총체적) 위기 – 식량, 에너지, 금융, 기후변화  

 BRICS 등장과 미국과 유럽 금융위기로 서방 경제적 헤게모니 악화 국면 동시에 

Global South에서도 이해관계의 다변화 (BRICS, 자원부국과 자원빈국, LDCs, SIDS, 

기후변화 취약국 등)   

 2008 경제 위기 이후 경제, 개발, 환경 관련 주요 국제회의의 하나  

 

 

 2008-9 G20 정상회의 (워싱턴, 런던, 토론토)  

 2009년 유엔 총회 경제위기와 발전에 끼친 영향에 특별회의 

 2010-11년 G20 정상회의 (서울, 칸느)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1년 더반 기후변화 COP-17 

 2012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 

 2012년 6월 OECD 각료급 회의 

 2012년 7월 초 뉴욕 UN DCF (개발협력포럼) 

 2012년 12월 도하 기후변화 COP-18  

 2013년 유엔 MDGs 정상회의   

 

 

국내적으로는 

 한국이 개최한 주요 국제회의 - 경제-개발(협력)-안보  - 이후 한국정부의 중요한 

역할 (공동의장)을 수행하는 타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국제회의 (2010 서울 

G20,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 핵안보정상회의(NSS) 등)   

 4.11 총선과 12.18 대선 사이  

 MB의 마지막 다자간 국제회의 참가 

 정부의 한국 시민사회 지원 거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여  

 리우+20 공동의장 및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2. 리우+20의 구조적 이해: 목적, 의제 및 행위자   

 

1) 목적  

ㅇ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적 의지 확인 

ㅇ 과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사항 이행 평가 

ㅇ 새로운 글로벌 위기 극복방안 논의 

 

2) 의제  

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의 녹색경제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Interna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FSD) 

 

3)  주요 행위자/참가자 유형 분석 – 남북관계 중심으로  

 

 국가 국제기구 주요 그룹 

Global 

North 

G7 / G8    

EU 

North America 

OECD 

IFIs (IMF, WB)  

Business & Industry 

혼합 /  

중립 

G20 

Asia-Pacific  

 

ECOSOC 

UNEP 

UNDP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Local Authorities 

Global 

South 

Africa 

LAC  

G77+China 

LDCs  

BRICS /  

BASIC 

UNCTAD NGO 

Women 

Indigenous Peoples 

Farmers  

Workers and Trade Unions 

Children & Youth 

 

 

 

3. 리우+20의 주요 쟁점 이슈  

 

1) 의제의 구조와 내용   

 

가) 정책 패러다임/프레임워크: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및 가난퇴치의 관계  

나) 제도구축: 지속가능발전이사회(SDC) 신설이냐 환경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 신설 , 

다) 이행 목표와 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채택  

 

http://www.uncsd2012.org/rio20/index.php?menu=103
http://www.uncsd2012.org/rio20/index.php?menu=103


가) 정책 패러다임/프레임워크: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및 가난퇴치의 관계  

 

 ‘녹색경제’는 가난퇴치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어떻게?  

 녹색성장->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  

 Green growth < Green Economy < Green Society < Green Future (Sustainability)  

  ‘경제의 녹색화’ vs. ‘녹색의 경제화(상업화)’ – ‘greenwash’ 

 

나) 제도구축: 지속가능발전이사회(SDC)와 환경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 , 

 

대상 기존 조직 개혁 확대 새 조직 신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SD)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의 

개혁 강화 

지속가능발전이사회(CSD)로 승

격 - 유엔 총회에서 협상 필요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환경계획(UNEP)의 강화 유엔 전문기구(UN specialized 

agency)로 조직 확대 

 

다) 이행 목표와 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채택  

 MDGs 한계 극복 시도 : integral (경제, 사회,환경 통합) , universally applicable (개도국-선

진국) 

 인권적 접근(RBA)의 결핍 – 책무성 (accountability) 체계의 부재   

 체계적인 이행 모니터와 보고 체계  

 

2) 주요 이슈와 쟁점 –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우려 및 비판  

 

가) 1992년 리우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분석의 부재 – 원인분석과 올바른 진단

없는 처방 

나) 녹색경제 개념의 모호성? 녹색경제는 greenwash?  

다) SDGs 논의 - MDGs 미실현에 대한 면죄부?   

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개년 실천계획 (para 97)  

마) 녹색경제 Indicators 와 roadmap 개발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바) 기술이전 및 지적소유권 

사) 환경유해 보조금 철폐 -  

아) 재정체계 –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자) 지식공유체계 – 지식의 내용? 누구의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 

차) 녹색경제글로벌파트너십 -  

 

 

 

 

 



 

4. 한국정부의 입장과 시민사회의 대응 

 

1) 한국정부의 입장과 제안  

가) 녹색경제 / 녹색성장 (Green Growth) 필요성 확인 및 패러다임 전환  

나) 녹색경제 로드맵 수립 : SDGs, Green Indicators, 국가별 녹색경제 전략 수립, 국제협력 메

커니즘 (지식공유기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다)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 (GGGP) : GGGI의 참여 및 국제기구화 추진 

  

2)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과 전략  

 

가) 한국정부의 ‘녹생성장’ 담론과 정책에 대한 체계적 비판과 대안 정책 : ‘저탄소녹색성장’, 4

대강, 핵발전과 원전 수출 등.  

나) 한국정부의 ‘환경외교’에 대한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 

다) 국내외 주요 그룹 내/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너지 창출    

라)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경제-환경-사회)에 따른 환경운동의 의제 설정  

마) 환경과 국제개발협력 운동의 연대 강화  

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연대를 위한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과 체제 구축  

  



 

결과문서 초안 (zero draft)의 주요 내용 

 

가. 정치적 공약 재확인  (리오 원칙 및 과거 액션 플랜 재확인) 
❒ UN 헌장 및 국제법 원칙 존중 
ㅇ 리오선언, 아젠다 21, 요하네스버그 선언, Barbados 프로그램 등의 공약 재확인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및 자연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강화 필요 
(진전 사항 및 이행 간극에 대한 평가) 
❒ 식량 불안정,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현재의 위기 상황 적시 
ㅇ 14 억명이 극빈층이며 세계인구의 6 분의 1 이 극심한 영양부족 
❒ 많은 국가들이 환경, 사회 이슈를 경제정책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SD 를 
국내정책으로 편입, 입법화하는 경향, 국제환경조약 비준, 이행 경향 언급, 그러나 이행관련 
주요한 장벽과 구조적 간극이 있음을 적시 
(주요 그룹 참여) 
❒ 지속가능발전의 선과제로 의사결정시 공공의 참여 확대 
ㅇ 특히 여성, 어린이, 토착민, NGO, 지역사회, trade union, 산업계, 과학기술분야, 농업계 등의 
의사 참여 증진 필요 
ㅇ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 필요 
❒ 시민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필요 

 
나. 녹색경제 
❒ 빈곤퇴치, 식량안보, 물 관리, 에너지의 접근, 지속가능 도시, 해양, 재난 대비, 공중보건, 
지속가능한 고용 증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등 priority 선정 필요 
❒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 
❒ 다만 각국의 조건, priority 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발전상황을 고려, 각국의 적절한 선택 
가능 
ㅇ 녹색경제 정책 및 수단은 각국의 경제발전의 레벨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win-win 해결책을 제시 
❒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 
❒ 녹색경제가 무역장벽, 재정·원조 등 조건 부여, 기술 격차를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없음. 

 
다. 제도적 틀  (GA, ECOSOC, CSD, SDC 제안) 
❒ 유엔총회의 역할 
ㅇ 유엔총회가 가장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임을 확인 
❒ ECOSOC 
ㅇ ECOSOC 이 유엔시스템 및 그 부속기구간 조화를 위한 중심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재확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ㅇ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촉진 및 증진을 위해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의제나 작업 
프로그램 등 개선 필요 
❒ 대안 (지속가능발전 이사회) 
ㅇ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이사회로 전환 
(UNEP, specialized agency 설립) 
❒ 기존 UNEP 강화 
❒ (UNEP 강화 대신 specialized agency 설립) 
ㅇ 환경관련 전문기구 설립 

 
라. Framework of Action 

A. Priority 
❒ 식량안보, 물, 에너지, 도시, 녹색일자리, 해양, 재난대비, 기후변화, 산림 및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산, 화학물질 및 폐기물,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교육, 양성 평등 
B. 진전 촉진 및 평가 
C. 이행 수단 
❒ 재정, 과학 및 기술, 능력 배양, 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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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한국 민간위 경과보고 및 활동 계획 

 

박용신(Rio+20 한국 민간위 공동집행위원장)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조직 구성 

 

집행위원회 단체: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KoFID, ReDI, 녹색미래, YMCA,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생명의숲,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재단,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참가 단체: ODA Watch,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녹색교통, 발암물질네트워크, 푸른아시아 

 

공동대표: 남부원(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박용신(환경정의), 김혜정(환경운동연합) 

 

공동사무국: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이슈 소위: Zero Draft의 13개 영역 + 2개 영역 추가 

-Food security: 섭외중 

-Water: 환경정의 

-Energy: 환경운동연합 

-Cities: 지방의제21 

-Green jobs-social inclusion: 섭외중 

-Oceans and SIDS: 환경운동연합 

-Natural disasters: 녹색미래 

-Climate change: 기후변화행동연구소 

-Forests, biodiversity, land degradation and desertification: 생명의숲, 푸른아시아 

-Mountains: 녹색연합 

-Chemicals and waste: 발암물질네트워크, 자원순환사회연대 

-Education: YMCA 

-Gender equality: 여성환경연대 

+ 

*Financing: ReDI 

*Indicator: 시민환경연구소 

 

## 각 분야별 이슈 담당단체는 4월 셋째주 워크숍까지 Zero Draft에 대한 검토의견을 A4 1/2 – 1 

페이지 정도로 제출하며 이를 종합해 한국민간위의 입장문서에 반영한다.  

 



◈경과 보고 

 

▷날짜순 정리 

-2011년 9월30일 리우+20을 논의하는 한국시민사회 첫 약식 모임이 진행 

-2011년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리우+20 아태지역 준비회의 및 메이저

그룹 회의 참석 

      -2011년 10월31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모임(가칭)’ 구성 

-2011년 11월7일 정래권 대사()와 간담회 

-2011년 11월8일 아빌라쉬(Avilash Roul, NGO Forum on ADB)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연 개최 

-2011년 11월25일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위원장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 발표 

-2011년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및 세계시

민사회포럼 참석 

-2011년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UNFCCC) 

COP17 참석 

-2011년 12월8일 KoFID 이성훈 위원장 부산 HLF-4 결과 보고 

-2011년 12월8일 강독 프로그램 첫 진행 이후 2012년 3월22일 현재까지 총 10회 개최 

-2011년 12월19일 ‘리우+20, 한국 민간단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2년 2월1일 앙리 국장(CIVICUS)과 간담회 

-2012년 2월8일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준)’ 구성  

-2012년 2월16일 손성환 대사()와 간담회 

-2012년 2월23일 환경부 리우+20 준비팀과 실무급 간담회 

-2012년 2월28일 리우+20 한국 민간위(준) 1차 집행위 회의 개최  

-2012년 3월15일 리우+20 한국 민간위(준) 2차 집행위 회의 개최 

-2012년 3월19~ 뉴욕회의 모니터링 

-2012년 3월22일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개최 

-2012년 3월22일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워크숍 개최 

 

▷내용별 정리 

- 메일링 리스트 생성 및 소식 공유 

- 리우+20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 리우+20 문서 강독 프로그램 개최 

- 강연, 토론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현지 참가단 조직 

 

 

 

 

 



◈활동 계획 

 

▷활동 방향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지 행사 참가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대응 

-국내 시민사회에 리우+20에 대한 사전 분위기 조성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 여성, 노동 등 각 분과가 서로 협력해 9개 주요 그룹을 포괄하는 

형태로 활동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지방의제와 적극적인 연대로 지역 단위 논의 발굴에 힘쓸 것 

-4대강사업과 핵발전을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식 ‘녹색성장’론 비판 

-리우+20 의제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발표  

 

 

▷향후 활동 계획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리우 현지 참가단 조직 

-리우+20에 참가하려는 한국 시민사회의 플랫폼 역할  

 

○리우+20 문서 강독 프로그램 진행 

        -리우+20와 관련된 주요 문서들을 원문으로 강독 

-2011년 12월8일 첫 진행 이후 2012년 3월22일 현재까지 총 10회 개최 

        -시민 참여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 옴 

        -국제사회의 리우+20 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 

 

○리우+20 주요 문서 번역  

-리우+20과 관련된 주요 영문 문서들을 우선순위대로 한글로 번역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들과 자료 공유 

 

○워크숍 개최 

        -국내 시민사회에 리우+20에 대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해도를 높임 

-리우 회의에서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민간단체의 입장정리 

 

-1차: 리우+20 의미와 쟁점 

        -2차: 이슈 소위별 주제 발표 

        -3차: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평가 

        -4차: 리우+20 의제에 대한 입장정리(녹색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5차: 리우+20 본 회의 참가 이후 활동을 정리 

 



○국제 공동행동의 날 

        -리우+20 회의에 즈음하여 환경의 날(6월5일)에 전세계 NGO가 공동으로 퍼포먼스를 진

행할 예정 

 

○국제연대 

        -리우 현지의 NGO네트워크와 그린피스, 지구의 벗, CJN 등 국제 NGO와 사전 및 회의 

기간중 국제연대 활동 추진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리우+20 의제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에 대한 입장 발표 

-리우+20 선언문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이 담긴 포지션 페이퍼 작성 

-포지션 페이퍼에는 리우+20 의제 그리고 총 15개 주제별 영역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코멘트가 담길 것 

-주제별 영역에 대해서는 리우+20 한국 민간위의 이슈 소위가 2차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될 것 

-리우+20 한국 민간위 현지 참가단을 위한 일일브리핑 

-리우+20 한국 민간위 활동을 홍보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부스 운영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홍보 및 자료 발간 

        -리우+20 한국 민간위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 

        -리우+20 주요 문서 한글 번역물을 하나로 정리해 공유 

        -리우+20 본 회의 참가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