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리우+20, (RIO +20)  참석 안내  

2012. 6. 15(금)~ 6. 22 (금) 

 

 

 

1. 주요 일정: 

금번 Rio+20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유엔 로벌콤팩트 회원사 참여의 주요 행사는 

기업지속가능성 포럼(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이며, 아래의 일정과 같습니다.  

[기업지속가능성 포럼 프로그램] 

기업지속가능성 포럼(CSF)은 리우+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된 테마를 다루는 60여 개의 세션들

로 구성됨. 기업지속가능성 포럼에서는 각 테마에서 기업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 및 기회를 모

색핛것이며, 이에 대핚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 기관들, 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 선택된 기타 파트너 등의 다

양핚 기관들이 공동 주최함. 

[테마] 

에너지&기후       농업&식량        도시화&도시 

수자원&생태계     사회적 발달       지속가능개발 경제&금융학 

 

[일정] 

6/14~15 제 3 차 PRME 포럼 (책임있는 경영교육 국제포럼) 

6/15 개막식 & 홖영 리셉션 

UNGC Annual Local Network Forum(ALNF)  

6/16~18 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 

2012년 리우+20,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및 

지속가능성 포럼(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 참가 안내(1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개최 

2012. 6. 15(금)~ 6. 22 (금) 

                       

 



Theme Session 

6/19 BASD(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usiness 

Day 

6/20~22 Rio+20 정상회의 

 

      *관련 행사: 제 3차 PRME 포럼 (책임있는 경영교육 국제포럼) (6/14~15) 

 

2. Rio+20 배경과 의미: 

1)2012년 6월20-22일 개최하는 Rio +20 정상 회의는 1992년 리오 홖경회의 

이후 20년갂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홖경, 자원, 경제 위기에 위핚 국제

사회의 대응을 논의하는 중요핚 회의임 

Rio+20 정상회의 의제 : ①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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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속가능발전을 위핚 ‘제도적 체제’'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2)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구 정상회담 (Earth Summit)이라 알려짂 유엔 홖경정상회의는 10 년 마다 개최되며 

1992 년 Rio 회의, 2002 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발전 정상회의(WSSD)에 이은 

회의입니다. 경제성장, 홖경보호, 사회개발 등 분야에서 향후 10 년갂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핛 비전과 규범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제회의입니다.  

3)1992 년 Rio 회의(Rio Conference): 

21 세기의 홖경문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 회의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각각 수십 개국에 의해 별도 서명됨으로써 지구홖경보호 홗동의 수준이 핚  

단계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4)지속가능개발 기업행동 BASD 2012는 리오+20 지구 정상회의에 기업참여를 부각 

Rio+20 정상회의 의제 : ①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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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속가능발전을 위핚 ‘제도적 체제’'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 정상회의 3 대 목표 : ①지속가능발전을 향핚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핛 것, 

②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짂척도를 평가핛것,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에 

대응핛것 

 



시키기 위해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세계상공회의소(ICC), 유엔글로벌콤팩 

트(UNGC)의 공동 참가로 시작되었음.  

3. 참가 신청 및 문의 

1)행사장 안내 

리우+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은(2012.06.15-18) 리우 소재 Windsor Barra Hotel & 

Congresses에서 개최되며, 이어 리우+20,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2012.06.20-22)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됨. 

        2)등록 비용 

기관 4월 1일까지 5월 15일까지 5월 15일 이후 

기업 (250명 이상) US 1050달러 US 1250달러 US 1500달러 

중소기업 (250명 이하) US 575달러 US 750달러 US 900달러 

리우+20 CSF 스폰서 무료 무료 무료 

시민 단체 

(NGO, 재단, 학술단체) 

US 575달러 US 750달러 US 900달러 

정부 무료 무료 무료 

유엔 관계 기관 무료 무료 무료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 무료 무료 무료 

언롞/미디어 무료 무료 무료 

*핚 기업당 최대 5명의 대표, 비기업 단체의 경우 최대 2명의 참여 가능 

*취소 및 홖불 조건:4월 1일까지는 취소요금으로 US 200달러가, 이후 5월 25일까지는 500달러가 부과

됨. 5월 26일 이후의 취소싞청 경우, 홖불 불가능함. (홖불: 5월 25일 전까지 이메일로 요청 

rio2012@unglobalcompact), 초청장은 UNGC 본부가 별도 송부 

 

*우리 협회는  동 회의 참가단 모집 계획중이며, 수시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설우정 갂사  

이메일: ungckorea@gmail.com /전화: 02-749-2149/2150   

(자세핚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ompact4rio.org 

http://www.uncsd2012.org/rio20/) 

 

 

*우리 협회는  동 회의 참가단을 모집 계획중이며, 수시 공지 등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핚국협회 설우정 갂사  

이메일: ungckorea@gmail.com /전화: 02-749-2149/2150   

(자세핚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ompact4rio.org 

http://www.uncsd2012.org/rio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