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o+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
UNGC 한국협회 한국 대표단

(공지 4차)

2012.6.13(수)-23(토)/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Rio+20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meeting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time. 
At Rio, our vision must be clear:  

a sustainable green economy 
that prospects the health of the 
environment while supporting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rough 
growth in income, decent work 

and poverty eradicatio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Rio+ 20 
기업지속가능성포럼(CSF) 소개

Rio+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CSF)은 우리+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된 테마를

다루는 60여 개의 세션들로 구성됩니다. 기업지속가능성 포럼에서는 각 테마에서

기업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 및 기회를 모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 6월 15~18일

장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Windsor Barra Hotel & Congresses

주최: UN Global Compact     

주관: UN Global Compact, UNCSD, 글로벌콤팩트 브라질 네트워크

협력기관: UNDP, UNEP, UNIDO, PRI, PRME, UNCTAD, GRI, The Climate Group, DCED 등

참가자: 정부, 기업 대표, 유엔관련기관, 시민단체, 미디어 등

개 요

에너지와 기후변화 수자원과 생태계농업과 식량 사회적 개발도시화 이슈 지속가능개발
경제와 금융

주 제

회의명 기간

3r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6.13-15

3rd PRME(Principle For Responsible 

Education) Forum
6.15-18

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We Want 

6.15-18

BASD(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usiness Day
6.19

Dialogues with Civil Society 6.16-19

Rio+20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6.20-22

<기업지속가능성포럼(CSF) 일정> 

회의명 기간

개막 총회 및 환경 리셉션
6.15

오후

테마세션 6.16

테마세션 6.17

∙오전: 테마세션

∙오후 : 고위 플레너리 세션

“Compact for Rio”

6.18

<주요 Rio+20 정상회의 부대 일정> 



Rio+ 20 CSF 주요일정 및 등록

기업지속가능성포럼(CSF)에서 한국 사례 발표

•한국기업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활동 사례 발간 및 소개

•한국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설명

•5W(World, Weather, Water, Wisdom, Welfare) 지원사업 발표

한국기업 별도 세션 조직

유엔 관계자와 한국 대표단 만찬

정부, 공관 관계자와 대화의 장 마련

한국관(파빌리온) 홍보부스

및 기업 전시 기회 마련(환경부 주최)

현지 CSR 기업 시찰 (2개사)

세부 계획

기관 4/1 까지 4/2~5/15 5/1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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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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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o+20 CSF 스폰서 무료 무료 무료

시민 단체
(NGO, 재단, 학술단체)

US 575 달러 US 750 달러 US 750 달러

정부 무료 무료 무료

언론/미디어 무료 무료 무료

CSF 등록 및 환불

※ 취소 및 환불 조건: 4월 1일까지는 취소요금으로 US 200달러가, 이후 5월 25일까지는
500달러가 부과됩니다. 5월 26일 이후의 취소신청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은 5월 25일 전까지 rio2012@unglobalcompact.org로 요청바랍니다)

mailto:rio2012@unglobalcompact.org�


특별프로그램

 개요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본사 위치 (그 외38개국 지사)
- 주요사업: 철광석, 니켈, 철강 등 광산업 종사

 지속가능성정책
- ICMM (국제광업금속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 WBCSD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및 GC LEAD 참여사)

 지속가능부분
- 지역사회: Value 재단프로그램 통해 교육, 문화, 건강, 점포 수입증대, 사회자본강화 등에

$4억 규모 투자
- 기후변화: 온실가스관리에서의 투명성추구
- 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투자, 에너지소비감축, 재생에너지소비, 채굴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 에너지 솔루션 개발
- 수자원: 2010년 총 물 소비 중 79%는 재사용 및 재활용. 수자원 재활용 비중 증가, 

수자원 효율 최대화

Vale

 개요
- 1953년에 설립되어 현재 30개국에서 사업 진행 중/ 세계 3대 석유회사
- 주요사업: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채굴, 정유, 구매, 운송업,

천연 가스, 석유 화학, 전기 에너지, 바이오연료, 
에탄올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등

- 브라질 국영에너지 회사 중 사상 첫 여자 CEO 

지속가능성정책: 2003년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여성경쟁력강화원칙(2010) 

지속가능부분
- 지역사회발전, 고용 기회 및 직원 교육 수준 증진, Petrobras University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및 기술력 교육, 전문성 교육 훈련

-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효용성 증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투자, 인근 지역생명 다양성 보존, 수자원 절약 및 관리 등

Petrobras

현지 시찰



전체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현지시간 일 정 식 사

제1일
6/13(수)

인 천
L       A

KE 061 21:35
15:35
17:55

인천 국제 공항 출발
로스엔젤레스 공항 도착 후 연결편 이용하여
로스엔젤레스 공항 출발

제2일
6/14(목)

상파울로

리 우
전용차량

11:40
13:00
14:00
전 일

상파울로 공항 도착 후 연결편 이용하여
상파울로 공항 출발
리우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및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제3일
6/15(금)

리 우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개막식 & 환영 리셉션
리우 현지 시찰/ UNGC Annual Local Network Forum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제4~6일
6/16(토)
~18(월)

리 우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제7일
6/19(화)

리 우

이 과 수

전용차량

JJ 3187

09:00
10:00

13:00
16:53
18:55
19:30

호텔 조식 후
[현지 기업 벤치마킹] : CSR 관련 브라질 기업 방문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리오 공항 출발
이과수 도착 후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8일
6/20(수)

리 우

이 과 수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브라질 편 이과수 폭포 관광
국경을 통과하여 아르헨티나 이과수로 이동
아르헨티나 편 이과수 폭포(악마의 숨통) 관광
브라질로 귀환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9일
6/21(목)

이 과 수

상파울로

로스
엔젤레스

전용차량
JJ 3556

KE 062

오 전
06:09
07:30
12:45
20:55
23:50

새벽 기상 후 공항으로 이동
이과수 공항 출발
상파울로 도착 후 연결편 이용하여
상파울로 공항 출발
로스엔젤레스 공항 도착 후 연결편 이용하여
로스엔젤레스 공항 출발

조:기내식

제10일
6/22(금)

------------------(날짜 변경선 통과)------------------

제11일
6/23(토)

인 천 04:50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참고사항
Rio+20 정상회의 소개

①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의제

①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할 것

②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진척도를 평가할 것

③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에 대응할 것

3대 목표

2012년 6월 20-22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Rio+20 정상회의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20년 간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환경,
자원, 경제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논의하는 중요한 세계환경 정상회의입니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개발 등의 분야에서 향후 10년 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규범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제회의입니다.

배경과 의미

Rio+20 정상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Rio+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표단

참가 신청서

회사
(기관)명

한글
업종

한글

사진 (3.5X4.5cm)

영문 영문

회사주소

참가자
성명

한글
부서

한글

영문 ※ 여권상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영문

직위

한글

연락처

전화

영문 휴대전화

여권정보

여권번호

E-mail
유효기간

항공편
Economy Class 

(기본)
First Class Business Class

호텔 기본 (1인 1실) 선택 (2인 1실)

관광희망 희망 비희망

연락

성명 전화

직위 Fax

부서 E-mail

비고
1. 초청장은 UNGC본부가 별도 송부하오며, 회의 등록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항공편의 경우 Economy Class, 호텔의 경우 1인 1실이 기본입니다. 

(항공편 및 호텔 사항을 변경하실 경우 요금은 달라집니다.)

※ 주의: 영문란을 착오없이 꼭 작성해 주시고, 여권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귀중 (전화: 02-749-2149 Fax: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

상기와 같이 『Rio+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대표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2    . .    

회사명: 
대표자: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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