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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개요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개요

▶ 공식명칭 : 세계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2015. 9. 유엔총회에서 채택

▶ 총 17개 목표(SDGs)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

▶ 기본요소(5P) : 인간(People), 지구 생태(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 기본 접근원칙

   ① 포용성 : No one will be left behind(누구도 뒤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② 다양성 : 국가별 다양한 여건에 따른 이행

   ③ 보편성 :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과제

   ④ 통합성 :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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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SDGs 이행 체계2030 SDGs 이행 체계

◆ 국제 이행 점검 체계(2016.5.26. 현재 논의 진행 중)◆ 국제 이행 점검 체계(2016.5.26. 현재 논의 진행 중)◆ 국제 이행 점검 체계(2016.5.26. 현재 논의 진행 중)

유엔총회 매 4년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보고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매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고위급 정치 포럼(HLPF)

지역회의

(Regional 

Forums)

주요 국제협약 및 주제 회의 유엔

통계위원회

(SDGs 지표)

자발적 국가 평가보고서

(제출 횟수 미정)UNFCCC

(매년)

CBD

(매년)

FfD

(매년)

WUF

(격년)

▶ 유엔 자발적 국가 평가보고서 가이드라인 :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그룹 의견이 반영된 국가보고서 제출

▶ 시민사회의 counter report, shadow report, position paper 등 유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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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검토 대상 SDGs

2017
빈곤 퇴치 및 번영 추진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SDG 1 (빈곤), SDG 2 (먹거리), SDG 3 (건강), SDG 5 (성평등), 

SDG 9(산업), SDG 14(해양생태),

SDG 17(이행수단)  

2018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

Transformation toward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SDG 6(물/위생), SDG 7(에너지), SDG 11(도시), 

SDG 12(생산소비), SDG 15(육지생태),

SDG 17(이행수단)

2019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SDG 4(교육), SDG 8(일자리), SDG 10(불평등), 

SDG 13(기후변화), SDG 16(평화/제도),

SDG 17(이행수단)

◆ 2017~2019 HLPF 논의 주제(안)_◆ 2017~2019 HLPF 논의 주제(안)_◆ 2017~2019 HLPF 논의 주제(안)_Final draft(2016.5.26. 기준)Final draft(2016.5.26. 기준)Final draft(2016.5.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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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지표(Indicators)◆ SDGs 지표(Indicators)◆ SDGs 지표(Indicators)

   - 유엔 통계위원회(IAEG-SDGs) : 231개 지표 초안 마련

   - 총 3개 범주로 분류 : Tier 1(방법론, 데이터 모두 확보), Tier 2(방법론 있으나, 데이터 미비), Tier 3(방법론 미합의) 

   - 매년 국가 및 국제기구 데이터 취합 및 통계 보고서 작성(유엔 사무총장 SDGs 이행 보고서의 근거)

   - 국가별 SDGs 통계 플랫폼 구축 권고

   - 2016.7.29. 최종(안) 마련 및 2016.9.15. 유엔총회에서 확정 예정.

◆ SDGs 이행 관련 주요 거버넌스 및 국제 합의/협약문◆ SDGs 이행 관련 주요 거버넌스 및 국제 합의/협약문◆ SDGs 이행 관련 주요 거버넌스 및 국제 합의/협약문

   ① 건강 및 먹거리 :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로마 영양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the Rome Declaration on Nutrition)’

   ② 생산/소비 : ‘지속가능 소비/생산 패턴 10년 프로그램(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③ 기후변화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제21차 UNFCCC 파리협약문’(2015.12)

   ④ 생태환경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2011-2020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2010.10)

   ⑤ 도시 : 유엔 해비타트, ‘2016-2036 신 도시의제’(2016.10)

   ⑥ 복원력 : ‘2015-2030 재난위기감소 센다이체계(DRR)’

   ⑦ 재원 : 국제개발금융회의(FfD),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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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SDGs와 지역차원에서의 정책적ㆍ운동적 의미2030 SDGs와 지역차원에서의 정책적ㆍ운동적 의미

1. 지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SDGs : SDG 11 (도시), SDG 16 (평화/제도), SDG 17 (이행수단)

2. SDG 11 (도시) :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수립 방향 및 모니터링 기준

세부목표(Target) 지표(안)(2016.3.24.기준)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지불가능

한 주거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

11.1.1. 빈민촌, 비공식 주거 또는 부적절한 주거지에 거

주하고 있는 도시인구 비율.(tier 1)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불가능하며, 접근

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즉, 여성, 어

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대중교

통 확대와 도로 안전성을 개선.

11.2.1.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인구그룹별 구별 통계).(tier 2)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성장률 대비 토지 소비율.(tier 2)

11.3.2. 도시계획 및 관리 과정에 정기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구조가 있는 도

시 비율.(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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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Target) 지표(안)(2016.3.24.기준)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자연유산의 보호, 보존에 대한 1인당 총지출비

용(공공, 민간). 유산의 형태(자연, 문화, 복합, 세계문화

유산등록지역), 정부수준(국가/광역/기초), 지출형태(운영

지출/투자), 민간재원조달 형태(기부금, 비영리부문, 후

원금)로 구분.(tier 3)

11.5. 2030년까지 물 관련 재난으로 인한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사망 및 피해자 수와 지구 총

생산(GDP)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축. 

11.5.1. 인구 10만 명당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 피해자 

수.(tier 2)

11.5.2. 지구 총생산(GDP) 연계하여, 주요 기반시설 손상 및 기

초서비스 붕괴 등 직접적인 재난 경제적 손실액.(tier 2)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해 1인

당 부정적인 도시 환경영향을 저감.

11.6.1. 도시 총 폐기물 배출량 대비 정기적으로 수거되는 도시 

고형폐기물 비율.(tier 2)

11.6.2. 도시의 연평균 미세 먼지 수준(예: PM2.5, PM10)(도시인

구비율 고려).(tier 1)

11.7. 2030년까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녹

지공간 및 공공공간의 제공. 

11.7.1. 도심 내 평균 공공공간 부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

장애, 인구그룹별 구별 통계).(tier 2)

11.7.2. 1년간 신체 폭행, 성희롱 피해자 비율(성별, 연령별, 장

애/비장애, 발생장소 구별 통계).(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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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Target) 지표(안)(2016.3.24.기준)

11.a. 국가개발계획, 광역개발계획을 통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활성화 지원.

11.a.1. 도시규모에 따라 인구전망과 자원수요를 통합하여 

수립한 도시 및 광역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의 

거주인구 비율.(tier 3)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 복원력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을 채택하

고 이행하는 도시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 재난위기감소 센다이체계>에 따라, 모

든 수준에서 종합적인 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개발∙

이행.

11.b.1. <2015-2030 재난위기감소 센다이체계>에 따라 지

역 재난위기감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tier 3)

11.b.2. 국가 및 지역 재난위기감소 전략계획을 수립한 국

가 수.(tier 2)

11.c. 지역 현지 재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

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 또는 기술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

11.c.1. 지역 현지 재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

적이며 복원력 있는 건물의 건설과 개보수를 하려

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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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Target) 지표(안)(2016.3.24.기준)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2. 도시계획 및 관리 과정에 정기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

는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구조가 있는 도시 비율.(tier 3)

16.7.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이면서, 포용적이고, 참

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7.1. 전국 현황 기준, 공공기관(국가정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기관, 법원)에서의 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인구그룹별 

직위/직책 비율.(tier 3)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responsive)이라고 생각하

는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인구그룹별 구별 

통계).(tier 3)

17.17. 효과적인 정부간, 정부-기업,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추진

17.17.1. 정부-기업,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비용 규모(US

달러 기준).(tier 3)

3. SDG 11 (도시), SDG 16 (평화/제도), SDG 17 (이행수단) 

   : 시민참여 및 파트너십 제도화 및 모니터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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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배경 및 주요내용배경 및 주요내용배경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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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비타트 III’의 역사적 배경‘유엔 해비타트 III’의 역사적 배경

해비타트I
1976

해비타트II
1996

제1회 세계도시포럼
(케냐, 나이로비)

2002

제2회 세계도시포럼
(스페인 바르셀로나)

2004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 채택)

제3회 세계도시포럼
(캐나다 뱅쿠버)

2006

제4회 세계도시포럼
(중국 난징)

2008

2016
해비타트 III

제8회 세계도시포럼
(에콰도르 키토, 10월)

2015

3월 해비타트 국가보고서

4월 PrepCom II

5월 이슈보고서 발표

7월 온라인토론 개시

9월 시민참여 주제회의

10월 아태지역회의, 

     대도시주제회의

11월 중도시 주제회의

12월 정책보고서 초안 발표

2014
제7회 세계도시포럼
(콜롬비아 메데인)

2012
제6회 세계도시포럼
(이탈리아 나폴리)

2010
제5회 세계도시포럼

(브라질 리우)

3월 <The City We 

Need> 발표

9월 PrepCom I

10월 GAP 출범

세계도시캠페인 발족1월 지속가능에너지와 도시 주제회의

2월 아프리카지역회의

3월 유럽지역회의,

    도시개발재원 주제회의

4월 남미지역회의

    공공공간 주제회의

    비공식주거 주제회의

    해비타트III선언문 초안

7월 PrepCom III



13

◆ 1976년 해비타트 I | 세계 도시인구 37.9%◆ 1976년 해비타트 I | 세계 도시인구 37.9%

   ▶ 1976년 캐나다 뱅쿠버에서 개최

   ▶ 지속가능한 인간정주에 대한 요구와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 인식이 배경 

   ▶ 주요성과 

      - ‘주거’와 ‘도시화’ 문제를 지구적 공동 이슈로 인식 → 사회권으로써의 주거

      - 유엔 인간정주센터(the UN Center for Human Settlement) 창설

◆ 1996년 해비타트 II | 세계 도시인구 45.1%◆ 1996년 해비타트 II | 세계 도시인구 45.1%

   ▶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공’ 지구적 행동계획 채택 → ‘주거권’ 인정

   ▶ 주요결과

      - 세계 성장 엔진으로서의 ‘도시’

      - ‘기회’로써의 ‘도시화’

      - 지방정부 역할 강화 촉구

      - 시민참여의 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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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출범◆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출범

   ▶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최초 개최 이래, 2016년 제8회 세계도시포럼 개최 예정.

   ▶ 해비타트 II 회의의 유산(legacy) 중 하나로, 해비타트 의제의 발전과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

해 매 2년 마다 유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도시 담론의 장. 

   ▶ 2004년 제2회 세계도시포럼(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World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을 채택하면서, 현재의 ‘해비타트 III 의제’의 기본 가치 

및 방향이 수립.

※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World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 의미 : 기존의 주거와 마을 기준이 아닌, 도시 전체와 도시근교지역을 포괄하는 공간적 차원의 삶의 질 개선으로 개념 확

대. 이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호되어 온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권을 추진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접근. 

  ☞ 기본원칙 및 전략 : ① 온전한 시민참여 및 도시의 민주적 관리, ② 도시와 도시자산의 사회적 기능, ③ 형평성 및 차별금

지, ④ 취약계층의 특별 보호, ⑤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⑥ 공동 경제(solidary economy) 및 진보적인 조세정책 추진.

  ☞ 주요내용 : ① 시민권 및 도시계획, 생산, 관리에의 참여, ②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개발에 대한 권리, ③ 국가의 책

무, ④ 도시에 대한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⑤ 도시에 대한 권리 침해와 구제, ⑥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에 대한 시민사

회, 정부, 의회, 국제기구의 약속



15

◆ 2016년 해비타트 III | 세계 도시인구 54.5%◆ 2016년 해비타트 III | 세계 도시인구 54.5%

   ▶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 개최.

   ▶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써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예정.

   ▶ ‘주거권’ 중심의 인간정주 이슈에서 도시 전체 물리적 공간 내의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통합적 인간정주 이슈로 확대.

   ▶ 도시 내, 도시-농촌간 불평등 등 ‘공간적’ 관점에서의 정의(justice) 문제 재조명. 

      → 공간에의 접근성 및 이용의 형평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디자인, 도농연계의 중요성 부각.

   ▶ 핵심내용

      - 내생적 발전 요인으로써 ‘도시’

      -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新 도시모델’ 

      -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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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의(Urban Justice) : 불평등한 도시 공간

출처 : Fabian Todorovic, 2015 Urban October Desig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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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I(1976-1996) 해비타트 II(1996-2016) 해비타트 III(2016-2036)

시대적 

배경

도시화에 따른 도시빈민, 

환경오염 문제

도시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 

인권 및 사회갈등 문제 

경제ㆍ사회ㆍ환경 불평등 심화 

및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요구

핵심의제 도시 및 주거 문제 인식제고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공 

행동계획 채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통합

신 도시의제 채택

후속조치 유엔 인간정주센터 창설
세계도시포럼(격년)

세계도시캠페인

신 도시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예정)

시사점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써

‘주거문제’ 인식 계기

사회권으로써 주거권 보장

지방정부의 중요성 인식 제고

시민참여의 중요성 인식 제고

통합적, 연계적 도시계획 중요성 부각

지방자치분권 강조

시민참여구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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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개요‘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개요

1. 행사개요1. 행사개요

   ▶ 정식명칭 :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행사목적 : 국제적인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이행 활성화 

   ▶ 일    정 : 2016. 10.17(월)~10.20(목), 4일

   ▶ 장    소 : 에콰도르 키토(Quito)

                 - 주요행사장 : 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 “Benjamín Carrión”(CCE)(에콰도르 문화센터)

                 - 기타행사장 : Parque del Arbolito(아르보리또 공원)

   ▶ 주요행사 : ① 정부간 회의, ② Side events, ③ 전시회, ④ 해비타트III 빌리지* 등

                    * 지속가능발전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키토시 전역에 걸쳐 시범 프로젝트 형태로 구현  

   ▶ 참가대상 : 정부(국토부), 지방정부, 의회, 시민사회, 학계, 기업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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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 도시의제 : 6대 분야 22개 의제2. 新 도시의제 : 6대 분야 22개 의제

6대 분야 22개 의제 6대 분야 22개 의제

1. 사회융합 및 

   형평성

1) 포용도시

  (빈곤층, 여성, 청소년, 노인) 4. 도시경제

12) 지역경제개발

13) 일자리와 생계

2) 도시 이주민과 난민 14) 비공식 경제
3) 안전도시

5. 도시생태와 환경

15) 복원력
4) 도시 문화유산

16) 도시생태계와 자원관리

2. 도시 운영체제

5) 도시 법제도

17) 기후변화와 재난위기관리6) 도시 거버넌스

7) 지방정부 재정

6. 주거와 

   기초서비스 

18) 도시인프라, 기초서비스, 에너지공급

3. 공간개발

8) 도시계획 19) 교통

9) 도시 토지이용 20) 주거

10) 도농연계 21) 스마트 도시

11) 공공공간 22) 비공식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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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도시의제의 기본 개념 :‘도시에 대한 권리’신 도시의제의 기본 개념 :‘도시에 대한 권리’

1.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1.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 1968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가 처음 제시.

   ▶ ‘국가 중심’ 시민권(citizenship) 개념 → ‘거주자 중심’ 도시에 대한 권리

      국가 중심 정치공동체 → 세계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도시 중심 정치적 소속감 증대

   ▶ 사회적 권리 개념. 

   ▶ 주요개념

      - 작품으로서의 권리 : 시장 상품으로써의 도시가 아닌, 함께 만들고 활용하는 예술작품으로써의 도시.

      - 전유권 : 도시 거주자들의 도시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할 권리로써, 도시생활에 대한 권리, 만남과 교류 장소

에 대한 권리, 생활 리듬과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소유권’과는 다름.

      - 참여권 :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중심적 역할. 도시의 정치 생활, 도시 

관리 및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차이에 대한 권리 :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

      - 도시 거주자의 권리 : 국민국가 중심의 시민권과 구별되는 권리로, 외국국적 거주자의 권리 강조.

      -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 도시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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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 현황

      -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2004년 세계도시포럼, 2005년 세계사회포럼) 채택.

      - 브라질의 도시법(City Statute),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몬트리올, 프랑스 리옹, 낭트, 

미국 유진, 호주 스토닝턴 등 여러 도시에서 도시권 개념에 바탕을 둔 도시 헌장과 도시 

조례들이 제정.

   ▶ ‘도시에 대한 권리’와 현실 적용 예시

      -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공간의 상품화로써, 작품으로써의 권리, 전유권,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침해. 

      - 다국어 행정서비스 : 이주노동자들의 전유권, 참여권, 도시 거주자의 권리 보호

      - 공공공간의 확대 : 전유권 보호

      - 2009년 초 용산참사(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 :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전유권(주거

권과 생존권)과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침해.

      - 촛불 시위자들에 대한 서울 도심 광장 사용 금지 : 참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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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도시의제와‘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2. 신 도시의제와‘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 신도시의제의 철학적 기반은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에 대한 권리’는 급진적인 권리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유재산권과 갈등관계. 때문에, 유

엔 해비타트에서는 자본주의체제를 전제하는 온건한 입장에서 신도시의제에서의 ‘도시에 대

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강현수 2009).

       - 모든 거주자와 지역사회에 도시 생활의 혜택에 자유롭게 접근 보장.

       - 도시행정의 투명성·형평성·효율성 확보.

       - 지역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존중 보장

       -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다양성 보장

       - 빈곤 완화 및 도시 빈민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제의 채택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자유권 중심의 인권

제도에서 사회권이 강화되는 의미.

   ▶ 또한, 근대적인 국가 중심 시민 인권관에서 거주자 중심 인권관으로 확장, 전환.



23

 ‘해비타트 III’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_해비타트 III’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_2016.5.6. 기준2016.5.6. 기준

1. 현황인식
  ○ 21세기 = ‘도시’ 시대 → 근대적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 필요

2. 기본 철학적 관점/접근
  ○ 자본 중심 물질적 도구로서의 도시  ⇒ 인간 정신 구현하는 ‘장소’이자 인간정신의 혼합체로서 도시

     → ‘도시’의 인간성 회복

     → 인간 정신의 혼합체인 도시 = 발전의 동력(발전의 결과물이 아님)

  ○ 도시에 대한 권리 구현

     → 필수 공공재로서 '도시' = 공정(just), 포용(inclusive), 지속가능성(sustainable)

3. 신(新)도시의제의 위상
  ○ 신도시의제 =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SDG 11)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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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도시의제의 기본원칙
  ○ 간결성, 실천중심, 미래지향, 보편성, 공간적 통합성, 지역 다양성 존중

  ○ 재원조달 및 균형 국토개발을 위한 국제-국가-지방정부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전환을 위한 3대 원칙

     ① 누구도 뒤에 남겨 놓지 않는다. : 도시 형평성과 빈곤퇴치

        : 보편적 접근성(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안전, 양질의 삶의 질

     ②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과 모두를 위한 기회

        : 도시화 혜택의 집적화, 토지투기 방지, 공정하고 동등한 고용 창출, 생산성, 경쟁력, 다양성, 혁신

     ③ 생태적이고 복원력 있는 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패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적응 및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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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도시의제의 12대 비전(지향점)
  ① 사람 중심 : 사람중심의 삶의 질 추구(물리적 제공 이상의 것)

  ② 차별 금지 :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물리적)

  ③ 공익 우선 : 집단적 공공이익 우선(사적 이익 후순위)

  ④ 지불가능한 적절한 주거 : ‘적절한’ 주거 향유(지불가능하면서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주거)

  ⑤ 문화적 다양성이 표출되는 공공공간 : 공공공간과 문화적 다양성의 질(qua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 우선

     → 사회적 상호작용, 정치참여 및 사회문화적 표현의 자유, 안전과 사회융합 촉진하는 공간

  ⑥ 복원력 : 자연 및 인재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확보

  ⑦ 시민 참여 : 시민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소속감 증대(정책수립~이행~평가 전 과정 참여)

  ⑧ 여성 참여 : 여성 역량강화 → 의사결정과정 참여, 동등한 고용기회와 임금 제공

  ⑨ 비공식경제 포용 : 비공식경제를 포용하는 생산적인 지역경제 추진

  ⑩ 생산적 도시 :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 활동을 창출하는 도시경제로 전환

  ⑪ 지속가능 교통 :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 사람, 장소, 경제적 기회 연결

  ⑫ 도농연계

6.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3대 이행기제
  ① 지방정부 중심 국가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 → 지방분권 

  ② 참여, 복합, 연계, 압축 도시계획 지향 

  ③ 지방재정 강화 재정구조 전환 → 과학적, 체계적 시스템 구축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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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新)도시의제 이행계획

  1) 도시 공간 조성 방향

    ① 압축, 연계, 복합 도시 : 자원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생산성 증대

       - 교통망, 에너지ㆍ먹거리ㆍ물 관리 체계의 연계성 제고

       - 기초지자체 기반 사전/사후 평가(경제, 사회, 환경부문) 추진

    ② 물리적 형평성 달성 : 보편적인 이동권, 주거권, 공공공간 보장

       - 도시지표체계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젠트리피케이션 효과 및 사회분리 영향 저감

       - 토지인벤토리시스템 구축 : 지적도, 감정평가지도, 토지 및 주택가격 정보 

       - 실질 주거 공급 및 수요 분석을 위한 구별통계 구축

    ③ 녹지공간의 연결성 강화 : 도심 내 공원 간, 도시 ~ 근교지역간

    ④ 광역단위 인프라 조성 : 도농연계

    ⑤ 지속가능성 목표와 부문별/부서별 정책간 융합

    ⑥ 사회융합 촉진을 위한 공공공간 이용 : 도로의 상업적 이용 최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⑦ 사회적 대안 주거방식 지원 및 도심 외곽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지양

    ⑧ 사람 중심 교통 체계 개발 : 대중교통, 보행로, 자전거도로 확대, 대중교통시스템의 형평한 접근 및 이용성

    ⑨ 공유 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한 신기술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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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ㆍ문화 분야

    ① 문화적 다양성 보호 및 개발 : 유ㆍ무형 자연ㆍ문화유산

       - 유ㆍ무형 자연문화유산의 보호 정책 추진 및 인벤토리 구축

    ② 여성 및 이주민의 안전 보장 : 법제도 강화, 사회인식 증진

  3) 경제 분야

    <추진방향>

    ① 지역기반 경제적ㆍ사회적 상호 작용 강화하는 혁신 경제 추구 :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② 비공식 경제 부문의 점진적인 공식화 

    ③ 고부가가치 공식/비공식 일자리의 전문성 제고 : 문화, 예술, 관광, 문화유산유적 보호활동 등

    ④ 인구통계 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여성, 청년, 비공식 노동자 등

    ⑤ 공공부문 노동인권 보장

    <제도 및 물리적 기반>

    ⑥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강화 : 허가, 등록, 과세기준 등 법제도 표준화

    ⑦ 공공재에 대한 접근 형평성 보장(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근간)

    ⑧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제도 강화(국가정책, 민관파트너십 등)

    ⑨ 정보통신기술, 청정기술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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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 분야

    ① 친환경 정책 및 제도의 주류화 : 자연자원 보호제도 및 환경 거버넌스 의무화

    ② 에너지, 물 관리, 먹거리 분권화 → 위기대응력/복원력 증대

    ③ 자원순환 도시 : 3R, 쓰레기 매립 0%, 쓰레기의 에너지자원화

       - 오염자부담제도

    ④ 저탄소 에너지 도시 : 국가/광역/기초지자체별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달성 목표 수립 및 이행

       - 스마트그리드 및 구(district) 중심 에너지 시스템 추진 

    ⑤ 재해/재난, 기후변화 대응 복원력 강화 

       - 사전 재난위기 평가제도 도입 : 재해/재난 취약 지역 도시개발 지양 및 환경 보호/관리

       -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건축물 규제 강화

       - 조기경보시스템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책체계 구축

       - Build Back Better(BBB) 재해 복구 8대 원칙

    ⑥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생태발자국 보고 의무화

    ⑦ 시민 행태 변화 촉진 정책 추진 : 학교 교육과정, 시민 캠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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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행수단

    <거버넌스>

    ① 상호 보완적인 국가-광역-기초 거버넌스 체계 수립 : 국토 및 도시계획/정책의 지방자치분권 존중 원칙

    ② 통합적, 참여적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 : 토지, 주거, 교통, 역사문화, 공공공간, 환경 통합

    ③ 수직적, 수평적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 계획, 예산배정,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 전 과정

       - 국가 도시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참여 및 협력 체계 및 플랫폼 마련

       - 시민참여 도시계획 및 참여예산,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재원>

    ① 재정의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 국가재원의 최소 20%를 지방재원으로 보장, 세제, 수입 및 지출, 부채에 

대한 지방자치 증대

    ② 지방재정 형평성 추진 

       -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적절한 재정분배 → 지역간, 도농간 격차 해소

       - 성과기반 교부금제도를 통한 지방재정관리

    ③ 세입 확대 : 이용자 부담 원칙 기반 공공요금제도, 조세회피 해결, 공공투자를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재분배(사적 이득 향유 규제)

    ④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⑤ 지방 금융 시장 활성화 : 지방정부 채권/채무시장 확대, 지방개발기금 또는 개발은행 등 전문 금융기관 설립

    ⑥ 국가 및 국제 기금 활용 : 도시의 기후변화적응 및 저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국가차

원의 도시 교통인프라 기금 조성, 재원확보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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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① 객관적, 보편적(비교 가능한) 데이터 기반
    ② 지방, 국가, 국제차원의 데이터 및 지표 구축
    ③ 참여적 데이터 플랫폼 강화(정보공개, 접근성 강화) 

    <파트너십>
    ① 국제개발협력 : 도시간 협력, ODA
    ②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정기적인 교류 및 파트너십 활성화

    <모니터링 및 평가> 
    ① 지자체, 국가, 국제차원의 신도시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SDGs 이행 평가 과정과 연계
    ② 유엔해비타트의 정기적인 신도시의제 이행 보고서 작성 : 매 2년, 세계도시포럼에서 발표
       - 국가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의견 반영
    ③ 유엔 지방정부 자문위원회 설치
 
  6) 후속 작업
    ① ‘세계 주거의 날’, ‘세계 도시의 날’ 캠페인 강화
    ② ‘유엔 지속가능 도시 10년’ 지정 추진
    ③ 신도시의제 이행 가이드 제작
    ④ ‘(가칭)지속가능도시 국제 이해관계자 패널’ 창립 논의
    ⑤ 유엔 해비타트의 조직운영 거버넌스 개혁 및 유엔 내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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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타트 III 신 도시의제의 시사점 및 과제해비타트 III 신 도시의제의 시사점 및 과제

1. 시사점

▶ 향후 20년 지역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행동과제
   → 사람 중심, 도시에 대한 권리, 형평성(Justice)

▶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제도 촉진 근거 : ‘도시계획’, ‘에너지’, ‘먹거리’, ‘물 관리’ 등

▶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기본접근 원칙 제시 : 상향식, 통합성, 연계성, 시민참여

▶ 이슈 중심 도시정책 ⇒ 공간 중심 도시정책으로 접근 방식 전환
   → ‘도시계획 및 디자인’, ‘공간 정의’의 중요성 강조

2. 과제

▶ 신 도시의제 지역~국가~국제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성, 강제성 부족
   → 국가별 ‘도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구체적 언급 X

▶ ‘신 도시의제’ 이행 평가를 위한 지표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