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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클레이 세계 총회 시민사회포럼 안내

□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시민사회포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 리더십 Civil Leadership for Urban Sustainability

□ 취지 및 목표

l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서울 개최를 통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
l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서울 개최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 전달 
l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동역할 모색 
l  이클레이 세계 총회 때마다 시민사회포럼 상설 개최를 위한 기초마련 

□ 행사개요

l  일    시 : 2015년 4월 10일(금) 09:00~18:00
l  장    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유어스 빌딩(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l  참가대상 : 국내외 시민사회 관계자 500여명
l  주    최 :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 

□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2015. 4.10(금) 09:00-12:00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층 국제회의장

일정 프로그램 내용
4월 10일
09:00-09:20 개회식 (Opening Ceremony) • 개회사: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신인령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 위원장
• 축사: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부총장

09:20-11:40 전체회의(Plenary) 
: 도시 지속가능성과  주민참여

• 좌장 : 이상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기조발제 1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시민·NGO의 역할 
   (조명래, 단국대 교수)
• 기조발제 2 
  기후변화와 시민성 
   (Dr.David Dodman,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 선임연구위
원)
• 패널토론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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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워크숍 프로그램

1.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우수사례
   국내외의 다양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민・관 거버넌스 활동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주민) 리더십의 중요성과 역할과제 모색

 ▪ 일시 및 장소 
 2015. 4.10(금) 14:00-17:00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층 국제회의장

▪ 좌장 : 김병완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발제1 : 일본 카부쿠리누마지역의 민·관 협력활동사례 및 운영체계 /Mr. Masauki KURECHI
▪ 발제2 : 민·관 협력을 통한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 및 운영체계 /이정덕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 발제3 : 영국 '토트네스전환마을(TTT: Transition Town Totnes)'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 및 운영체
계 / Dr. Rob Hopkins, TTT 창립자

▪ 청중토론(1시간)
※ 문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T) 02-706-6179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 국내외 도시 에너지전환 사례의 경험 및 정보 공유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재조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NGO들의 네트워크 확장 및 강화

장이정수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대표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정책실장
• 질의응답 
• 정리 

11:40~12:00 시민사회제안문 배포 및 설명 
12:00-14:00 점심·휴식 및 시민행진
14:00-17:00 주제별 워크숍 • 주제 1: 지역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우수사례

• 주제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 주제 3: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도시생태 만들기
• 주제 4: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전략 세우기
• 주제 5: 도시안전, 환경건강

17:00-18:00 각 주제별 워크숍 논의결과 정리 및 공유
(가칭)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문’ 작성

18:00-18:20 ‘(가칭)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문’ 채택 
4월 11일
18:00~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폐막식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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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2015. 4.10(금) 14:00-17:00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갤러리문

▪ 주제 1 | 지역 에너지전환, 역사에서 미래를 배운다.
   • 좌장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발제1 : 한국 지역에너지전환 운동의 경험과 교훈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발제2 : 탈핵·저탄소로 가는 대만, 앞으로의 과제는?
          /라이 웨이치엔 (대만 綠色公民行動聯盟 대표)
   • 지정토론: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
▪ 주제 2 | 탈핵·저탄소 에너지전환과 민주주의
   • 좌장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발제1 : 에너지 민주주의에서 삼척 주민투표가 지니는 의미 /이광우 삼척시 의원
   • 발제2 : 환경과 지역주민 인권의 관점으로 본 석탄화력발전 /유종준 당진환경연합 사무국장
   • 지정토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유정민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T) 070-7124-6060

3.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도시생태 만들기
  -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를 위한 농업의 역할 및 도시농업 풀뿌리 단체들의 사례 공유
  -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 사례 발표
  - 도시농업을 통한 일본의 도시생태 재생 사례 소개

▪ 일시 및 장소 
    2015. 4.10(금) 14:00-17:00 / 유어스빌딩 4층 세미나실

• 사회  : 안철환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발제1 : 생태 전환을 위한 시민의 역할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연대사업국장
• 발제2 : 도시생태를 살리는 풀뿌리 단체의 역할      /박선미, 안산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 발제3 : 생태와 농업으로 도시를 재생한 일본의 사례 /이노세 코헤이, Executive director of 
Minuma-Tanbo welfare farm

• 토론(6명)
  이창우(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도시농업연구소장), 김원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세걸(서울환경운
동연합 사무처장), 장유성(부산 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장), 전충훈(대구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이경희(광주 환경운동연합 국장)

※ 문의 : 도시농업시민협의회 T) 010-3232-3480

4.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전략 세우기
   - ICLEI 세계총회를 계기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전략과 사례를 국내·외 시민

단체가 공유
   - ICLEI 세계총회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NGO입장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정책 추진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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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2015. 4.10(금) 14:00-17:00 / 유어스빌딩 5층 패션아트홀

▪ 좌장  : 황기연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부 교수
▪ 주제발표 :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교통정책 수립과 한국사례/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일본의 교통권헌장 제정 의의와 시사점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사회시스템공학과
▪ 지정토론(7명)
  오용석 사무처장(맑고 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이상명 관장(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송상석 사무처장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이원목 과장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정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은희 정책연구센터장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Santhosh Kodukula(ICLEI’s EcoMobility Team Leader)

※ 문의 : 녹색교통운동 T) 02-744-4855

5. 도시안전, 환경건강
   - 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자, 노동자, 주민의 건강피해와 각종 사고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안이 

갖는 근본적 원인 고찰
   - 예방우선의 원칙과 지속가능사회 목표를 재조명하고 독성없는(Toxics-free)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좌표 설정
   -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과 알권리, 과제 도출  

▪ 일시 및 장소 
    2015. 4.10(금) 14:00-17:00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3층 북세미나실
▪ 주제1 | Toxics-free Future를 위한 지속가능도시 운동의 역할
   • 발표1 : Toxics-free Future 비전의 현재와 미래 /외국 참가자 IPEN
   • 발표2 :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요구하는 한국의 운동현황과 과제 / 발암물질국민행동
   • 지정토론 3인 
▪ 주제2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 발표1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건강운동 / 여성환경연대
   • 발표2 : 지역사회 알권리 운동의 추진현황과 교훈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지정토론 3인 

※ 문의 : 여성환경연대 T) 02-722-7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