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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2016년� 7월� 1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

(월)~10.20(목)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

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

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

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

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

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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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

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

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

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

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

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

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

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

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

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

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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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

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

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

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  한국민간위원회 참여(제안)단체 명단(40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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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그룹� 발제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1. 도시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 해비타트 II가 개최된 지 20년 만에, 오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유엔 회원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해비타트 III가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Quit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비타트 회의

의 정식 명칭은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이다.

1976년 개최된 해비타트 I 이래, 지난 40년 동안 해비타트의 핵심 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다. 그러나 해비타트 III는 정치적 참여증진, 문화

적 다양성, 포용적인 경제(inclusive economy), 환경 등을 포괄하는 ‘신도시 의제

(New Urban Agenda)’를 다루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와 인간 정주에 관한 키토 선언(Quito Declarati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이 채택될 예정으로 현재 선언의 수정된 초안(Revised Zero 

Draft)이 2016년 6월 18일에 제출되어 있다. 

신도시 의제의 핵심은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인데, 이는 프랑스의 앙

리 르페브르에 의해 알려졌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

곳에 사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르페브르의 시각이 집약되어 있는 

개념이다(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all) 거주자들

이 삶의 질에 필수적인 공공재(common goods)인 도시라는 공간을 정의롭고, 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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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지속가능하게 점유, 사용,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Habitat Ⅲ Policy 

Paper 1). 

공공재로서의 도시는 차별이 없는 도시, 모든 거주자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

지는 포용적인 도시,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 도시,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

시, 양질의 공공 공간이 있는 도시, 양성 평등의 도시,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

시, 포용적 경제의 도시, 공동체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도시여야 한다(Habitat Ⅲ 

Policy Paper 1). Habitat Ⅲ 정책 보고서 1에 나타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

하는 3가지 원칙과 이슈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3가지 원칙과 이슈

도시에 대한 권리는 포괄 범위가 넓지만 주거권은 여전히 해비타트 III의 중심 의제

이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adequate),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은 대부분의 도시

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로 다루

는 Habitat Ⅲ의 정책 보고서 1에서는 주택이 핵심 영역이며, 도시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

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도

시 공간의 시장화(marketization)에 대응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부담가능하

고 적절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 1. 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공간정의

원칙 2.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주체(Political Agency)

원칙 3.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 
존중

1.1 주거와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 이용과 도시 공간의 
탈상품화

2.1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

3.1 경제성장보다는 거주민의 생계, 
삶의 질, 복지를 우선할 것

1.2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공공 
공간에 대한 거주민 모두의 
접근 보장

2.2 균형개발, 도농연계, 이동성 
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적 도시계획

3.2 빈곤의 위험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용

1.3 기초 서비스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

2.3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민권 보장

3.3 비공식 경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체 주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경제발전전략

1.4 비공식 거주지의 순기능인정과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

2.4 참여, 투명성, 민주주의 촉진 3.4 다양한 문화의 포용

1.5 회복력 강화, 재난 위 험 감소,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2.5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보

3.5 안전 도시

출처: 박세훈, 2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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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주거권의 인권법적 위상은 다른 사회경제적 권리보

다 빠르게 발전하였고, 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높아졌다’고 평가받

고 있다(Leckie, 2010, 김용창, 2013 재인용). 20년전 해비타트 Ⅱ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적정 주택의 제공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된다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천명했

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주거가 인권이라는 말에

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 시장을 규제해야 

하고, 상당한 정부 재정 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

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경찰이 재개발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

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에서 현장에서 불타고 있는 망루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

는 우리나라 도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 용산참사 당일 불타고 있는 망루(2009년 1월 20일 7시 27분)

여기에서는 Habitat Ⅲ에 제출된 정책 보고서와 이슈 페이퍼를 바탕으로 해비타트 II 

이후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거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동시대

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나라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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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Ⅱ에 참여했던 한국 민간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강제철거를 

포함한 한국의 주거실태를 알리는 민간보고서 ‘Voices of the Korean NGOs & 

CBOs toHabitat Ⅱ’를 발간하였다. 유엔 해비타트 Ⅱ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구와 기관간에 새로운 협

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Habitat III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national report)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는 물론 지방정부의 참여도 거의 

배제된 체 작성되었다. 20년이 지난 현재도 한국 사회에서 협치(governance)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Habitat Ⅲ를 준비하기 위해 주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UN 해비타트 민간위원회(준)는 국가보고서가 대변하지 못하는 시

민사회의 목소리를 스스로 대변하기 위하여, HABITAT III에 별도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1)

2. 국제사회의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는 

주거권을 적절한 삶을 영유할 권리의 일부로서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

고 있는 주거권의 핵심 개념은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인데, 이 개념의 양

대 축은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과 ‘살만한 집(habitability)’ 인지 여부이다. 현실

에서 이 두 개념은 부담 가능하면 살만하지 않거나 살만하면 부담 가능하지 않은 서

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는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으로는 

주거권이 실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가용 

자원을 최대한 사용해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전략은 단지 

좋은 의도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거권의 실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UN 해비타트에 의하면 적절한 주거의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정부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점검) 정부는 주택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1) 해비타트 민간위원회(준)에는 주거권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총 21개 단체(경제정의실천연합, 나눔과미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

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아시안브릿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

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해외

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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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의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제 3자에 의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훼

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주거권 향상을 위해 주택 시장과 임대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실현의 의무) 정부는 적절한 주거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법적·행정적·재정적·사

법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제 3자에 의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사용

되는 주요 정책 수단이 임대료 규제이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뉴욕, 파

리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한시법이지만 수십 

년 이상 유지되어 온 미국 뉴욕의「비상임차인보호법」은 2015년 기한이 다시 연장

되었고, 프랑스 파리는 2015년 8월, 독일 베를린은 2015년 6월부터 강화된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는 등 많은 도시에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상승률을 제한하거

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대료 규제의 적용 대상(주택의 특성, 소득 기준, 지역)

은 국가별,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주택 정책에 관한 Habitat Ⅲ 정책 보고서 10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개

선 및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주택 정책에서 교통,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도시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

근 틀 구축

•참여 과정과 공정한 주택 정책을 촉진하고 취약 계층과 특별한 요구가 있는 계층

(이민자, 장애인, 노인, 청년 등)의 소요(needs)에 대응하는 포용적(inclusive) 접근

•부담가능한(affordable) 주택 공급의 확대

•주택 재고의 품질 개선

•슬럼과 같은 비공식 주거(informal settlement)의 향상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라는 사실이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고, 주요 국

제회의에서 강제퇴거 금지가 반복적으로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여

전히 광범위하게 강제퇴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Habitat Ⅲ 정책 

보고서 10에는 표명되어 있다. UN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은 강제퇴거의 예방을 위해 퇴거를 최소화하는 전략 모색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 수립 전에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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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과 주거권의 진전

거주민의 삶의 질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도시 성장 모델은 도시에 대한 권리

를 침해한다. 환경 악화나 사회적 갈등 같은 성장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질, 연대 등을 우선순위에 놓는 경제 개발 전략은 현재 없

다(Habitat Ⅲ Policy Paper 1).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도시 성장 모

델을 채택해 온 결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와 함께 나쁜 관행들 또한 

사회 전반에 축적되었다. 산업화시대에 공업단지를 만들면서도, 대학교를 만들면서도 

사람들이 살 집과 기숙사는 만들지 않아 살 곳을 찾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구로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뀔 때까지 벌집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의 주거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았고, 주거비가 비싼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

용률은 여전히 낮아 전국에서 모여든 대학생의 주거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996년 제2차 UN 해비타트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주거권을 명문화하는 데 동의했

으나 이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좋은 의도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상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

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 2004년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2015년 주거기본법 제

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2009년 용산참사,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청년 세대의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의 등장 등은 주거권의 실현이 특정 집단에게는 후퇴하고 

있거나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이다. 2014년 12월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

여준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개발시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

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

는 전월세난의 당사자인 서민·중산층과는 관련이 없다. 부동산 투기 활성화에만 도움

이 될 뿐이다. 

임차인의 점유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 도입이 난

항을 겪으면서 임차인의 주거권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전월세가 폭

등,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임대시장은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월

세 가격은 이미 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임대인 절대 우위의 민간 임대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등은 외면하고 있다. ‘빚내서 집사라’, ‘빚

내서 전세 살아라’와 같이 부채 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전가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미봉책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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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그동안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세의 월세 전환은 서민의 생존권, 

청년세대의 미래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지만 정부는 ‘전세 시대는 갔다’는 인식에 근

거해 관련 정책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다2).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고가 절대

적으로 부족하며,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재고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뉴스테

이(New Stay)라고 명명된 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

정하며 도입했고, 이의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택지,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그린벨트 또한 훼손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부담가능하지 않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다. 뉴스테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뉴스테이 도입으

로 인한 주택 정책의 공공성 후퇴와 주택의 상품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15년 개별 급여인 주거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대상자가 수급자로 제한되는 문제, 

부양의무자 문제, 지원 금액의 현실화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공공에 의한 주

택 개량은 주로 저소득 자가 소유자에 대한 현물급여 형태의 집수리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임차가구는 사각지대에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난방도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여기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러한 열악한 주거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시설, 방수, 면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강제력과 지원 수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개발 현장에서는 개발 여부, 보상, 분담금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철거민의 이주(재개발임대주택공급 등), 보상(현금청산자의 이주비지급 등) 등

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개발로 인해 세입자와 영세한 토지소유자가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2) 대부분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택 점유형태인 전세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의 주거 상향에 있어 목돈인 전세보증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세는 소득이 거의 없

는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로 수도권 5,000만원 미만의 전셋집은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 주거를 상실하

지 않도록 해준다. 전세는 미혼 가구에게는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에게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저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청년 등 미래 세대의 디딤돌이다. 전세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용이 낮기 때문에, 낮은 

주거비용→ 목돈 마련→ 주택 구입 수요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작동해 주택 구입 수요 창출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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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아있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권과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강제퇴거(forced eviction) 금지 원칙을 실현하

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명도소송이라는 사법 절차가 있지만 이는 ‘세입

자에게 점유권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절차 후에는 정확한 철거 일시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사람

이 거주하는 경우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고 철거를 진행한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Habitat Ⅱ의 주요 성

과로 평가되고 있는데(Habitat Ⅲ Policy Paper 10),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역시 주

택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사례는 다음

과 같다. 

•서울시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서울형 집수리, 서울형 바우처, 민관 협력에 의한 

주거복지센터, 사회주택 공급 

•경기도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따복하우스(재정투입을 통한 행복주택의 문제점 보완)

•대구시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취약계층 조사 실시

•시흥시 :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 국가 공식 통계로 지정된 시흥시 주거실태조사를 기초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흥형 주거급여, 시흥형(임차인) 집수리, 사회주택 공급 시행 예정

(2016년 예산 확보)

4. 모두를 위한 주거를 위하여

2009년의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개발과정에서 쫓겨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람들은 여전히 삶 자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조차 주거비 부담 때문에 

식료품비를 줄인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집으로 인한 고통은 연애, 결혼, 출산 기

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인구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부동산이 된 주택

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

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비타트 Ⅲ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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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 금액의 현실화 등 주거급여 제도 개선

•임차인 거주 주택을 포함한 기존 재고 주택의 품질 향상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로 인해 삶의 자리를 잃게 되는 세입자, 영세 주택 소유자

에 대한 대책 강화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

눈 추세인데(Habitat Ⅲ Policy Paper 10),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가 권한과 책임

을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모두를 위한 주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시장에서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향상되어야 모두의 주거권이 실

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단이 있는 지하에 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병원에 갈때

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장애인, 축사를 개조한 곳에 물도 화장실도 없이 살면서 

바람 부는 날이면 집이 무사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노인 부부, 거주하기에 부적절하

고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에 사는 아동 가구,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고시원

에 사는 청년 등의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3).  

Habitat Ⅲ 정책보고서 10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취약계층의 주택 문제 해결에 집

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

고 있는 뉴스테이는 최우선적인 정책 대상이어야 할 취약계층을 배제한다는 점,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 부담가능하지 않은 점, 한정된 공적 자원을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중산층과 고소득층 대상의 주택 공급에 투입한다는 점, 그린벨트 해제로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할 도시 공간을 훼손 한다는 점 등에서 UN Habitat

의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 원칙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Habitat Ⅲ는 모두를 위한 주거를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정책에

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2001년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

가 있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거주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는 이밖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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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그룹� 발제

도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이슈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지구정상회담으로 도출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지방의제21보다 더 유망하고 중요

한 것은 없다. 전 세계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현재 각자의 지방의제21을 설정하여 이

행하고 있다.” 

1992년 지구정상회담의 사무총장인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의 이야기다. 지

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시작

되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고,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이

행하기 위해 행동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문서 제28장 ‘의제21을 위한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 지방의제21 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도 1994년부터 지방의제21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

년 부산을 시작을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제21이 수립되었다.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

치했다. 노무현 정부까지 5기에 걸쳐 활동을 하며,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을 제정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

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상이 추락했다.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상위에 두면서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성 정책은 뒤죽박죽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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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제21 운동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 중 230개가 지방의제를 작

성했고, 150개가량의 지역에서 사무국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 

지자체 환경국과 지역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이 펼쳐졌

다. 하지만, 지속적인 진화를 거치며 환경의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영역까지 지

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역동적인 지방의

제21 운동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리우+10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잘 알

려져 있다. 

2010년부터 유엔 차원에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2년 

리우+20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

적 목표를 채택하고 재원 확보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거쳐 지난 해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제지

표를 확정하고, 한국에서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표는 2번(농촌)과 11

번(도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1번 목표는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

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비타트 총회에서 다룰 신도시

의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11번 목표와 관련한 새로운 지표와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야겠지만, 이미 지방의제 단위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11.1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과 빈민가의 환경 개선’의 경우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 가평의 취약층 단열재 설치, 원주의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을 꼽을 수 있다. ‘11.2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의 확대’

와 관련해서는 전주 해피버스 365, 광명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용 모니터링과 같은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11.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주거지 계획과 관

리 역량’에서는 수원 마을르네상스, 인천 남구 우각로 문화마을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1.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에서는 원주의 한 도시 한 

책읽기, 안양의 마을탐사대와 같은 사업이 있다. ‘11.5 빈곤층/취약층 보호, 재난 피

해 줄이기’는 전주 선미촌 정비프로젝트, 안산의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운동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지방의제21에서는 도시 차원의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소통, 실질적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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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Ⅲ 국가보고서와 협약문의 의미와 한계

유엔 해비타트Ⅲ 신도시의제가 과거 도시 및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에서 지속가

능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특히, 

에너지, 물, 먹거리를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는 것

은 지속가능성 측면 외에 지역경제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제이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시, 인간정주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

고서는 도시인구, 토지와 도시계획, 환경과 도시화, 도시거버넌스와 법제, 도시경제, 

주택 및 기초서비스 6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정리하고 국가 정책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도시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 정책의 전략적이고 통합적 접근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병렬적으로 취합하고 나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각각의 챕터

들이 관련 국가 정책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

능한 도시를 위해 도시경제, 환경과 도시화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컨텐츠와 사업

의 내용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환경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

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의 통합성과 전략적 접근이 취약해 보완해야 할 것 같다.

또한, 국가보고서와 신도시의제에서 도시 정책의 추진성과를 시민 건강 증진으로 취

합하려는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시민 누구나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과 행태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계획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녹색교통수단보다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도록 만든 도시교통체계를 시

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적정한 녹지공간은 시민 보건을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만 비싼 정수기로 좋은 물을 마시고, 좋

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공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교통과 청정한 가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은 훨씬 더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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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통문화

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민관협력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도심 자동차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자동차와 자전거, 자동차와 보행자를 분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자동차 운

전자들이 녹색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고서와 신도시의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

한 인식은 아주 취약하다. 청정한 가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도 마찬가지다. 단

순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방식의 전환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해비타트 총회와 지방의제21의 과제

신도시의제가 향후 20년 지역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행동과제를 사람 중심, 도시에 

대한 권리, 형평성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제도를 촉구하고 있고,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상향식, 시민참여

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의제가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그리고 신도시의제 이행에 대해 평

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다는 점도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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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그룹� 발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

- 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팀장

Ⅰ. 들어가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가장 큰 성과로 이야기되는 ‘버스중앙차선제’, ‘청계천복원’ 사

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중점사업이었던 ‘한강르네상스’ 같은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서

울 지역 환경분야에서 이슈가 된 정책들이다. 또한 이전 시장들의 정책에 비해서 정

치적 주목도는 높지 못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환경대표 공약을 꼽으라면 ‘원전하나줄

이기’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한 환경 이슈였지만, 전국구 

이슈에 가까울 정도로 서울의 정책 파급력은 지대하다. 환경은 그 자체로는 ‘정치적'

이지 않지만 뿌리 깊은 토건세력이 대한민국 경제체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고, 21세

기 최고 키워드인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상황에서 아주 ‘핫’한 ‘정

치적 이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Ⅱ. 거대도시 서울시의 환경

  

2013년 9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

면 지난 133년간 세계평균기온이 0.85℃ 상승했다. 지난 100년간(1908～2007) 한반

도 평균기온은 약 1.8℃상승했고, 같은 기간 서울시는 2.4℃도로 수직상승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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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서울의 불투수비율은 7.8%에 불과했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기반시설과 건물이 늘면서 2012년엔 54.4%까지 증가했다. 

내부적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대도시 서울은 천만이 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전력사립률은 2014년 현재 4.7%수준이며, 타 지

역에서 전력량의 95%이상을 충당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의 위험과 오염을 감수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마실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역을 내부 식민지로 수탈하는 환경부정의의 정점에 서울이 

있는 셈이다. 도시 내부적으로도 고밀도 개발로 인한 생활녹지부족, 생태계단절, 교

통혼잡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 물/하천

지난 10년 가장 정치적인 환경이슈는 단연 하천이다. 서울의 한강은 1966년 제1차 

한강종합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여 여의도 개발, 청계천 복개, 제방

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1981년 88올림픽 유치 결정 이후 저수로정비, 시민공원

조성, 올림픽대로 건설, 수중보 건설, 유람선 운항 등 비로소 지금과 같은 형태가 완

성된다. 

이후 2003년 시작된 청계천 복원은 적극적 형태의 도시하천정비가 전국으로 퍼지는 

도화선이 된다. 총 사업비 3,600억 원을 들여서 복원한 5.8km구간은 교통대란우려, 

유지용수도입, 문화재 훼손 등 많은 논란을 낳은 한편,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도시하천정비가 전국을 휩쓸고, 더욱 커진 강에 대한 개발욕망은 

이후 4대강사업으로 발전된다. 그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참혹하다. 한반도대운하 사

업은 좌절되었지만, 경인운하는 여전히 한강본류를 노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의 물문제를 접근할 때, 중요한 문제는 불투수층이다. 2010년, 

2011년 두해연속 서울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광화문과 강남역이 하수관 설계용량보다 

적은 비에도 침수되자 시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후 서울시는 시내 전역을 시간당 

100mm의 강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심도터널 등에 17조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밝

힌바 있다. 사실상 4대강사업 이후 새로운 공사를 찾아 헤맨 토건족에게 희소식을 

안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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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0년 광화문과 강남역은 왜 물에 잠긴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급격한 불투수층 증가가 원인이 되고, 기후변화 따른 강수패턴

변화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을 침수원인으로 진단했던 서울시

의 해명과는 달리 광화문의 경우 C자형으로 급격하게 각도를 바꾼 간선관거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으며, 강남역은 삼성전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하수관거 설계변경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서울시는 강남역, 광화문 대심도터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

는 등 물순환 정책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양

천구에는 빗물을 모아서 한 번에 한강으로 대심도 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2. 녹지

1975년 전체면적 35.6%에 달하던 서울시 산림지역은 2000년 기준 25.7%, 논밭은 

24.3%에서 5.6%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불투수율이 54.4%까지 치솟으면서 도시형홍수, 

열섬효과, 지하수위저하 등 전형적인 도시환경문제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산에 인접

한 지역까지 도시가 뺴곡하게 개발되서 많은 경우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이

는 서울뿐만 아니라 도시화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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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의 물수지 변화, 빨간색이 시가회 된 지역, 짙은 녹색은 산림, 노랑색은 논을 나타낸다.

또한 한해 각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산과 한강을 찾을 정도로 사람들은 흙과 물, 

나무를 가까이 하고 싶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회색빛과 더 친하다. 북한산이나 관악

산은 생활과는 괴리되어 있으며,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치적쌓기가 중

심이 되다보니 서울숲처럼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마음먹고 차를 끌고, 전철을 타

고 멀리가지 않아도 물소리도 듣고 나무냄새를 맡을 작은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0분 동네공원’ 컨셉은 환영할 내용이지만, 관련 예

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속 보호 녹지의 경우는 참담하다. 주요하게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생태경관보

전지역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산 국

립공원은 잊을만하면 끊임없이 케이블카 건설 주장이 나오고, 수많은 등산객들로 몸

살을 앓고 있다. 166㎢에 달하는 그린벨트는 미개발지로서 개발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밤섬 등 총 17곳인데, 사실상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3. 에너지/미세먼지

서울의 전력소비는 일반용(54%)과 주택용(29%)이 많고 산업용(11%)이 뒤를 잇는다. 

‘원전하나 줄이기’ 캠페인은 2013년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뽑는 서울시 

홈페이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친근한 정책이다. 서울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서 만나는 문구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률은 4.7%에 

불과하다. 대도시의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역에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가 생기

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 또 이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밀양에서는 가구당 400만원을 안겨주며 어르신들을 고압송전탑 앞에서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시민들은 이 상황에 대한 도

덕적 책임을 고민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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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11년 현재 전력소비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약 20%이며, 2020년

까지 이를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독일의 태양광 발전 성공요

인은 무엇보다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있음이 익히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이후 급속하게 태양광발전이 보급되서 2009년까지 311MW를 생산하기도 했으

나, 이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가 폐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서울차원에

서 시범적으로나마 되살려냈다. 바로 50kW이하 발전시설에 대하여 5년간 1kWh당 

100원을 지원하는 서울형FIT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베란다용 미니 태양광발전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도시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다양한 시도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이 2010

년 57GWh에서 2013년 120GWh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어왔다.

<그림 3> 독일 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 ⓒ이유진

최근 수시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

울대기오염물질의 주된 원인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이다. 따라서 일상적

으로 교통수요관리가 제대로 되고 자동차 이용이 줄어든다면 먼지로부터 우리건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도권 교통 혼잡비용은 

2014년 기준 9조 1,177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대기 오염으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통행 자동차의 72%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송 분담은 27%에 그치고 

있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신촌 대중교통전

용지구의 시도를 주목할 만하다. 런던의 경우 도심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아침 7시

부터 18시까지 한국 돈으로 약 1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런던 중심지역

의 경우 교통량이 20~3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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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시 1996년부터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부과 

결과, 혼잡 통행료 징수 시행 전(’96) 대비 ’09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36.3%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구간 승용차 교통량은 36.8% 감소, 버스 교통량 113.4%

증가하였고, 징수구간 통행속도가 21.6㎞/h에서 44.0㎞/h로 2배 이상 향상되는 등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혼잡 통행료는 면제 및 감면 차량 확대, 

현실적이지 않은 통행 요금으로 인한 운전자의 반응도 둔화 등으로 그 효과가 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가 

시급하다.

Ⅲ. 마치며

전력소비량의 4.7%만 자체 발전하고 에너지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는 도시, 한강구

간 40km가운데 80%가 콘크리트에 갇힌 도시, 가장 많은 소비와 투기가 일어나는 

도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울은 가능성이 없는 도시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많다. 하지만 서울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

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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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그룹� 발제

공간 속의 신체, 장애인을 위한 공간

이정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사람은 이런저런 공간을 만들지만, 그 이상으로 그 공간들 또한 특정한 양상의 사람

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사람을 생산하는 공간, 그것은 마치 ‘기계’와 같이 사람

을 특정한 양상의 사람으로, 삶의 특정한 양상의 삶을 반복하여 생산한다. 프랑스의 

Deleuze와 Guattari는 통상 사용하는 ‘기계’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기계

를 정의한 바 있었다. 즉 “어떤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은 기계”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간이란 사람들의 동선의 흐름을 절

단·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간-기계이다. 공간을 ‘공간-기계’로 다루는 이러한 

방법으로 통해서 공간이 생산하는 효과, 혹은 공간이 작동하는 양산은 좀 더 일반적

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즉 공간-기계가 어떻게 장애인을 양산하는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Rich라는 학자는 물질적 신체가 일상공간에서의 경험에 기반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신체에 대해 반응한다. 사람은 신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나이, 생활방식, 

정치, 정체성을 읽을 수 있다. 신체는 다른 사람과 장소와 연결하지만, 또한 다른 사

람들과 구분 짓고 ‘탈장소화’하기도 한다. 리치는 백인 여성인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상대하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자신을 자기의 신체에 위치시키는 것은 ‘신체

가 나를 붙잡고 보내주지 않는 장소를 인식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장소 경험은 신체적 차이에 따라 다르다. 젊었는가 늙었는가,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흑인인간 백인인가 등은 신체에 대해 가지는 집합적 반을 결정한다.” 육체적 차이는 

편견, 차별, 사회적 탄압, 문화적 제국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배타적 자리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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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 국가에 이르는 모든 스케일에서 나타나는데, 담론적으로 신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공간을 구획하며,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구조화한다.

신체적 차이는 기회의 공간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신체적으로 여성은 폭력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밤에 홀로 다니지 않는다. 어떤 여성들은 늙었

기 때문에 도시의 특정구역을 피하기도 한다. 피부색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정 클럽

에 쉽게(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지리학에는 ‘공간상의 신체’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러 신체들, 특

히 산모,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소수민족, 아이, 집시, 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이 공간적 맥락 내에서 어떻게 ‘타자’로 정의되고 주변화되고 배제되는가를 탐구했

다. 이러한 탄압은 공식적 법률과 정책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일상 대화, 평가, 판

단, 농담, 고정관념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장애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육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다. 생물의학적 모형의 측

면에서 대개 의료기관이 특정 신체를 ‘장애’로 판면하는 기준은 이들이 의학적으로 

정의된 형태, 이동성 또는 능력의 ‘규준’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다. 신체적 ‘정상성’에 

부여된 의학적·사회적 의미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열등하며 사회의 ‘문제’로 범주

화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신체 및 감각기관과 관련된(보청기, 휠체어 등의) 기

술은 이러한 ‘비정상적 신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장애 이론가들은 장애에 대한 생물의학적 무형에도 도전해왔다. 장애의 사회

적 모델에서 이들은 물리적 신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장애를 일으키는 사회의 역

할을 강조했다. 질병과 사고는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지만, 이들을 경제적·사회적·정치

적으로 주변화함으로써 장애화하는 것을 바로 ‘일상의 사회공간적 환경이다. 장애 이

론가들은 자본주의적 노동 시스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체를 배제하고 평가

절하 하는 구조를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도시계획에서 비장애인들의 필요와 

능력을 우선시하고 장애인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환경으로 건축하는 것을 비판한다. 

Hahn이라는 학자는 로스엔젤레스를 “몇 개의 오아시스를 가진 광대한 사막”으로 묘

사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예를 들면서, 도시는 하나의 “관통 불가능한 지리”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를 공통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기능적 한

계의 산물이라고 (가령 그들의 은밀한 생물학적 열등성) 인식했기 때문에, 많은 장애

인들은 공적생활의 영역에서 물러나거나 제한된 환경에서 얽매인 삶을 살았다. 그들

은 공간적으로 더욱 주변화되었다. Paterson이라는 학자는 장애인은 일상적 환경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서술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능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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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애 운동가들은 ‘장애화하는’ 경관을 

생산하는 법률과 정책에 도전했다. 그들은 모든 공간적 방해물이 제거되고, 독립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를 상상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접촉

을 확대하는 환경은 이들에 대한 차별관 편견을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 집단 내에는 이들이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호부조와 상호보호가 가능한 분리된 주거환경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은, 버스나 열차에 자신을 수갑 채우거나 휠체어에 앉

아 도로를 막거나 관공서 점거와 같은 비폭력적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비장애인의 공

간에 도전하고 환경이 장애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노력해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장애인법」이 제정되어 공공건물에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시설을 의무화했고, 영국에서는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환경은 장애인의 관심사 중 아주 부분에 불과하다. 차별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건조환경을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 동서양의 문화적 가치는 육체적 

완벽성을 강조한다. 신체적 장애는 종종 ‘추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

절하게 여겨지는 비자발적인 신체의 움직임과 소음을 생산하기도 한다. 그 결과 

Tom Shakespeare같은 학자는 장애가 종종 “인류 존재의 육체성과 동물성”의 표현으

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가는 마치 남성의 시선에 의해 여성이 대상

화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의 시선을 통해 대상화된다고 본

다. Morris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집에 가두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한계가 아니다. 오히려 빤히 쳐다봄, 가장된 친절함, 연민, 적대감이 공적세계를 지배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운동은 물리적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 공간에서 경

험하는 적대감, 친절한 체하는 태도, 오해, 차별에 도전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장애

인 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장애

인을 독립적이지 못하고 항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재현하는 것을 비판했으

며, 억압을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을 규합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왔

다. 그러나 서구의 장애인 운동은 백인 이성에 남성 위주로 전개되었던 까닭에, (가

령 청각장애, 척추마미 등) 장애 형태의 이질적인 차이나 젠더나 계급과 같은 다른 

차이가 장애 정체성과 교차하는 방식을 인식하지 못해 비판받기도 한다. Ruth Butler

는 장애인 레즈비언 및 게이의 경험을 기술하면서, 그들이 레즈비언 및 게인 공동체

로부터는 정상인주의(ableism)에 직면하고 장애인 공동체로부터는 동성애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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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phobia)에 직면한다는 점을 관찰했다. 한편, Vera Chouinard는 캐나다에서 장

애 레즈비언 및 이성애 여성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드러내려는 노력

을 강조한다. 한국의 상황은 아직 성소수자 장애인들이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

러 가지 차별적 상황을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장애 이론가들은 질병도 장애와 함께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환자

들도 물리적 환경에 의한 무은력화 효과를 경험하면서 언급했던 사회적 태도에 직면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Hester Parr와 Ruth Butler는 건강/질병, 정상/장애와 같은 

범주들이 기만적이고 불안정하다고 주장한다. 곧 건강한 다수는 일시적으로만 비장애

적 신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예를 들어 노령화, 임신, 사고 등의 결과로서) 상이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안정을 경

험한다. 요컨대 장애인과 환자가 일상 공간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단지 ‘비정상적인 

신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몫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체는 저항

과 해방적 정치의 중요한 위치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공간-기계는 장애인을 더욱 양산하는 기능을 한다. 공간-기계에 의해 절

단되어 내부에 있는 비장애인과 절단 외부에 존재하는 장애인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그렇게 공간을 새롭게 창안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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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안)

2016년� 7월� 19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안)>

1. 유엔 해비타트 I, II 경과보고

1) 유엔 해비타트Ⅰ(UN-HabitatⅠ)

○ 1976년, 캐나다 밴쿠버

2) 유엔 해비타트Ⅱ(UN-HabitatⅡ)

○ 일시: 1996년 6월 3~14일

○ 장소: 이스탄불, 터키

 ※ 2차 세계회의부터 한국 민단단체 위원회 구성해 대응·참여

○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은 「유엔인간정주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Korean 

NGOs and CBOs Forum for HabitatⅡ)」를 1995년 10월 조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녹색교통운동 /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추)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아시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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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연합한국위원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거권실현을

위한국민연합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도시빈민회 / 천주교서울대교구빈

민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한국도시연구소 / 한

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NGO위원회 / 한국환경·사회정책연

구소 / 환경운동연합 / 21개 단체)

- 민간위원회 내에는 주거환경, 도시환경, 여성, 인권, 복지, 교통 등 소위원회를 두

어 활동. 수차례 국내 준비 워크샵 실시

- 본회의 한국 민간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 각종 세미나와 토론

회에 발표·참여

- 아시아지역 주거권 문제, 특히 강제 철거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사이드이벤트)를 

한국민간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이스탄불 시내 캠

페인도 한국민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대히 진행

- 한국민간위원회는 세계 각국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전시·홍보하는 회의장(비정부조

직 포럼 회의장, 타스키쉴라 대학구내에 위치)에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시장(booth)을 설치하여 활동. 이를 위하여 각 단체는 각자의 홍보자료(영문)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보고서(Voices of the 

Korean NGOs & CBOs to Habitat Ⅱ)를 작성·배포

2. 제3차 유엔 해비타트(UN-HabitatⅢ) 개요 및 민간위원회(준) 경과보고

1) HabitatⅢ 주요일정 및 개요

○ 장소 : 에콰도르, 키토(Quito, Ecuador)에서 개최

○ 일시 : 2016년 10월 17~20일(the week of the 17 of October, 2016)

○ 중심의제 :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 해비타트Ⅲ는

ㆍ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

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음. 

ㆍ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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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

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

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음.

ㆍ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

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임.

ㆍ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

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도시개발정

책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운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임.

2)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준비 경과

① 사전 준비회의 (2015.04~09)

- 한국도시연구소, 주거연합, 주민운동교육원, 아시안브릿지 등 2차 세계주거회의 참

가단체 관련자 및 단체를 중심으로 준비 방향에 대한 초동 논의하는 사전회의를 

4차례 진행.

② 2015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기념,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

원회(준) 구성 제안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및 1차 전체회의 개최 

(2015.10.5.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세계 주거회의와 인간정주 /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 주거 분야별 토론( 전월

세 문제,  청년 주거,  홈리스 주거, 장애인 주거, 상가세입자 권리,  도시개발과 

강제퇴거)으로 진행하며, 민간위원회 조직구성을 제안하는 준비위 1차 전체회의로 

진행함.

③ 민간위(준) 월례회의 및 세미나 진행

- 2016년 3월부터 월례회의 및 세미나 진행함.

○ 4월 월례세미나 (4/4,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제 : 해비타트 3차,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해비타트Ⅲ의 국제적 동향과 의미에 대한 주 발제(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후, 

주거 단체별 해비타트Ⅲ의 의미 및 활동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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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월례세미나 (5/2,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제 : 해비타트Ⅲ, 주거권 운동의 요구와 방향

- 현 시기 주요 의제인 심각한 주거비 부담문제에 대한 발제(참여연대 이강훈 변호

사)와 주거권운동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발제(주거연합 유영우 이사)를 통해, 해비

타트Ⅲ를 준비하는 주거권운동의 의제와 방향을 논의함.

○ 6월 월례세미나 (6/27,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UN-HABITATⅢ 주거권 의제 공개 세미나 :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

권 강화 운동(대만 사회주택연맹 펑양카이(彭揚凱) 초청 세미나)

- 대만의 민달팽이운동, 새둥지운동 등 주거권 운동의 시민 직접행동 조직과 정책 

대응 활동을 통해, 주요 선거 시기 주거문제를 주요의제로 이끌어낸 운동 전략과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④ 관련 국제 활동

○ 해비타트Ⅲ, 아시아 지역회의 참석 (2015.10.21.~22 / 자카르타)

○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 참석(2016.7.2.~4 / 타이베이)

- 10월 해비타트Ⅲ 본회의 기간에, <국제 강제퇴거 법정>을 세계 시민사회 진영에

서 준비 중이며, 이에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을 통해 세계 법정에 사례 접수 예

정임.

 -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에 한국 강제퇴거 사례(용산참사, 남5가 쪽방퇴거)를 한

국 민간위(준)이름으로 제소하고, 참석함.

⑤ 해비타트Ⅲ 관련 세미나 공동주최 및 토론 참여

○ 6차 주거복지 컨퍼런스( 2015.12.5/ SETEC)에서, 해비타트Ⅲ 세션 운영, 토론회 

공동 주최함.

○ 2016 대한지리학대회(2016.6.24./ 한국과학기술회관), 해비타트Ⅲ 특별 세미나 운

영, 공동 주최함.

○ 인간도시국제포럼 1차 사전 워크숍(2016.4.29./수원화성박물관, 지속가능발전센터 

주최) 토론 참여.

○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해비타트Ⅲ와 한국도시정첵 과제, 토론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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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활동 보고

○ 관련 자료 번역 및 공유

- 본회의관련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등 번역 및 참여단체에 공유함.

○ 교육사업 진행 (4월 21,22,29,30일, 4차 교육실시)

- 주거관련 통계자료 분석 교육을 민간위(준)와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함.

○ 주거비 부담증가 실증 보고서 발간 (2016.3.7.)

- <박근혜 정부 3년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증가 실증 보고서>를 민간위(준)으

로 발간함.

○ 무주택자의 날 기자회견 공동 주최(2016.6.2. / 국회앞)

- 6.4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해, 한국의 전월세 문제 등 주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

자회견을, 민간위(준)와 주거권네크워크 공동 주최함.

○ 웹페이지 제작

- 해비타트Ⅲ 관련 자료 공유를 위한 웹페이지 제작. http://habitat3.tistory.com

⑦ 해비타트Ⅲ, 본회의 준비 관련 경과

○ 한국민간위, 본회의 참석자 관련 준비

- 현재, 주거 그룹 22명+a, 지방의제 그룹 22명 등 총 약 50명의 민간위원들이 참

석 예정임.

○ 한국 민간위, 사이트 이벤트 / 네트워킹 이벤트 준비

- ‘국제 주거권 의제 관련 네트워킹 이벤트’ 준비 중임. (민달팽이유니온 담당) 

- 지방의제 관련 사이드 이벤트 준비 중. (지방의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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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

1) 공동 활동 목표: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① 국토부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과정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②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국가보고서 발간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③ 지방정부의 신도시의제 이행 보고서 작성 의무화 요구

④ SDGs 국가이행체계 연계

⑤ 해비타트Ⅰ,Ⅱ 의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국내이행 평가와 이행 확보를 

위한 정책적 요구

⑥ 참여 단체 및 그룹 간 정보 교류·학습, 국내·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향후 활동계획

① 공동 성명서 작성(신도시의제 이행체계 관련)

② 입장문서(보고서 형식) 발간 : 개요(전문)(SDGs+신도시의제 연관성, 국제기본원

칙, 협약내용),현황, 문제점, 제언 

③ 민간위 본조직 발족시 : 7월 19일(화)

④ 워크숍 및 평가회의 : 9월(사전워크숍), 11월(평가회의)

⑤ 본회의 준비 3차회의 PrepCom3 (7월25~27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모니터링 : 

국제시민사회 그룹 활동동향 및 계획 체크, 정부 모니터링

⑥ 10월 도시의 달(Urban October) 기념 해비타트 III 기자회견 및 공동 퍼포먼스

   : 세계 주거의날(10월 첫 월요일), 세계 도시의 날(10/31)

⑦ 10월 본회의 참석 : 사이드 이벤트, 네트워크 이벤트 개최, 현장활동 내용 공유

(뉴스레터 발행, 현장 성명서/액션) 등

3) 한국민간위원회 조직구성안(의사결정 및 운영구조)

① 운영위원회

- 해비타트 III 본회의 참석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 의사결정단위

- 공동운영위원장 : 신남균(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유영우(주거연합), 임경지(민달팽

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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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참여단체

- 해비타트 III 회의 참석은 하지 않으나, 주요논의 사항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참여

의사 단체

③ 사무국

※ 한국민간위원회 참여(제안)단체 명단(40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4) 재원

○ 재원 현황 보고 및 분담분 논의

- 9월 사전워크숍, 11월 평가회의 비용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협력

- 자료집: 한국민간위(주거, 지방의제)

- 번역, 통역비: 1명(지방의제)+1명

- 본회의참석 경비: 한국민간위(주거, 지방의제 각자 해결)

- 기타 일반재정은 한국도시연구소 지원

5) 활동기간 : ~2016. 12월

- 이후 공동대응 논의는 11월 평가회의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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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SDGs와 2030 SDGs와 

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New Urban Agenda)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와 신도시의제 읽기 세미나

2016.6.9.(목) 19:00~21:00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실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kicsd.re.kr@gmail.com 

mailto:kicsd.r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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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순서글 순서

◆ 2030 SDGs와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적ㆍ운동적 의미  ... 02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개요

- 2030 SDGs 이행 체계

- 2030 SDGs와 지역차원에서의 정책적ㆍ운동적 의미

◆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배경 및 주요내용 ... 11

- ‘유엔 해비타트 III’의 역사적 배경

-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개요

- 신 도시의제의 기본 개념 : ‘도시에 대한 권리’

- ‘해비타트 III’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

-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의 시사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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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SDGs와 2030 SDGs와 2030 SDGs와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적ㆍ운동적 의미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적ㆍ운동적 의미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적ㆍ운동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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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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C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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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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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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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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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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UN-Habitat 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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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 및 파트너십 제도화 및 모니터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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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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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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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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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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매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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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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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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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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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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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진, 호주 스토닝턴 등 여러 도시에서 도시권 개념에 바탕을 둔 도시 헌장과 도시 조례들이 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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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생

존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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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비

타트에서는 자본주의체제를 전제하는 온건한 입장에서 신도시의제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

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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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제도에

서 사회권이 강화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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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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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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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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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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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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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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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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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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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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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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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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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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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도시 교통인프라 기금 조성, 재원확보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기구 설립

    <통계>

    ① 객관적, 보편적(비교 가능한) 데이터 기반

    ② 지방, 국가, 국제차원의 데이터 및 지표 구축

    ③ 참여적 데이터 플랫폼 강화(정보공개,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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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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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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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1)

▶ 키워드 : 주거 및 기초서비스, 교통, 참여적 도시계획, 문화유산, 자연재해 위기관

리,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공공공간, 도농연계, 재난위기관리시스템, 개도국 지원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지불가능한 주거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불가능하며, 접근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제공. 즉,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확대와 도로 안전성을 개선.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

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노력 강화.

11.5. 2030년까지 물 관련 재난으로 인한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사망 및 피해자 

수와 지구 총생산(GDP)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축.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해 1인당 부정적인 도시 환경영향을 저감.

11.7. 2030년까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이

고 보편적인 녹지공간 및 공공공간의 제공. 

11.a. 국가개발계획, 광역개발계획을 통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활성화 지원.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 복원력에 대한 통합적

인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 재난위기감

소 센다이체계>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종합적인 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개발∙이행.

11.c. 지역 현지 재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

록 재정 또는 기술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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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1.1.1. 빈민촌, 비공식 주거 또는 부적절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구 비율.

11.2.1.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구별 통계).

11.3.1. 인구성장률 대비 토지소비율.

11.3.2. 도시계획 및 관리 과정에 정기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의 직접

적 참여구조가 있는 도시 비율.

11.4.1. 모든 문화자연유산의 보호, 보존에 대한 1인당 총지출비용(공공, 민간). 유산의 

형태(자연, 문화, 복합, 세계문화유산등록지역), 정부수준(국가/광역/기초), 지출

형태(운영지출/투자), 민간재원조달 형태(기부금, 비영리부문, 후원금)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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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 지구 총생산(GDP) 연계하여, 주요 기반시설 손상 및 기초서비스 붕괴 등 직

접적인 재난 경제적 손실액.

11.6.1. 도시 총 폐기물 배출량 대비 정기적으로 수거되는 도시 고형폐기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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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 도심 내 평균 공공공간 부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구별 통계).

11.7.2. 1년간 신체 폭행, 성희롱 피해자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발생장소 

구별 통계).

11.a.1. 도시규모에 따라 인구전망과 자원수요를 통합하여 수립한 도시 및 광역개발

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의 거주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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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1.b.2. 국가 및 지역 재난위기감소 전략계획을 수립한 국가 수.

11.c.1. 지역 현지 재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이며 복원력 있는 건물의 

건설과 개보수를 하려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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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
[ 2004.7~2005.9. 아메리카사회포럼, 세계도시포럼, 

세계사회포럼에서 채택]

아메리카 사회 포럼 –퀴토(Quito)-2004년 7월

세계 도시 포럼 -바르셀로나 -2004년 10월

세계 사회 포럼 -포르토 알레그레 -2005년 1월

바르셀로나 회의를 위한 재수정 -2005년 9월

황진태(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수현(세종대학교 석사과정) 번역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감수

전문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전문가들

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화율이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는 방대한 경

제적ㆍ환경적ㆍ정치적ㆍ문화적인 부(富)와 다양성을 가진 잠재력 있는 영역이다. 도

시적 생활방식은 우리 인류가 땅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잠재성들과는 달리, 대다수 빈곤한 국가들에서 시행된 발전 모

델은 가난과 배제를 발생시키고, 환경 악화를 유발하며, 이주와 도시화 과정들, 사회

적ㆍ공간적 격리, 공공재와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소득과 권력의 집중 

경향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가난, 불확실한 상황, 자연재해

에 대한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방대한 도시 지역의 확산을 촉진한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거주민들에게 동일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인종적ㆍ성별ㆍ연령의 특성들로 인

하여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들을 박탈당하거나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

여한 공공 정책들은 도시와 시민의식(citizenship)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거

주 과정에서 수행한 공헌을 무시하기 때문에 도시의 삶에 유해하게 작용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 야기한 심각한 결과는 대대적인 퇴거, 격리 및 차별 그리고 사회적 공

존의 악화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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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도시 투쟁들이 촉발하는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지만 도시 투

쟁들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투쟁들은 파편화되어 있어서, 

현재의 발전모델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현실과 경향에 대응할 필요에 직면하여,2001년 제1차 세계 사회 포럼 이후 도

시의 단체들과 사회 운동 집단들은 연대, 자유, 공정, 존엄성, 사회정의의 원칙 그리

고 상이한 도시문화와 도시와 지방간의 균형을 존중하는데 기반을 둔 사회와 도시 

생활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 이후, 대중운

동, 비정부기구, 전문가 집단, 포럼과 전국적, 국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통합 집

단이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투쟁에 헌신하

였고,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의 수립을 추진해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도

시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기 위하여 헌장은 시민사회,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국회의

원, 국제기구들에 의해 상정된 약속과 수단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주택과 동네에 근거한 민중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부터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은 도시들과 지역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시와 그 주변 농촌 수준에서 삶의 질까지 포함

한다. 이는 광역 지역 및 국제적 인권 조항에서 보장하는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

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권리의 증진, 존중, 보호와 이행의 새로운 방법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도시와 그 주변 농촌에서는, 이러한 권리들과 이들 권리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의무가 

거주민들의 상이한 책임과 상이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요청될 수 

있다. 이 때 요청되는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책임의 정의로운 분배, 

도시와 재산의 사회적 기능의 이행, 도시 수입의 분배, 모든 시민들,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토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민주화를 

증진하는 형태이다.

이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이 갖는 가장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는, 이것이 도

시적과정, 정당성, 투쟁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헌장이 이 새로운 인권의 충분한 효력과 효과를 나누는데 관심을 가진 공공, 사

회,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들과 매개될 수 있는 발판으로서 

구성되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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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일반 조항

1조. 도시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성별,나이,건강상태,소득,국적,민족,이주상황,정치적,종교적,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우며, 본 헌장에서 밝히는 원칙과 규범에 따라서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2. 도시에 대한 권리는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공정 그리고 사회정의의 원칙에 따라 

도시의 동등한 사용권으로 정의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유로운 자결권과 적절

한 생계기준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 거주민들의 습관과 관습에 

기반하여 도시 거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행동과 조직

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집합적 권리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공인된 인권과 상호의존적이며, 따라서 국제 인권조약에서 이미 규정된 모든 시민

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공정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노조 설립 및 가입 권리, 사회안전, 

보건, 깨끗한 음용수, 에너지, 대중교통 및 여타의 사회 서비스를 누릴 권리, 음

식, 옷, 적절한 거주지를 누릴 권리, 양질의 공교육, 문화, 정보, 정치참여, 평화로

운 공존, 정의에 대한 접근의 권리, 사람들을 조직하고, 규합하고,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소수자들, 민족, 인종, 성적 및 문화적 다양성과 이

주자들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또한 도시와 지방은 도시가 제공하는 자원, 부, 서비스, 재화와 기회들의 공정하

고, 보편적이고,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분배와 향유를 보증하는 수단

으로서 집합적 권리들이 실행되는 공간과 장소다. 그리고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

는 발전할 권리,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 자연자원을 향유하고, 보전할 

권리, 도시계획과 관리과정에 참여할 권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3. 도시는 모든 거주민들이 소속된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공동의 공간이다.

4 .이 헌장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는 제도적으로 시(municipal)또는 대도시

(metropolitan)의 특성을 갖춘 지방정부 단위로 조직된 모든 대도시, 마을(village),

읍(town)을 의미한다. 도시는 도시화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 영역의 일부를 구성

하는 농촌 또는 반(半)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공공 공간으로서 도시는 정부 당국, 

입법 및 사법기구, 제도화된 사회 참여 단체들, 사회운동 및 조직 그리고 지역사

회 일반 등과 같은 도시의 관리에 개입하는 기구들과 행위 주체들의 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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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헌장의 효력을 위하여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으로 간주된다.

6. 도시는 중앙정부와 공동책임 하에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능동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들과 입법 및 규제수단들의 채택

을 통하여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해야 한다. 나아

가 도시는 법률과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본 헌장에서 종합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입법과 다른 적절한 규정을 지시해야 한다.

2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원칙과 전략적 토대

1.시민의식 (citizenship)의 완전한 실천과 도시의 민주적 관리

1.1. 도시는 평등, 공정성, 정의의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집단적인 행복을 

보증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도시에서 연대의 의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

화적ㆍ사회적, 생태적 실현에 필요한 조건들을 찾을 권리가 있다.

1.2. 모든 사람들은 지방 공공 기관과 대중 조직들의 투명성, 효율성, 자율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직접적 형태와 대의적 형태를 통하여 공공 정책과 시 예산에 관한 

정교화, 규정, 실행, 재정 배분,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도시와 도시 자산 (property)의 사회적 기능

2.1. 주요한 목적으로서 도시는 도시가 제공하는 자원의 완전한 사용권을 모든 거주

자들에게 보장하는 사회적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즉, 모든 거주자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과 조화되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분배의 공정, 경제

적인 상호 보완성, 문화에 대한 존중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 하에 도

시는 전체적으로 도시 공동체의 편익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투자를 해야 한다.

2.2. 도시의 공적 및 사적 공간과 재화들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 문화, 환경적인 이해

관계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민주적 척도, 사

회정의, 지속 가능한 환경의 조건 안에서 도시 영역의 소유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공공정책의 공식화와 이행은 안전과 양성 평등의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균형 있는 도시 공간과 토양의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2.3. 도시는 재산의 사회적 기능의 이행을 위하여 도시의 토양과 공적 및 사적 자산

인 황무지, 유휴지, 공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을 공포하고, 

수단과 재가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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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정책의 공식화와 이행에 있어서 집단적인 사회적, 문화적 이해관계는 개인

의 재산권과 투기적인 이해관계에 우선한다.

2.5. 도시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도시규범의 

채택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적, 재정적, 공공적 

지출정책수단의 적용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과 민

간 비즈니스 위주의 공공투자에 의해 발생한 막대한 이윤 (가치 상승)은, 불확

실한 조건과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권리와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평등,차별 금지

3.1. 이 헌장에서 표명한 권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3.2. 도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환경(Rio 

de Janeiro1992), 여성 컨퍼런스(Beijing1995), 해비타트 Ⅱ 컨퍼런스

(Istanbul1996)등에서 표명된 도시의 여성을 위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정책의 이행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자원은 앞서 말한 정책들의 실효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으로부터 할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이행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 및 양적, 질적 지표를 확립해

야 한다.

4.취약한 상황에 놓인 집단과 사람들의 특별 보호

4.1.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과 사람은 보호, 통합, 자원분배, 필수 서비스의 

접근과 차별로부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본 헌장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집단들을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된다. 빈곤한 

삶 또는 환경위험(자연재해)의 상황에 있는 사람과 집단, 폭력 피해자, 장애인, 

강요된 이주자(난민), 망명자 그리고 각 도시의 현실에 따라 나머지 거주민들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모든 집단들이다. 이들 집단 내부에서도 우선적으

로 노인, 여성(특히, 여성가장), 어린이 집단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2. 도시는 취약집단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자유, 공

정, 평등을 제한하고, 도시에서 인간의 완전한 발전과 남성과 여성의 효과적인 

정치적ㆍ경제적ㆍ 사회적ㆍ문화적 참여를 방해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

화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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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간 부문에서 사회적 헌신

이 헌장에서 밝히는 원칙에 따라서 도시는 거주민들 간의 연대와 완전한 평등을 발

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프로그램과 경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민간 영역 행위자

들의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

6.연대 경제와 혁신적 과세 정책의 증진

도시는 사회정책들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원과 기금의 공정한 분배를 보증하는 사회

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과 혁신적 과세 체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치적ㆍ경제적 조

건들을 증진하고, 중시해야 한다.

PartⅡ - 시민권의 실현과 도시의 계획, 생산, 관리의 참여에 관한 권리

3조. 도시의 계획과 관리

1. 도시는 공공정책과 예산의 계획, 정교화, 승인, 관리와 평가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시민들에게 폭넓고 직접적이며 동등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형태와 

공간을 열어야 한다. 입법 제의와 도시개발계획에서 조합기구, 청중, 회의 그리고 

공청회와 토론의 운영과 주민발의제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법적 기구들의 기본 원칙에 맞춰서 도시는 부패에 맞서 조정되고, 효과적인 정책

들을 공식화하고 적용해야 하며,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법의 효력의 원칙들, 공공

업무와 재화, 청렴함, 투명성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관리를 반영해야 한다.

3. 투명성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는 정부, 지역, 국제인권단체와 그 밖의 조

직들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효과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행정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4조.주거지의 사회적 생산

도시는 제도적 수단을 수립하고,개인이나 가족 또는 조직화된 집단적인 노력을 통틀

어 자주 관리 (self-managed)과정에 입각하여 주거지와 주택의 사회적 생산의 다양

한 양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계획적,기술적,교육적 수단들을 개

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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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1. 도시는 거주지의 도시개발과 자연, 역사, 건축, 문화, 예술 유산의 보호 간의 균형

을 보장하는 도시-환경 계획, 규제와 관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분리 및 차별과 

영역적 배제를 막고, 거주지의 사회적 생산을 우선시하며, 도시와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도시는 통합되고, 평등한 도시를 육성할 수단

을 채택해야 한다.

2. 도시계획과 부문별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들은 공공 공간의 특성상 도시 안전

(urbansecurity)으로 통합돼야 한다.

6조.공공 정보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도시정부, 입법 및 사법기구와,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업 및 민

간 혹은 민관 혼합 기구와 관련된 모든 단체의 행정 및 재정 활동과 관련하여 적

절하고 완전하고 신뢰할만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각 정부 또는 민간 부문은 시민이 요청한 정보가 없다면 최소한의 시간 안에 그

들의 법적 권한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생활에 관한 개인의 권리에 한해서 제한된다.

3. 도시는 모든 사람이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공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항은 모든 인구가 새로운 정보기술, 이용, 

주기적인 갱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도록 발전해야 한다.

4. 모든 사람 또는 조직된 집단들과 특히 주택과 다른 거주의 요소들을 직접 생산하

는 사람들은 주거에 적합한 땅의 이용가능성과 위치, 도시에서 진행 중인 주택 프

로그램과 이용가능한 지원수단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7조.자유와 고결(integrity)

모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고결할 권리를 갖는다. 도시는 모든 사람

이 어떤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보호를 만드

는 데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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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정치적 참여

1. 모든 시민들은 자유와 대의제의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도시계획의 지역정책, 생산, 

쇄신, 개선, 관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 지역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도시는 자유에 대한 권리, 대의제의 민주적 선거, 국민투표와 국민입법이니셔티브

의 실현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회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

야 한다.

3. 도시는 도시의 공공정책을 책임지는 직책과 직위에 지역에서의 여성과 소수집단의 

대표(representation)와 정치참여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9조. 집회, 결사, 표현할 권리와 도시 공공공간을 민주적으로 사용할 권리

모든 사람은 집회 결사 및 자신들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도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10조. 정의(justice)에 대한 권리

1. 도시는 모든 사람의 법과 정의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2. 도시는 조정, 거래, 중개, 중재의 공공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그리고 노동 갈등의 결의안을 촉진해야 한다.

3. 도시는 공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취약 인구집단을 위한 특별 정책의 설립과 무료 

국선변호 체계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

11조. 공공 안전과 평화, 연대, 다문화 공존에 대한 권리

1. 도시는 공공 안전, 평화로운 공존, 공동의 발전 그리고 연대의 실현을 위한 조건

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의 도시의 완전한 

사용권, 다양성 존중과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2. 공권력의 주요 임무에는 시민들의 권리존중 및 보호를 위한 것들을 포함한다. 도

시는 관할 하에서 공권력이 법과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에서 무력사용을 엄격히 

사용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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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발전에 대한 권리

12조. 물에 대한 권리, 가정 및 도시 공공서비스의 접근과 공급에 대한 권리

1. 도시는 다른 공공 기관 혹은 민간 기구들과 공동의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별 그리

고 국제적 권리에 의해 세워진 법적 틀에 따라서 음용수, 위생, 폐기물 처리, 에

너지와 전기통신 서비스 그리고 보건, 교육, 생활필수품의 보급, 여가와 관련된 시

설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2.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시는 이 헌장이 채택되기 전에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

었더라도 취약한 사람 또는 집단들과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사회적 요금과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3. 도시는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재정 감시에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공공서비스가 

인구와 밀접한 수준의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

스들은 법적 관리하의 공공재로 간주하여 서비스의 민영화를 지양해야 한다.

4. 도시는 공공 혹은 민간 기구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특히 품질 관리,비용 산정)

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13조. 대중교통과 도시 이동에 대한 권리

1. 도시는 도시와 도시 간 교통순환계획 및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체계를 통하여 모

든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이동과 순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합리적 비용

과 상이한 환경적, 사회적 필요(성, 나이, 능력 등)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2. 도시는 영구적이거나 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친환경 이동수단의 사용을 장려하고, 

유동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3. 도시는 건축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동과 순환 체계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며, 

모든 공공 및 공용 건물과 작업장, 레저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14조. 주거에 대한 권리

1. 도시가 가진 권한 내에서 도시는 모든 시민에게 주택에 대해서 소득에 따른 적당

한 주택비용, 적절한 생활조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위치에 입지하고, 거주민들의 

문화적, 민족적 특성에 맞추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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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는 적절한 주택 공급과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 시설을 촉진하고, 토지와 주택

취득을 위한 보조금과 재정 프로그램, 보유 양성화(tenureregularization)1)를 제정

하고, 위태로운 동네와 비공식 정착에 대한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3. 도시는 주거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의 수립에서 취약집단에게 우선권을 보장하

고, 명확하게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금융 및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4. 도시는 토지와 주택분배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공공정책에서 시민의 지위

와 관계없이 여성의 소유권 서류 발급 및 소지, 등록을 보장해야 한다.

5. 도시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와 공공임대주택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6. 개별적으로 커플 또는 가족집단으로서 모든 노숙자들은 혁신적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하여 적절한 주택을 가질 권리의 효과적 이행을 당국

에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확실한 주택 해결책을 제공할 정부의 의무는 유지되

며, 보호소와 간이숙박시설은 일시적인 긴급조치로서 채택되어야 한다.

7. 모든 사람은 법적 수단을 통해 주택점유 보장의 권리를 가지며, 퇴출, 수용이나 

강제, 임의적인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시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리위원회의 일반논평7(GeneralCommentN°7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and Cultural Rights)에 따라서 폭리 획득, 강제 퇴출, 주택

임대료 가격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도시는 본 헌장에 포함된 주거권과 관련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변호와 업무를 맡

는 사회기구들과 운동단체를 직접적인 대화자들로서 인정해야 한다. 취약하고, 배

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상당한 관심, 증진, 

지지를 기울여야 한다.

9. 이 조항은 가족, 집단, 소유권 없는 입주자, 노숙자, 주거환경이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유목민, 여행자, 집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15조.근로(work)의 권리

1. 중앙정부와 공동의 책임을 갖고서 도시는 가능한 수준에서 완전고용 달성에 전념

해야한다. 또한 도시는 영구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

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재훈련을 증진해야 한다.

1) 보유 양성화(tenure regularization)는 토지 관리 당국이 허가받지 못한 비공식 정착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주로 슬럼지역에서 실시되며 기본적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등의 주요 시설을 설치하고, 거주민들의 보유

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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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는 소년, 소녀들이 유년 시절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노동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증진해야 한다.

3. 도시는 다른 행정부처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

이 노동문제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4. 도시는 탁아소 설치와 다른 수단을 통해 고용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적절한 시설

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접근을 증진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는 여성가장과 취약집단이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도시주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을 만들어야 한다.

5. 도시는 저소득층과 실업자가 하는 비공식 상행위의 혁신적 통합을 증진해야 하고, 

비공식 상행위에 대한 철거와 탄압은 피해야 한다. 비공식 상행위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을 도시경제에 편입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16조.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도시는 에너지 보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경사지의 복구, 녹지지역의 확산과 보

호를 지지하는 조치들과 더불어, 오염되고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환경보호지역의 

점유를 막는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2. 도시는 자연, 역사, 건축, 문화, 예술과 같은 유산을 존중하고, 쇠락지역의 회복 

및 재건과 도시시설을 증진해야 한다.

Part4.최종 조항

17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증진, 보호,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

1. 국제기구와 국가, 주(州)정부, 광역 지역 정부, 대도시 정부, 시(市)정부, 지역 정

부들은 본 헌장에서 명시된 권리와 함께 국제 인권 체계와 각 나라에서 유효한 

소관 체계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들의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

환경적 인권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변호할 책임이 있다.

2. 이 헌장에 포함된 권리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 헌장에서 언급한 원칙과 방향 혹은 해당 국가에 적용 가능한 국가적ㆍ국제적 인

권 규범에 어긋나게 적용한다면, 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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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침해는 해당 행위에 대한 배상/취소 또는 침해를 초래한 누락에 대한 필

요한 조치의 이행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앞서 말한 교정 수단들은 침해로부

터 비롯된 부정적 효과나 손해로부터 이 헌장에 포함된 모든 시민을 위한 인권의 

효과적인 증진, 존중, 보호와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치유/복원되는 것을 보장

해야 한다.

18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

1. 도시는 본 헌장에 맞춰 모든 사람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청

되는 규제 수단을 즉각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도시는 규제의 검토과정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도시는 헌장에서 밝히는 법적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

2. 도시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이와 상응하는 의무와 관련된 모든 공공 단체

들을 대상(특히, 도시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기구에 

고용된 직원들)으로 인권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3. 도시는 모든 교육 센터와 대학에서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교육과 사회화를 증진해야 한다.

4, 도시는 거주민들과 함께 헌장의 원리와 규범들에 기반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젠더 구분을 포함한 '도시에 대한 권리 지표(righttothecityindicators)'

라는 효과적인 체계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

5. 도시는 헌장에서 밝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수준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모니

터해야 한다.

19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위반

1.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위반에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방해, 거부, 곤란이나 

불가능을 초래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위반 행위, 누락, 입법적, 행정적, 법적 조

치와 사회적 행위들이 있다.

- 이 헌장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

- 도시 관리에 있어서 모든 거주자들, 특히, 여성과 사회집단의 집합적인 정치참여

- 도시 관리의 일부를 형성하는 참여 과정에 의거한 결정과 우선권의 이행

- 거주민들의 관습에 바탕한 문화적 정체성의 보호, 평화로운 공존, 주거지의 사회적 
생산, 사회 및 시민집단들, 특히, 취약집단과 장애인들의 의견표명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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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위반 행위와 누락은 프로젝트, 프로그램, 계획의 정교화

와 집행을 하는 행정의 영역과 법률제정, 공공자원의 통제와 정부의 활동이 이뤄

지는 입법의 영역, 도시에서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동의 갈등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결정을 다루는 법률의 영역에서 초래될 수 있다.

20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요청

모든 사람들은 이 헌장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와 관련한 행정적, 법적 자원을 효과

적이고, 완벽히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을 향유하지 않

을 권리도 포함된다.

21조.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과 관련된 약속

Ⅰ- 사회 네트워크와 조직의 약속

1. 도시에서의 위엄 있는 삶을 위하여 사회운동과 비정부 네트워크의 투쟁을 진전하

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사회포럼의 맥락에서 이 헌장을 대중들에게 널

리 알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증진한다.

2 .도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발판을 형성하고, 권리의 구성에 기여한 국내외 경험

을 알린다.

3. 인권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인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 헌장을 유엔기구나 지역 기구에 제시한다.

Ⅱ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약속

1. 이 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시한 제도적 틀을 정교화

하고, 증진하고, 도시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행동계획을 긴급히 

공식화한다.

2.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동

반한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3.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구성에 기여할 인권조약과 그밖에 국내외 기구들의 비준과 

적용을 증진한다.

Ⅲ - 국회의원의 약속

1. 도시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과의 협의를 증진하

고, 로비활동을 실시하며,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와 중앙 및 지방정부들의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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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의 인식과 채택을 진전시킨다.

2. 본 헌장에서 밝히는 내용과 국제인권기구들에 따라서 인간적인 도시에 대한 권리

를 인식하고, 중시한 법을 정교화하고, 제정한다.

3. 본 헌장에 담겨진 내용에 특히 주목하여, 국제적인 의무들을 중앙 및 지방의 법적 

틀과 결합하는 것을 적절하게 맞추도록 한다.

Ⅳ - 국제기구의 약속

1. 캠페인,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정부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

도록 하고, 본 헌장에 담겨진 의무들을 정부가 고수하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전문

적인 출판물의 증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

2.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구축에 기여할 인권조약들과 그 밖의 국제 및 지역기구들의 

적용을 모니터하고, 증진한다.

3. 본 계획안의 논의를 촉진할 유엔기구 산하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들의 참여공간을 

열어둔다.

모든 사람들,시민사회단체들,지방정부들,국회의원들과 국제단체들은 새 천년에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의 통합, 채택, 

보급과 이행 과정에서 지역, 국가, 권역, 지구적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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