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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소개
❍ 디지털 기술과 공생도시
최근 아시아 도시와 그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코비드 19 팬데믹 등과 같은 거대
하고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적 도전과 위기 속에서 엄청난 변화의 압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도태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대하고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기술-제도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뿐 아니라, 도시의 여러 행위자가 다 같이 협력하여
‘공생공락(conviviality)’을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활용과 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도시의 공생공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조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패러다임이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물론 윤리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디지털 혁신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은 인간의 신체적 장벽은 물론,
인간과 비인간, 정신과 물질의 전통적인 장벽을 해체하면서, 현대 세계의 모든 사회-경제적
이고, 정치, 문화, 윤리적인 관계와 삶의 양식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정보-통신, 교통, 에너지, 환경, 주거 등 핵심 도시 인프라의 전면적 재구성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그 자체로 도시의 발전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도시는 그곳에서 일상을 영위해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작품이며, 이들이
집단적 지성과 역량을 적절히 발휘할 때에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바람직한 활용을 통해 도시민의 역량을 더욱 강화
하고 도시민 스스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면서, 공동작품으로서의 도시를 누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도시민의 공생공락을 위한 ‘역량강화 도시(enabling cities)’ 로의 전환은 시대의 최우선 과제
이며, 이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Enabling
digital infrastructure’는 아시아의 많은 도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의 창이며, 보다
공통적(common)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인간의 잠재 능력과 사회적 역량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게 뒷받침하며, 일상생활을 균형 잡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토대로 작동할 때, 아시아 도시들은 새로운 도시사회로 전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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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한 - 아시아 도시 전문가 협력 컨퍼런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한국과 아시아가 동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와 도시
위기의 해결을 위한 연대를 회복하고 글로벌 집단지성을 강화하며 한-아시아 도시 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2022년 10월 31일 첫 번째 ‘아시아 도시 협력 컨퍼런스’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아시아 도시협력 컨퍼런스’는 도시의 공생공락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기술이 사회 구성원의 역량 개발에 어떠한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시아 도시민들이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화된 시민의 역량이 아시아 도시가 마주한 여러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적 도시로의 전환될 가능성과 방향성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거점 중핵도시가 밀집해 있는 경기
도는 제1회 아시아 도시협력 컨퍼런스의 개최지로서 의미가 깊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하나의 광역형
도시 집합체로서 경기도가 경험해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등 다각화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며 아시아 도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의 도시에 적합한 스마트 시티 발전 패러다임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공동번영의 전략을 제시
하는 글로벌 도시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시아 도시 협력 컨퍼런스의 핵심은 공생공락 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논의하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기업은
단지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 ESG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공생공락의 미래를 개척자 정신으로 이끌어갈 핵심적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가 도시민
들의 사회적 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식인, 연구자들은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생공락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정자 소임을 수행을 수 있습니다. 제1회 아시아 도시
협력 컨퍼런스는 아시아 도시민들이 공생공락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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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배경 및 목적
❍ 아시아 도시의 위기 해결을 위한 도시 분야와 기술 분야의 연대 필요
§

지속되는 도시의 위기 속에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방안 논의 필요

§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거버넌스 체계 (UN-Habitat 중점 아젠다) 실현 필요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지속
가능개발목표(SDG) 목표 17번(글로벌 파트너쉽)을 달성

❍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 사례를 아시아 협력 기회 창출 활용
§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도시 정책 현안 및 전략과제(제조 혁신, 녹색 혁신,
균형 혁신 등)를 아시아 도시 간 공유하고, 공동 문제 해결의 협력 기반 조성

§

아시아가 공유하는 문화적 배경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적합한 도시발전 패러
다임을 발굴하고 공동의 번영 전략을 제시

❍ 핵심 대도시권인 경기도의 도시발전 전략의 공유와 아시아 역내 우호 협력관계 창출
§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집단 지성을 강화하는 플랫폼 구성

§

경기도의 다양한 도시 형태를 아시아의 도시들과 매칭하고, 유형별 전략을 공동 구축
(co-creation) 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냄

❐ 컨퍼런스 개요
❍주제
§

(국문) 공생공락의 도시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시민역량 강화

§

(영문) Enabling Asian Cities: Digital Technology and Human Empowerment for Urban Conviviality

❍ 주 최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 주 관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 도시사회
센터, Xi’an Jiaotong Liverpool University
❍ 일 시 : 2022년 10월 31일(월)
❍ 신 청 : www.auacc.org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장 소 : 수원시 컨센션센터 (회의실 301~6호)
§

(오전) 회의실 301~2호 – 메인행사 :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등 진행

§

(오후) 특별세션 – 온라인 / 회의실 301~6호 – 개별세션 : 교통, 에너지, 환경, 주거 등

❍ 협 찬 : 경기관광공사, Xi’an Jiaotong Liverpoo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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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일정
시 간

식 순

세 부 내 용

역량강화 도시 : 공생하는 도시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시민역량 강화
Enabling Cities: Digital Technology and Human Empowerment for urban conviviality

[개 회 사]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기 념 사]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10:00–10:20

개회식
(`20)

[환 영 사] 이재준, 수원시장
[특별축사] 김종민, 국회의원
[특별축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특별축사] Stuart Perrin, 시안 교통 리버풀 대학교 Associate Principal

10:20–10:35

10:35–10:50

기조연설1
(`15)

“Enabling Asian Cities”

기조연설2

“People-centred smart cities in the 21st century”

(`15)

[연사] 박배균,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센터장

[연사] Paula Pennanen-Rebeiro, UN-Habitat 본부(전 ROAP)
“[국내] Smart Gyeonggi Province: Green mobility in metropolitan area”
: 경기도 대도시권 균형발전, 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연사] 경기연구원 김채만 교수

11:00–12:00

주제발표
(`60)

"[해외] Smart City as Socio-technical Transitions in Thailand“
: Khon Kean 스마트시티 사례, ‘Co-creation of smart local city’
[연사] Suradech Taweesaengsakulthai, Khon Kean City Development Co., Ltd
주제발표 Q & A

12:00–13:00

점심 (`60)

점심식사
“[라운드 테이블] Where are we for Smart Transitions of Asian Cities?”

13:00–14:15

특별세션
(`75)

: 아시아 도시 지자체와 도시 전문가들의 대담
[좌장] Bharat Dahiya, 이주현 박사
[주제] 스마트 교통, 환경, 주거, 거버넌스
[연사] 한국,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9개국 대표
“Urban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of Asia”
: 정책, 기술/사회 혁신, 거버넌스, 시사점, 협력

14:30–17:00

개별세션
(`150)

[주거] “공생공락을 위한 주거 공동체들의 혁신적인 실험들” - 서울대 아시아 도시 사회센터
[교통] “생태교통도시와 미래모빌리티” 수원시정연구원
[환경] “ICT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IUTC
[통신] “미래 연결성을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 KT 스마트시티 사업팀
[도시재생] “소도시기반의 도시재생을 통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포천시도시재생센터

17:00

폐회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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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참가연사
❍ 특별세션 연사
Name

Country

Organization

Zin Mar Aye

Myanmar

Try Socheat

Cambodia

Angelica Anabeza

Philippines

Local government of Calajo-an, Minglanilla

Digandara Waskito

Indonesia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Ministry of Trade

Souksavanh Hanephom

Laos

Pornchai Jantaworn

Thailand

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Nguyen Quang

Vietnam

Former UN-Habitat Vietnam Representative

Bharat Dahiya

Thailand

Nay Pyi Taw Development Committee,
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MIFER)
General Secretariat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Ministry of Plannning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Ministry of Public work and Transport

School of Global Studies, Thammasat University
(Former UN-Habitat R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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