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 모여:
지구적 과제를 지역적 해법으로

2006 ICLEI 세계총회
지자체 관계자를 위한 회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 2006 년 2 월 27 일(월요일) ~ 3 월 3 일(금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CLEI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유럽: 아테네
북미: 뉴욕
라틴 아메리카: 리오데자네이로
아시아: 서울
오스트랄라시아: 시드니

친애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2006 년 2 월 27 일 월요일부터 3 월 3 일 금요일까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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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전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6 대회는 기조발표, 보고검토, 워크숍, 연대행사(networking events), 현지방문,
전시회 등으로 다이내믹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Local Action
21 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지자체 경험사례를(평화롭고 활기차며
튼튼한 커뮤니티 건설; 빈곤완화;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예방, 수자원 관리와
같은 지구 환경적 활동; 환경 공존적 자원조달 및 관리 방안 등) 나누게 됩니다.
세계대회는 모든 ICLEI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럼 케이프타운에서 뵙겠습니다!
Amos Masondo
요하네스버그시장
ICLEI 회장.
Konrad Otto-Zimmermann
ICLEI 사무총장

케이프타운에 관하여
케이프타운은 어떤 행사에도 이상적인 장소가 될 만한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시설, 모험가들의 명소, 야생이 살아있는 자연, 수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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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케이프 타운에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호되는 컨벤션 장소이며,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기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그림엽서에서나 봄직한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놀랍도록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여 언제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 알프레드 워터프론트, 테이블 마운틴, 케이프 포인트(전설과
신화의 무대) 등의 명소들과, 와인 애호가의 천국인 와인랜드, 말을 잊게 만드는
커스텐 보쉬 수목원, 그리고 로벤 섬으로의 가벼운 보트여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부의 불균형, 자연 파괴적 소비행태 등은 세계의
문제인 동시에 이 도시가 당면한 지역적 과제로서, 케이프타운은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프로그램,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고에너지 효율의 설비 공급(태양열온수기 등),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원 활용,
물수요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곤완화에 특히 초점을 맞춘 환경 공존적인 지역계획을 논의하고 교환하는 자리를 제공.
● 지자체간 세계적 협력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자체간 협력 증진.
● 진척상황 검토, 당면과제 확인, 향후 ICLEI 의 계획 및 실무에 관한 논의.
● 환경공존 발전을 위한 2002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 따른 새천년 발전계획의 진척상황 평가
● ICLEI 회원 지자체들과 여러 협력파트들(국제연합기구, 재무기관, 기부자, 업계관계자, NGO
및 환경공존을 목표로 하는 기타 파트너) 간의 교류 기반 제공.
● 2007-1212 ICLEI 전략 채택.

프로그램 개요

주제

2006 년 2 월 27 일 월요일

● Local Agenda 21 - 지방 및 도시의 환경 공존적 운영

시장주최 리셉션

● 기후변화 방지
● 수자원관리
● 생물다양성 보호

2006 년 2 월 28 일 화요일

● 환경공존을 위한 관리방안

ICLEI 만찬

● 환경공존적인 (자원)조달

연관된 문제
● 빈곤완화
● 성(gender)과 환경공존
2006 년 3 월 1 일 수요일
각종 전시회

● 교육 및 역량 배양
● 새천년 발전목표
● 환경공존 발전을 위한 2002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플랜

특별행사
● 케이프 타운 현지 방문
2006 년 3 월 2 일 목요일

● 시상식

아프리카식 피로연

● ICLEI 비즈니스 회의
● 대회 전후 관광(프로그램에 포함됨)

교류를 위한 포럼
● 워크샵 및 소그룹 논의
2006 년 3 월 3 일 금요일

● 지역(regional) 그룹 미팅
● 의견 교환식 전시회
● 전문가 및 파트너들과의 연대

케이프타운 시장의 인사말
2006 ICLEI 세계대회와 같은 뜻 깊은 행사를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지자체 대표 분들이 케이프타운을 느끼며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의 제목처럼, 풍요한 천연자원과 인류 공통의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에 모여, 우리는 지구와 인간을 위한 환경공존의 계획과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Local Agenda 21 및 기후 보호 캠페인을 통해 케이프타운과 ICLEI 는 오랫동안
유익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이러한 관계에 힘입어 환경
공존적 전략의 아프리카 리더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최초의 남반구
총회를 앞둔 지금, 우리는 ICLEI 와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케이프타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아이들(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으로서의 환경 공존적인
도시.
● 성적, 인종적 차별이 없는 관용이 넘치는 모두의 도시.
● 도시사회의 혜택을 모든 이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열린 도시.
2006 ICLEI 세계총회는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위해 참으로 유익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케이프타운에만 국한된 혜택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함께 누릴 열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아프리카에 모여 세계적
문제를 지역적 해법으로”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Nomaindia Mfeketo
케이프타운 시장

총회관련 정보
대회장소
케이프타운 국제 컨벤션 센터.
컨벤션 광장, 1 로월 롱 스트리트
케이프타운 8001, 남아프리카
www.capetownconvention.com
대회에서 사용될 언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한국어 혹은 일본어 - 등록자수에 따라 결정)
등록
등록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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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시의 관심분야를 사전에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world.congress@iclei.org).
환경을 생각하는 세계대회
2006 년 세계대회는 자원소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될 것입니다.
이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급적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 회의는 향후 ICLEI 회의들의 환경적 표준이 될 것입니다.
대회 사무국
ICLEI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ITC)
Leopoldring 3, 79098 Freiburg, Germany
Phone: +49-761/36892-20
Fax: +49-761/36892-29
Email:world.congress@iclei.org
www.iclei.org/worldcongress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