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2018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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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이클레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1,500여 도시 및 지

방,광역 정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What we do  

• 도시와 지역의 목소리를 글로벌 협상테이블에 전달 

•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툴 제공 

• 국제적 주창(Advocacy) 활동을 통한 지역의 행동 지원 

• 세계와 지역을 직접 연결 

© ICLEI 

© ICLEI Our vision  

이클레이의 비전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있는 전 세계 도

시들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른 도시 문제들의 충격에 대

응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발전을 이루도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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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in Globe 

In 

86 
Countries 

+700 
Million 
People 

25% of  
the global 

urban 
population 

ICLEI in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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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Korea Office 

 

ICLEI in S. Korea 

58 
Local & 
Regional 

governments 

+40 
Million 
People 

88%  

of the 
population 
in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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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approach (1) 

도시의 리더들을 연결하고, 도시의 목소리를 UN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전달 

© ICLEI 

© IC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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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arbon Action in Korea 
Since 2017 

CONNECTING 
Since 2017 

   How we approach (2) 
• 국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정책 툴 제공 



기후/에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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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협약 국내 확산 

전 세계 7,503 도시 

국내 8개 도시 

 

(2018년 1월 30일 현재, 가나다 순) 

당진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수원시, 

안산시, 인천 남구, 전주시, 창원시 
100% 재생에너지 네트워크 확대 

국내 2개 도시 (인제군, 제주특별자치도) 

GPC 국내 적용 추진 



생태교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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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통 & 생태교통 연맹 

전 세계 22 도시 

국내 2개 도시 참여 중 

(수원시, 창원시) 

도시 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평가 툴 

유럽교통주간 

(친환경교통주간) 

국가코디네이터 역할 

매년 국내 10 여 개 국내 도시 참여 



생물다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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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포럼 
2015 강원도 

2016 경기도 (푸른경기21) 

2017 인천광역시 (인천지속협) 

2018 충청북도 (충북지속협) 

생물다양성 지역실천 

 사업(LAB) & 더반서약 

가입 지자체 모니터링 

 

LAB: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더반서약: 강원, 인제, 서울, 수

원, 안산, 김포 등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ESP) 

회원활동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UNEP-10Y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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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녹색구매 이행 및 편익측정 지원 시범 사업 (2차년도) 

기        간: 2016.10 ~ 2018.09 (총 24개월) 

수        행: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협        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 동아시아 사무국 

주요 내용: 

• 순환아스콘 구매 기본 목표 설정 

• 순환아스콘 구매 활성화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 환경편익 분석 

• 사례연구 (국/영문) 제작 및 배포 

• 성과 홍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 Goals 169 Targets 
지방정부 관련(92개) 

241 Indicator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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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3년 차에 돌입 

2018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2018년 06월 18~27일 (8박 10일) 

미국 뉴욕 

 

 

SDG11번 목표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 제출(예정) 

WUF9을 기점으로 지역 연구

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보고서 

제출 예정 

 

2018 HLPF에서 점검 예정인 목표들 



2018 국외연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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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 국제회의와 연계한 국외 연수 기회 제공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 

캐나다 몬트리올 

에너지, 친환경 도시, 스마트 시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  

폴란드 카토비체, 키시에리스 

기후변화, 100%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생물다양성 

2018년 06월 18 ~ 27일  

(8박 10일) 

2018년 11월 14 ~ 23일  

(8박 10일) 

2018년 12월 5 ~ 14일  

(8박 10일) 



2018-2020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7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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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2.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도시 만들기 

3. 기후 행동 도시, 에너지 전환 도시 만들기 

4. 재난과 재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5.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만들기 

6. 생태교통 도시 만들기 

7.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도시 만들기 

2018-2020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7가지 약속 



지방정부의 실천 가속화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은 세계의 도시와 마을을 통
해 뻗어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과 도시를 만들
어 감으로써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UN Secretary General 
 

“Local is global and global is local” 



• 
지역의 실천이 지구를 바꿉니다. 

Local Action moves the world!  

www.iclei.org / www.icleikorea.org 



감사합니다 
Reach us through 

 

ICLEI Korea Office: http://icleikorea.org  

ICLEI World Secretariat: www.icl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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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leikorea.org/
http://www.icle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