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시계획 헌장 시민참여단 토론회 결과

- 서울 도시계획 헌장 만들기 제1차 열린회의 -

□ 회의개요

○ 일 시 : ’14. 12. 12.(금) 19:30∼22:3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논의주제 : 도시와 시민, 도시공간구조

○ 참 석 : 100여명

- 시민참여단, 미래세대참여단, 청년서포터즈, 제정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개인차원의 발상이 공동의 논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제별 논의 진행

- 태그클라우드 및 전문가 발제 등을 참조하여 개인별로 3개 키워드를 선택

하고 그 이유를 개별적으로 발표

- 조별로 키워드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어 참석자 모두와 공유

- 내용상 공통점을 가진 조별로 연합하여 문장 재구성 및 최종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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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결과

【도시와 시민】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 주민의 역할은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개방과 포용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의

소통, 공존을 이끌어내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1조+7조)

-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미래

도시를 창조하는 과정이다.(2조+3조)

- 다양한 구성원이 다함께 배려와 존중을 통한 민주적 과정으로 의견을 수렴

하는 공존의 도시. 미래세대를 위한 경쟁력 갖춘 지속가능한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4조+8조)

-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구성원에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중요하다.(5조+6조)

【도시공간구조】

토지자원과 교통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래의 서울은 어떠한 공간구조를 가져야 할까요?

- 미래 서울은 지역, 계층, 세대, 기능 간 균형과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1조+3조)

-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균형잡힌 연결망과 입체개발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및 도시공간구조를 디자인 한다.(2조+5조)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은 효율적인 도시공

간구조를 추구해야 한다. 밀도와 높이가 조화롭고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운

경관구조를 담아야 한다. 도시공간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다양한 색깔이 있는

도시공간구조를 추구한다.(4조+7조)

- 지역별(도심과 부도심)기능이 분담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 및

교통체계와 입체개발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6조+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