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타트Ⅲ와 도시에 대한 권리
박문수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

하비타트Ⅲ와 도시에 대한 권리
Urbanity & Poverty

[도시와 빈곤]은 주로 구체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
다.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권두언에서 하비타트Ⅲ에 대하여 논의
하며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을 두고 생각합시다. 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가“동양평
화론”(1910년)을 작성한지 105년이 지나갔지만, 그 글에 제시한 한·
중·일 간의 공동 발전과 공동 안보는 아직까지 먼 것처럼 보이고 그
대신에 동북아시아의 발전은 경쟁과 군사력 긴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다행히 세계 차원에서 안중근 의사가 바랐던 인권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발전은 유엔의 1949년 인권선언문으로 하여금 그 가
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유럽 경제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두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비타트Ⅲ에 대한 정보
를 적어 놓고자 합니다. 하비타트Ⅲ는 하비타트Ⅱ(1996년, 이스탄불)
의 후속 유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1995년부터 연대를 맺어서 많은 활동가를 이스탄불로 파
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70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정도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필리핀 활동가 두 사람이 프로젝트 지원금
을 받고 아시아 각 나라에 다니면서 이스탄불 하비타트 현장에서 전시
회와 세미나, 토론회, 문화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했
기 때문이었고 둘째, 한국 내에 몇 활동가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많은
단체들의 대표들 간의 대화를 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비타트’는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즉,
유엔인간정주(停住)회의의 별명입니다. 이 회의에 공식참여자들은 각
국가 정부의 대표자들이고 그들은‘보다 좋은’정주(停住) 조건을 마
련하기 위하여 의제(議題)를 논의하고 채택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그
회의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연대를 맺기 위해서 회의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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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타트Ⅱ의 핵심 의제는‘주거권’, 즉, 적절한 주거에 살 수 있
는 기본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비타트Ⅱ가 주거권 의제
를 선택하였으나, 그 권리는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거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
라의 주거권 단체들이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법 안에 포함하도
록 노력했지만‘최저 주거 기준’개념만 주택법(제5조 2항)에 반영되
었습니다. 그 결과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민을 위한 우선지원
(제5조 3항)이라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실행은 매우 부족합니다. 정
부도 지방정부도 주거권 단체도 일반 주민들에게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책을 요청하는 주민이 거의 없었습
니다.
[하비타트Ⅲ]의 의제에 “도시에 대한 권리”, 즉, right to the
city가 포함되도록 세계의 여러 시민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거권이 적절한 집과 삶에 필요한 깨끗한 환경과 안전과 접근성 (교육
과 일자리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의
공간과 서비스와 문화 등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이며, 그 결과 모든 주민들이 존중받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시민 단체들과 주민 단체들이“세계도시포럼” (2004년 바르
셀로나)과 “세계사회포럼”(2005년 포르토 알레그로 브라질)에서“도
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World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을 마련하고 하비타트Ⅲ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채택되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은 도시들의 지속가능
성,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의 원칙 속에서 도시의 평등한 이용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추진하고 있는 두 단체의 임원들이
한국에 와서 전라도 광주에 개최된 회의에 참여한 후에, 서울에 와서
아시안브릿지 회의실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와 하비타트 Ⅲ에 대한 정
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분(Lorena Zarate)은 Habita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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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HIC)의 현재 대표(president)이고 다른 분(Eva Garcia)은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UCLG)라는 단체의 사회통
합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위원회 담당자입니다. HIC는 우리나라의
‘80년대 강제철거를 국제 차원에서 많이 항의한 단체이고, UCLG는
더 최근에 형성된 단체로서 인권과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민참여를 추
진하는“world-wide platform”으로 자처합니다. 이 두 분은 한국
도시에 관한 조사연구, 특별히 도시에 대한 권리의 상황을 알리는 연
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반드시 하비
타트Ⅲ에 핵심 관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하비타트Ⅲ에 가서 참여해야 하나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비타
트Ⅲ 참여를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서 하비타트Ⅲ에 대한 정보를 얻고(http://mirror.unhabitat.org,
www.hic-net.org, www.uclg.org), 그리고 하비타트Ⅱ 참여와 후속
작업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하비타트Ⅲ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의 참여를 위한 학습과 활동은 바로 지금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모으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 적절한 주거에 살 수 있는 기본 권리의 실현
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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