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 UCLG ASPAC 2022 업무 계획

1. 효과적인 민주 자치와 우수한 거버넌스 촉진
-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포럼 지원 및 촉진에 활발히 참여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방 정부(APLG)의 조정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적/세계적 이주 이니셔티브에 참가 및 개입
- 아시아-태평양 시장 아카데미 조직
- 시안(Xi’an)-UCLG ASPAC 국제 인재 교육 및 역량강화와 훈련 프로그램 실시

2. 삶의 질과 도시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등하고 적절한 기본 서비스
- SDS 통합 및 지자체 대상 국가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 규정 수립에
지역적 관점을 제시하는 활동 지속
- 의료 종사자의 역량 및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웨비나 실시
- UCLG ASPAC-광저우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건 서비스 협력 프로그램의 수혜 도시
에 교육 자료와 의료 장비 배포
- 공공 공간 프로그램 지속
- 방글라데시와 네팔을 대상으로 한 빌&멜린다 재단의 물과 위생 프로젝트 2단계 수행
및 아시아 지역 내 활동 확장
- 지방 통치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ToT(train of
trainers) 조직
- 아시아 태평양 지방 정부 내 여성 리더십의 현황, 난관 그리고 향후 기회에 관한 설문
실시

3. 글로벌/지역 의제 및 국가적 공약을 효과적인 현지 구현에 활용
- VLRs와 VSR개발을 포함한 LOCALISE SDGs 지속
- 파키스탄에서 VSR을 포함한 Lead for SDGs 지속
- 저탄소·탄력도시 통합 도시 기후대책 추진(Urban ACT)
- GcoM SEA 활동 추진 : 전국 및 지역 네트워킹 이벤트, 온라인 CAP 개발 교육
프로그램, GcoM 도시에 관한 온라인 지식 공유 이벤트, GCoM SEA 파트너와 협력 통화
실시
- 인권, 양성 평등 및 환경의 현지화에 관한 핸드북 배포
- SDG 7 현지화와 신규 개발 E-러닝 모듈 사용법에 관한 역량 강화 및 훈련 제공

4. 현지의 소리와 이슈를 국가, 지역, 세계적으로 통합, 승격 및 지지
- ASEAN 도시와 지방 정부의 혁신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 데이터 관리를 위한
ASEAN 시장 포럼 활동(i.g. 웹쉐어 세션), 회복력을 향한 도시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현장
지식 공유 이벤트 조직을 위한 GcoM 글로벌 지역 결합 이니셔티브와의 합작 활동 수행.
- 다음과 같은 GcoM GRC 2.0’s 활동 수행 : 복원력에 관한 대면 지식 공유 이벤트를 조
직하여 도시 회복력 캠페인을 촉진하고, 아시아 지역의 GCoM 파트너들 간의 정기적인
조정 회의를 조직하고, 활동 교류 요청을 제공하고, 기술 작업 그룹(TWG)의 지역 대표에
대한 참여를 해당 시 조정하고,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GcoM과 상통하는 지역 조치를 지
원하기 위한 접근 방식 조정.

5. 지방 정부와 도시가 COVID-19에 대항한 회복력과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동
기 부여
-

“COVID-19 대응과 회복 : 지방 정부의 역할과 행동” 에 관한 모듈을 홍보 및 보급.

- 재난 이후 지방정부 연합체 구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포괄적인 복구 및 복원력을 위한 인권 및 SDGs 현지화에 대한 합작 활동: 혼합 학습
코스

6. 2020-2025 강령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국의 업무 및 서비스 수행 강화
- 사무국 개편
- 본 회의 조직
- 신규 회원 모집(특별히 UCLG ASPAC 진행 프로젝트의 수혜자)
- 시/지방 정부 간 협력 지원 및 활성화
- UCLG ASPAC 웹 사이트, 뉴스레터 및 소셜 미디어 상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 문서화 및 강조
- UCLG ASPAC 회원국의 영향력 있는 역할 촉진의 일환으로 회원 도시/지역으로부터 얻
은 지식의문서화
- UCLG ASPAC의 러닝 플랫폼 및 지식 허브의 영향력 발휘
- 뉴스레터, e-뉴스레터, 연간 보고서, 우선순위 분야와 관련된 기타 출판물의 생산 지속
- UCLG ASPAC 소셜 미디어 채널 업데이트: 우수 사례, 이벤트 발표, 이벤트 발표자의 고
무적인 발언
- 자카르타 수도 정부 주최 세종학당 설립 지원(대구-자카르타-UCLG ASPAC 공동 사업)
- 리서치 및 UCLG ASPAC 위원회 주관 활동 지원
- MoHA 인도네시아와 합작 활동 수행
- 대구-자카르타 시 협력 지원
- 회원들의 COVID-19 관련 기부 요청 지원 (의약품)
- 파견 근무 및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 사무국 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ERP 도입
- 스태프 멤버 간 SMART KPI의 효과적인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