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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IHI
Tērā tō waka te hoea ake e koe i te moana o te Waitematā kia ū mai rā 
ki te ākau i Ōkahu. 
Ki reira, ka mihi ake ai ki ngā maunga here kōrero, ki ngā pari 
whakarongo tai, 
ki ngā awa tuku kiri o ōna manawhenua, ōna mana ā-iwi taketake mai, 
tauiwi atu 
E koro mā, e kui mā i te wāhi ngaro, ko Tāmaki Makaurau tā koutou i 
whakarere iho ai, 
ki ngā reanga whakaheke, ki ngā uri whakatupu – ki tō iti, ki tō rahi. 
Tāmaki – makau a te rau, murau a te tini, wenerau a te mano. 
Kāhore tō rite i te ao.

Tō ahureinga titi rawa ki ngā pūmanawa o mātou kua whakakāinga ki 
roto i a koe. 
Kua noho mai koe hei toka herenga i ō mātou manako katoa. Kua ūhia 
nei mātou e koe ki te korowai o tō atawhai, 
ki te āhuru o tō awhi, 
ki te kuku rawa o tō manawa. He mea tūturu tonu whakairihia, 
hei tāhuhu mō te rangi e tū iho nei, 
hei whāriki mō te papa e takoto ake nei. 
Kia kōpakina mātou e koe ki raro i te whakamarumaru o āu 
Manaakitanga.

E te marae whakatutū puehu o te mano whāioio, 
e rokohanga nei i ngā muna, te huna tonu i ō whāruarua i ngā hua e 
taea te hauhake i ō māra kai, 
i ngā rawa e āhei te kekerihia i ō pūkoro. Te mihia nei koe e mātou.

Tāmaki Makaurau, ko koe me tō kotahi i te ao nei, nōku te māringanui 
kia mōhio ki a koe, 
kia miria e te kakara o te hau pūangi e kawe nei i ō rongo. 
Ka whītiki nei au i taku hope ki ngā pepehā o onamata, ki ōku 
tūmanako mō āpōpō 
me ōku whakaritenga kua tutuki mō te rā nei. Tāmaki Makaurau, 
tukuna tō wairua kia r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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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배가 와이테마타 물길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오카후에 다다를 수 있기를 
그 곳에서, 산들과 그 곳에 묻혀있다는 보고들을 맞이하고 
무수한 시간과 함께한 밀물과 썰물의 소리를 들어온 절벽들과 
이 땅에서 난 선조들과 우리 후손들을 씻겨준 강들과 인사하기를 
오클랜드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사라진 당신들 모두가 남긴, 
너를 따르는 자들, 너의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일부분,  
후손들에게 맡기고 가는 유산이다. 
수백 년간 사랑 받았고 수많은 자들 중 우뚝 솟았으며  
수천명의 부러움을 사는 오클랜드여, 
참으로 특별하다.

너의 아름다움은 너를 고향이라 부르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구나.  
우리의 꿈을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어준 오클랜드여, 
너의 옷깃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보호하고 
너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안아 지켜주는구나.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는 단단한 땅, 
너를 높이 치켜세움은 틀림없이 마땅하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덕을 베풀어주는구나.

무수한 산업의 모태가 되어 
너의 미지의 세상을 더 알아내려 많은 자들이 움직이고  
너의 곡식 창고로부터 추수 할 과일과 
들판에 잠들어 있는 자원이 많도다. 고맙구나. 
세상에 혼자 선 오클랜드야, 너를 알게 되어 영광이다.

너의 모든 향기를 전하는 선선한 바람결에 나를 스쳐주어 고맙다. 
네가 있기에 나는 지나간 세월의 약속들과 내일을 위한 소망들, 그리고 오늘을 위한 
계획들로 나를 에워싼다. 
오클랜드여, 네 영혼이 저 높이 솟아오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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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현주소
마오리어로 오클랜드는 ‘타마키 마카우라우’로,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타마키’라는 뜻입니다. 즉,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풍광, 여러 물류 통로와 ‘마힝아 카이 (마오리 전통 식량채집과 경작)’를 자랑하며 제일 처음 
마오리원주민들을, 그 이어 도착한 다른 정착민들을 매료시킨 곳입니다.

오클랜드의 인구는 이미 166만 명을 넘어섰고, 30년 후에는 72만 명이 증가해, 2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클랜드는 기회가 많은 곳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개인적, 커리어 또는 
사업에서의 열망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오클랜드는 더욱 활기 넘치고 포용적인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오클랜드 시민들은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며 국가 전체 GDP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40%에 달하며, 이와 같은 
경제 규모 덕분에 인프라를 개발할 여건이 충분하며 경제 발전을 이끄는 고숙련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가 오클랜드에 정착하는 이유는 오클랜드에 폭넓은 취업 및 비즈니스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클랜드가 계속하여 성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번영을 모든 시민이 누리며 커뮤니티와 시민의 
삶에 동참하며 즐길 기회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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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가 직면한 3대 주요 도전과제
오클랜드플랜2050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오클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도전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1.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들

• 인구 증가율과 증가속도는 공간과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들, 환경, 주택, 도로 등이 많은 부담을 받고있다. 

•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며 지원하는데 필요한 투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기금 
조성에만 의존할 수 없다.

2.	모든	오클랜더들과	함께	누리는	번영

• 오클랜드의 성공은 오클랜드의 번영을 얼마나 잘 공유하는가에 달려있다.

• 많은 오클랜더들이 부유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데 반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 인종과 연령층에 따른 수입, 취업, 건강, 그리고 교육 수준에 현저한 패턴이 존재한다.

• 주택 비용의 큰 상승으로인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오클랜드 주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3. 환경	파괴	절감

• 오클랜드의 매력의 상당부분은 자연 환경에 기인한다.

• 규제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의 환경은 과거의 의사결정, 급격한 성장과 발전은 물론,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 요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 두 가지 특정 요인들이 환경에 지속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도시개발과 기후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오클랜드플랜2050은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향후 30년간 어떻게 다뤄나갈지 20가지 방향과 37가지 포커스 분야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6대 달성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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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 앞으로의 30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플랜의 방향
오클랜드플랜2050은 오클랜드가 직면한 3대 주요 도전 과제를 평이한 개념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30년 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포함하고, 우리가 함께 할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주요 단체들을 규명합니다.

플랜에는 맞은 편 도표에 제시된 6대 달성 목표(outcomes)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목표 결과물들은 오클랜더들이 
원하는 오클랜드를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Development Strategy)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전전략은 오클랜드가 향후 30년 간 어떻게 물리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유니터리플랜에서 제시된 인구증가예측과 도시개발 규칙들 또한 고려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6대 달성 목표와 발전전략 하에 주요 이슈들과 도전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클랜드플랜2050의 가치관
오클랜드플랜은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타마키 마카우라우 오클랜드라 부르는 이 공간과 사람을 연결짓는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tawhai
친절, 베품

Kotahi
다양성

Auaha
창의, 혁신

Pono
화합

Taonga tuku iho
미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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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목표
플랜을 통해 성취할 목표 

소속감과	참여

교통과	접근성

마오리	
정체성과	안녕

환경과	문화	유산	

가정과	
여러장소들

기회와	번영

37 포커스분야
달성 방법 제시

20 방향
목표결과물 달성 방법

발전전략
향후 30년간 오클랜드가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방향 - 성장과 발전의 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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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클랜더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기회에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 목표결과물의 의미 - 왜 중요한가?
오클랜드는 빠른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클랜드 인구는 인종, 출신 국가, 문화, 종교, 삶의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장애 여부, 연령, 농어촌, 섬, 또는 
도시 거주지 등에 있어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성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상품 및 서비스에의 수요, 시민 참여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열린 마음의 자세로 차이점들에 대해 배우고 존중하며, 공통의 그리고 각기 다른 역사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수용하고 신뢰하며 상호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오클랜드 주민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오클랜드는 성공한 도시가 될 
수 없다. 소속감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오클랜드의 마오리 정체성을 기념한다

• 사회 및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기념한다

• 공동체 수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 지역 리더십과 의사결정.

오클랜드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성공할 기회를 누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모두가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길을 가야만 한다.

그 길은 오클랜드의 번영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평한 길이어야 한다.

 

소속감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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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포커스분야

방향	1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는, 포용하는 
오클랜드로 성장하기

방향	2

기회에의 격차 및 위험 요소를 줄여 모든 
오클랜더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

포커스	분야	1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와 시민의 삶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기회들을 만든다.

포커스	분야	2

시민의 니즈의 변화에 발맞춘, 사용이 용이한 공공서비스와 
사회 문화 인프라를1 제공한다.

포커스	분야	3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 
공동체에 지원과 협력을 통해 회복력을 발전시킨다.

포커스	분야	4

두 문화의 기초가 된 와이탕이조약을 여러 문화가 융화하는 
오클랜드를 위한 초석으로 그 가치를 높게 받들며 적용한다.

포커스	분야	5

오클랜더들의 차이점을 강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기념한다.

포커스	분야	6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공동체들을 
돕는 투자에 집중한다.

포커스	분야	7

예술, 문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목표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1. 예, 학교, 공원, 헬스 센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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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리	정체성이	더욱	긍정적으로	확립이	될	때	세상	속	오클랜드의	모습도	더욱	개성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마오리의	번영을	증진하며	오클랜드	시민	모두에	혜택을	준다.

이 목표결과물의 의미 – 왜 중요한가?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는 타마키 마카우라우 오클랜드에 천 년 이상을 살아왔다.

오클랜드는 마오리 문화와 유산에 기초한, 그리고 와이탕이 조약(테티리티 오 와이탕이)에 정립된 특별한 정신을 
수용한다. 테티리티는 오클랜드의 ‘하푸’와 ‘이위’(부족과 가문)의 ‘랑아티라탕아(정신, 힘, 지위)’를 인정하고 타마키 
마카우라우 사람과 타마키 마카우라우 장소 간 떼려야 뗄 수 없는 유대 관계를 인정한다.

오늘날 타마키 마카우라우(오클랜드)의 마오리 인구는 폭넓고 역동적으로 분포해있다. 도시의 약 12퍼센트 
가까이가 마오리족으로 약 16만 명이 된다.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며 거의 1/3 이 15세 미만이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마오리족은

• ‘마나 훼누아’라고 알려진 이 지역 토박이 하푸와 이위(부족과 가문)이거나

• ‘마타아와카’로 알려진 오클랜드 이외 지역의 부족 출신들이다.

마오리가 오클랜드의 성공에 지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다음 기회들을 창출하여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마오리 스스로의 결심과 표현

• 마오리와 타민족 간의 협력

• 계획설립, 의사결정과 실행 단계에서 마오리 가치관을 융합시키기

마오리가 지닌 강점과 그들의 기여를 통해 오클랜드는 마오리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의 
안녕을 촉진 및 발달시킬 수 있다.

마오리 정체성과 안녕

12

오클랜드플랜 2050 | 개요



이 목표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방향 포커스분야

방향	1

마오리 안녕의 증진

방향	2

마오리 성공, 혁신과 기업의 증진

방향	3

와이탕이 조약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인식하고 
달성을 위한 지원

방향	4

오클랜드의 마오리 정체성과 활기 넘치는 마오리 
문화를 보여주는 행사 개최

포커스	분야	1

어린이(타마리키)와 그들의 대가족 (화나우)의 니즈에 
부합하며 열망을 지원한다.

포커스	분야	2

마라이(마오리 마을 회관)에 투자하여 스스로 
지속가능하며 번영할 수 있게한다.

포커스	분야	3

리더십, 교육, 취업 결과에서 랑아타히(젊은 세대) 참여를 
강화한다.

포커스	분야	4

마오리의 부가 세대를 이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커스	분야	5

지역 토박이 지도자(마나 훼누아 랑아티라탕아)
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증진하며 관습상의 권리를 
지원한다.

포커스	분야	6

마오리 문화를 기념하며 마오리언어가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포커스	분야	7

지역 토박이의 지혜 (마나 훼누아 마타우랑아) 와 마오리 
디자인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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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여러 장소들

오클랜더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집에	살면서	다양한	공공장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목표결과물의 의미 – 왜 중요한가?
오클랜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집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현재의 주택 체계는 다수의 시민에게 적합하지 않다. 현재 오클랜드 주택 가격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비싸다. 오클랜드 시민들은 주택을 구매했든 렌트를 하든 뉴질랜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거주에 더 큰 비용이 
든다. 집값 및 렌트비의 상승으로 일부 세대는 곤란한 환경의 거주지에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로인해 
집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태들이 발생했으며, 노숙자 또는 쉼터조차 없는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히 증가했다.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 공급이 한정되어있음에 따라 선택의 폭이 좁아져, 일터, 학교, 여러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나 많은 집을 지을지, 얼마나 빨리 짓는지, 어떠한 종류인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가 있다. 토지공급을 규제하는 방식이라던가, 개발과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 등이 주택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완공된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주택 체계의 다른 기본 요소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및 중앙 정부, 개발업자, 시행사(빌더), 주택소유자, 
투자자, 렌트세입자, 비정부 기관 등 모두가 주택 체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더 스마트한 해결방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임대기간의 보증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렌트를 하는 것이 주택의 자가 소유보다 한 단계 
저급한 선택방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오클랜드 주민에게는 렌트 시스템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렌트 집 설계를 제대로 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오클랜드의 장소와 공간들은 우리가 일하고 살며, 쉬며 노는 곳이다. 공공장소들로는 놀이터, 운동장, 길거리, 도로, 
광장이나 건물들 사이의 공간 등을 포함한 타운센터 등이 있다.

오클랜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공장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 장소들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연장선이므로 모든 연령층과 다른 여건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가 장소에 집중하게되면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일이란,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증진해야 한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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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포커스분야

방향	1

오클랜드의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압축적인 
도시 형태를 개발

방향	2

오클랜드 시민들의 변해가는 니즈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주거지 건설을 가속화

방향	3

모두에게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주택 
체계로의 이동

방향	4

모두에게 열린, 사용이 용이하며 도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장소들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

포커스	분야	1

양질의 대규모 개발을 가속화하여 주거지 선택권을 
폭넓게 향상시킨다.

포커스	분야	2

임대기간 보장의 확대와 임대 양식의 다양화, 특히 
도움이 가장 많이 절실한 가정을 위한 방향으로

포커스	분야	3

기존 주택, 특히 렌트 주택의 건설 품질을 향상시킴.

포커스	분야	4

마오리가 선호하는 특정 주택 형태에 투자하고 지원 
한다.

포커스	분야	5

미래를 위한 도시적 장소를 창조한다.

이 목표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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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더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좀	더	쉽고,	안전하며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목표결과물의 의미 - 왜 중요한가?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터, 학교, 친구, 여가활동, 의료시설과 같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쉽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사람은 물론 상품과 용역 또한 

오클랜드 전역과 뉴질랜드 및 전 세계를 통틀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오클랜드가 진정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층과 이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막론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쉽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이동하며 자유로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 편리한 오클랜드를 만들어 도시의 성장으로부터 모두가 혜택을 얻기 위해선 교통체계가 핵심이다. 지난 

2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투자로 인해 오클랜드의 교통체계에는 

아직도 해결할 난제들이 많다.

과거의 정책들은 오클랜드를 비교적 저밀도 도시로서, 자가용 차량이 없이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 한 방향으로 

만들어놓았다. 하지만 오클랜드의 일부 주요 지역에서 일자리의 집중적 성장과 함께 꾸준한 인구증가로 자가 

차량에 의존한 교통체계는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다.

지난 20여 년간 교통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 모터웨이 네트워크는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르며 빠른 통행 

네트워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안전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과거 정책들의 결과는 오늘날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오클랜드의 상당히 많은 지역 사람들은 이동에 

있어 다양한 선택권이 없으며 상습지체구간 및 병목 구간들이 아직 많아 있다.

오클랜드카운슬과 중앙정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전략에 합의하고 개발해왔다. 오클랜드 교통 

정비 프로젝트(the Auckland Transport Alignment Project)가 바로 이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도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시급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며 이동 수요에 영향을 주는 데 더욱 더 

집중하는 것이 요지이다.

지역 유류세와 오클랜드시가 국토교통펀드로부터 받는 지금 지원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과 접근성을 더욱 

신속하게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지원은 교통수단보다는 필요에 의해 우선순위를 두고 프로젝트 비용은 

중앙정부, 오클랜드카운슬과 민간분야가 평등하고 지속해서 배분하여 감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플랜 또한 유연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 부문은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매우 빠른 변화를 보인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교통 인프라는 가능한 미래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교통과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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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포커스분야

방향	1

더욱 잘 연결된 교통

방향	2

건강하고 활기넘치며 공평한 오클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이동 수단을 다양화한다.

방향	3

최대한 안전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포커스	분야	1

기존의 교통 네트워크를 더욱 잘 활용한다. 

포커스	분야	2

신규 교통투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포커스	분야	3

교통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포커스	분야	4

더욱 많은 오클랜더들이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을 
선호하도록 만든다.

포커스	분야	5

토지의 사용과 교통을 더욱 잘 융합한다.

포커스	분야	6

사망과 심각한 부상이 없는 더욱 안전한 교통 
네트워크로 진전한다.

포커스	분야	7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이 좋은 교통체계를 개발한다.

이 목표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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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문화 유산

오클랜더들은 자연환경을 우리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보존, 보호하며 보살핀다. 자연 그 자체가 지니는 가치와 
현세대 및 미래세대 모두에 주는 많은 혜택을 위해서다.

이 목표결과물의 의미 - 왜 중요한가?
자연환경은 우리 존재의 기초이다. 우리 사회,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을 가능케 하며 지탱해준다. 자연환경은 
거주민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긴밀히 연관돼있기도 하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준다.

오클랜드의 자연환경은 시민들뿐 아니라 이 지역 생태계를 위한 터전이 되기도 한다. 토종 야생동물과 타국에서 
건너온 여러 종이 생존해나가기 위해 환경 보존이 필요하다.

자연환경은 오클랜드가 공유하는 문화유산 일부이다. 공기, 땅, 물, 생물 다양성, 아름다운 풍광, 역사적 산물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자연환경과 공동의 문화유산은 여러 공동체가 이곳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유지하도록 해 
준다. 

오클랜드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모든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책임이다.

인구 증가의 맥락에서 볼 때 환경 보존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상업, 농업, 그리고 산업 
활동들의 수요도 함께 늘기 때문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과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이 파괴되어왔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환경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1:

• 과거 정책들의 결과

• 현재 압박수위를 견디기 힘든 인프라

•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결정들

최근 새로이 부상한 문제들 또한 다뤄져야 한다. 폭염, 가뭄, 열대 폭풍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들은 이제 겨우 서막에 지나지 않았고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장기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오클랜드 시민과 문화유산이 받는 영향을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1.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 내려온 관습, 관례, 장소, 목적, 예술 표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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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포커스분야

방향	1	

반드시 자연환경을 중시하며 보호한다.

방향	2	

우리의 자연환경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마오리의 
세계관을 적용한다 (타옹아 투쿠 이호)

방향	3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 오클랜드의 성장과 발전을 
활용해 환경을 더욱 개선한다.

방향	4	

오클랜드의 인프라가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포커스	분야	1	

모든 오클랜더들이 자연환경 지킴이가 되어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독려한다.

포커스	분야	2	

오클랜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회복에 집중한다.

포커스	분야	3	

성장으로 인한 과거와 미래의 영향을 철저히 
고려한다. 

포커스	분야	4	

오클랜드의 의미있는 자연환경1과 문화유적지에 
추가적 유실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포커스	분야	5	

미래 물과 관련한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한다.

포커스	분야	6	

더욱 큰 회복력과 장기적 비용절감과 양질의 환경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 인프라를2 활용한다.

이 목표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1. 와이타케레 레인지와 마웅가공원과 같이, 고유의 생태, 오락, 문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들

2. 예; 옥상 녹화, 빗물을 이용한 레인 가든, 또는 빗물이 스며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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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번영

오클랜드는	풍부한	기회와	번영의	도시로,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제공한다.

이 목표결과물의 의미 - 왜 중요한가?
오클랜드의 경제는 변함없이 유연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기술의 변화가 급격한 시대에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와의 연결성 또한 오클랜드 경제와 성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 세계 시장에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놓아야 한다.

최근 수십 년 간 세계 경제 패권은 아시아의 번영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오클랜드가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 기회가 커졌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젊은 연령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력 또한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우리 
미래의 혁신가와 기업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비즈니스모델과 취업의 기회 그리고 소비자 행동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예측되는 미래 변화의 
규모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를 제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이 혁명은 노동 참여와 생산성 모두에 지속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많은 산업 부문에 각기 다른 방식과 속도로 영향을 줄 것이다. 크고 작은 기업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면 오클랜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및 단체들에 나타날 변화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는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들도 있을 것이다. 오클랜더들을 이러한 변화에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시기적절한 직업훈련과 재훈련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 취업 기회 또한 좋은 교통과 디지털 네트워크가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크리에이티브 및 IT 부문을 포함한 혁신 영역에서 적절한 기술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이나 간호 및 교직과 같은 주요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배움의 기회에서도 유아교육에서 시작하여 평생에 걸친 교육 훈련의 기회가 가능하도록 문화와 관행 또한 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배움이 제2의 본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일터에서 요구되는 삶의 기술을 
배우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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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방향 포커스분야

방향	1	

혁신,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탄력적인 
경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방향	2	

고숙련 기술자, 인재 및 투자를 유치한다.

방향	3	

변화하는 일자리와 전 생애에 걸친 성취를 위해 
기술자와 인재를 개발한다.

포커스	분야	1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고품질 디지털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포커스	분야	2	

규제나 계획 설계 및 기타 정책 등이 비즈니스와 
혁신,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포커스	분야	3	

마오리의 취업률을 높이고 마오리 비즈니스 및 
부족과 가문의 단체들이 오클랜드 경제에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한다.

포커스	분야	4

오클랜드의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수출 증대를 
지원한다.

포커스	분야	5	

교육, 평생 교육 및 훈련에서 성취도를 높이되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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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
발전전략이란 무엇인가?
발전전략은 오클랜드가 향후 30년간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오클랜더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곳,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이사 또는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166만 명 가량이 오클랜드에 거주 중이다. 향후 30년 동안 시민의 수는 72만이 늘어난 24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이로 인해 31만3천 채의 주택과 2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증가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도시개발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

발전전략은 플랜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지 전략적 방향을 제공한다.

이는 도시개발역량 2016(Urban Development Capacity 2016)에 관한 국가정책보고서(National Policy Statement)
에서 요구하는 ‘오클랜드의 미래발전전략(Future Development Strategy)’이다. 

오클랜드의 미래 모습은?
30년 뒤 오클랜드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이다. 오클랜드의 도시 발자국은 이미 개발된 곳에서 상당히 많은 
재개발과 강화를 포함하면서 미래 도시 지역에 뉴타운들이 건설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도시지역을 벗어난 농촌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다소 있을 것이다.

멀티-노덜(다수의 중심지) 모델
향후 30년간 오클랜드는 도시 발자국 이내 멀티-노덜 모델을 향해 발전할 것이다.

시티센터는 오클랜드의 상업, 관광, 교육, 문화와 시민 활동들의 결집소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동시에 중요한 
주거 중심지도 될 것이다. 하지만 오클랜드의 유일한 주요 센터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알바니, 웨스트게이트, 마누카우 지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와 일자리, 공익 서비스와 주거지로서 
중요한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 노드들은 북, 북서와 남쪽 지역의 상당한 발전을 끌어낼 것이며, 일자리 다양성을 
향상하며 상호 간 효율적인 교통망으로 더욱 잘 연결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와크워스와 푸케코헤 위성 타운들이 농촌 노드(중심지)들로 역할을 하며 주변 농촌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스테이트 하이웨이를 통해 도시지역 오클랜드에 연결될 것이며 푸케코헤의 경우는 
철로로도 연결하여 비즈니스와 거주지 활성화에 큰 보탬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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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까?
발전전략은 향후 30년 간 오클랜드의 변화와 성장의 네가지 방법을 포함한다.

1.	재개발과	강화를	통해	성장할	것

오클랜드는 성장과 발전에 있어 양질의 압축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있을 개발은 오클랜드의 도시 발자국 내 위치한 기존 및 신도시지역에 집중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농촌으로까지의 도시 확장을 막겠다는 의미이다.

2050년 까지 대부분의 성장은 다음을 포함한 도시 발자국 지역 이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 시티센터

• 알바니, 웨스트게이트와 마누카우 노드(중심점)들

• 발표된 개발 지역들

• 미래 도시 지역들

미래 개발에 대한 양질의 압축적인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다:

• 오클랜드 전역에 걸친 성장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확보

• 모든 개발에 디자인 개념 도입

• 순차적 목표 달성

• 개발과 인프라 조달의 시기 조절

개발	지역

오클랜드 도시지역에 걸쳐 점진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며 기존 인프라 역량만으로도 대체로 지탱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발전전략에 개발지역들이 소개된바, 향후 30년 동안 상당한 주택 공급과 상업의 성장이 예측되는 특정 
지역들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바라봐야 한다. 계획설립 및 투자 또한 이곳들에 우선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가장 
많은 개발 역량이 투입될 것이다.

약 18여 개의 개발 지역들은 향후 30년간 집중적 투자를 받게 된다. 도시개발역량에 관한 국가정책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세 가지 타임프레임에 걸쳐 우선으로 개발될 것이다.

해당 지역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 주택과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오클랜드유니터리플랜에 제시된 상당한 역량

• 합리적인 통근 시간을 보장하는거리 내에 다수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센터들과 전략적 대중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 재개발 예정 또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규모 공공 토지 보유 

• 기존 또는 예정된 인프라 역량

•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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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어나가며	성장할	것

앞으로의 30년 동안 미래의 도시 지역들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 지역들은 오클랜드의 현재 
도시의 경계지역과 농촌 및 해변 지역들이 될 것이다. 녹지를 침범하는 확산은 ‘도농경계 Rural Urban Boundary’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활성화 지역’개발은 순차적으로 시기가 결정되고, 필요한 일괄적인 인프라를1 입안한다.

오클랜드유니터리플랜에서 이미 도시지역으로 정해진 곳들이 가장 먼저 개발될 예정이다. 기타 초반에 개발이 
이뤄질 지역들은 인프라에 있어 제약사항이 덜한 곳이 된다. 인프라 혹은 환경 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지역들은 30년 타임프레임 중 후반에 계획이 잡힐 것이다.

3.	유연하며	융통성	있는	비즈니스	지역을	창조할	것

오클랜드가 성장함에 따라 시에서는 신규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 향후 30년 동안 약 26만3
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미래 비즈니스 성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업용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지 공간에 새로운 상업용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존 상업용지, 특히 중요한 산업 부문들은 보호조치를 받을 것이다. 상업용지가 주택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녹지에 구성될 새로운 비즈니스 지역에 필요한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차후 확정될 것이며 미래도시용지 공급전략 
(Future Urban Land Supply Strategy)의 시기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의 상업용지를 전략적으로 보호하며 미래 상업용지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일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회와 
융통성과 선택권을 가능케한다.

예: 오수, 우수와 교통

오클랜드플랜 2050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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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	지역으로의	도시확산을	제한할	것

오클랜드의 농촌지역들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곳, 경작된 곳과 건축물이 들어선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오클랜드의 정체성과 특성에 기여한다.

오클랜드 농촌지역의 주거지 성장은 주로 더 넓은 농촌 지역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푸케코히와 
와크워스의 위성 농촌 노드(거점)들에 주로 집중될 것이다. 좀 더 작은 타운과 마을들에서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라이프스타일의 성장은 환경에 예민하며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컨트리사이드 리빙’ 
으로 구획된 지역에 집중 될 것이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아주 적은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환경의 개선과 현재 남아있는 
구획토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오클랜드의 농촌, 해안, 바다와 자연환경이 균형있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 임업, 어업과 관광과 같은 생계 활동을 유지하며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없어서는 안된다.

농촌에서의 생산이 지속 및 발전하게 하려면 토지의 파편화와 역 민감도 (reverse sensitivity - 다목적 지역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영향)를 최소화하여 최고품질의 토양을 보호하고 활용중인 
농지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해 주는 물 공급을 포함한 자원 및 생산 체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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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망 – 언제 어디서
향후 30년 간 개발지역과 미래도시지역의 개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Nodes and Development Areas

노드들 개발 지역

데케이드 1 
(2018-2028)

도심과 도시 변두리 

• 알바니*

• 웨스트게이트*

• 마누카우

단기

(2018-2021)

• 타카푸나

• 노스코트

• 아본데일

• 뉴린

• 마운트로스킬 – 쓰리킹스 

• 글렌인스

• 타마키

• 판뮤어

• 오네헝아

• 오타후후

• 망게레

중기

(2022-2028)

• 테아타투 페닌슐라

• 헨더슨

• 글렌이든

• 뉴튼

• 모닝사이드

• 세인트룩스

• 마운트엘버트 

• 도미니언 로드 코리도어 

• 마운트로스킬 – 쓰리킹스

• 실비아파크

• 파쿠랑아

• 망게레

• 망게레이스트

• 파파토이토이 - 헌터스코너

데케이드 2 
(2028-2038)

장기

(2028-2048)

• 서니눅 

• 버켄헤드

• 테아타투사우스

• 글렌딘

• 서니베일

• 켈스턴

• 그린레인

• 엘러슬리

• 하이랜드파크

• 파쿠랑아 코리도어 

• 오타라

• 마누레와

• 클렌돈

• 파파쿠라

데케이드 3 
(2038-2048)

* 미래 도시지역의 구성 요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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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Urban Areas and rural settlements

* 드루리 웨스트 (1단계)와 와크워스 노스 개발은 2022년 부터 준비될 예정 

+홍수 및 지반 제약이 상당함 – 추가 기술적 연구 필요함 

미래 도시 지역 농촌 정착

실제 진행중이거나, 계약했거나, 
계획한 지역

 (2012-2017)

• Live zoned areas and SHAs

• 와크워스 노스 

• 와이누이 이스트 

• 훼누아파이 

• 스콧포인트

• 레드힐스

• 푸히누이

• 쿠메우 후아파이

• 힝가이아

• 웨슬리 (파에라타)

• 벨몬트 (푸케코헤) 

• 두루리 사우스 

• 브렘너 로드 (드루리 웨스트) 

• 벨필드 로드 (오파헤케)

• 월터스 로드 (타카니니)

• Live zoned areas and SHAs

• 헷츠필드 비치1

• 히비스커스 코스트 (실버데일)

• 히비스커스 코스트 (레드비치)

• 알바니 빌리지1

• 와이마우쿠

• 스완슨

• 마라에타이 2 

• 오루아랑이 1 

• 클리브든 워터웨이스 

• 클리브든

• 카라카 노스

• 킹시트

• 클락스 비치 1

• 글렌브룩 비치 1

• 파투마호에 

Decade 1

(2018-2027)

1st Half

(2018-2022)

• 와크워스 노스*

• 파에라타 (나머지 지역)

• 훼누아파이 (1단계)

• 실버데일 웨스트 / 데어리 플랫 (상업용지)

• 드루리 웨스트 1단계*

• 오루아랑이 2

2nd Half

(2023-2027)

• 푸케코헤

• 코스그레이브 로드, 타카니니 

• 웰스포드

• 알지스 베이 

• 알바니 빌리지2

• 헬렌스빌 1

• 클락스 비치2

• 글렌브룩 비치 2

Decade 2 

(2028-2037)

1st Half

(2028-2032)

• 쿠메우 후아파이 리버헤드

• 와크워스 사우스 

• 훼누아파이(2단계)

• 드루리 웨스트 (2단계)

• 오파헤케 드루리 

• 레드힐스 노스

• 푸히누이 

• 헷츠필드 비치 2

• 헬렌스빌 2

• 마라에타이 2

2nd Half

(2033-2037)

• 실버데일 데어리 플랫 (나머지 지역) 

• 와이누이 이스트 (나머지 지역) 

• 와크워스 노스 이스트 

Decade 3 

(2038-2047)

1st Half

(2038-2042)

2nd Half

(2043-2047)

• 타카니니+

• 기타 성장 지역 선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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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인프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오클랜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결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향후 30년 간 오클랜드의 인구와 경제 성장은 다음을 포함한 인프라와 연관된 도전과제들과 
기회들을 제시한다.

•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와 계획수립의 조율

• 오클랜드 인프라의 수행 능력 향상

• 탄력적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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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전략적 인프라 네트워크에 따라 도시 성장, 특히 미래 도시 지역의 성장의 시기와 장소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인프라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일괄 제공합니다. 즉, 대중교통, 도로, 수로와 폐수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전략적 네트워크 수용량을 확대 또는 늘리는 프로젝트들은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필요로 하기때문에 
계획에서부터 건설에 이르는 리드타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오클랜드 인프라 전략(The 30-year Auckland 
Infrastructure Strategy)은 오클랜드의 인프라가 당면한 도전과제들과 반응들 그리고 투자계획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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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의 형성 단계
여러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마나 훼누아 기관들과 중앙정부가 이 플랜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무엇이 오클랜드에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고, 오클랜드시는 이를 
수렴하여 플랜의 방향과 성취해야 할 달성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참여 과정:

• 2017년	5월/6월 – 초기 참여를 토대로 전략적 틀을 세움 

• 2017년	7월	/	11월 – 집중 대상 이해관계자 참여를 토대로 플랜의 초안을 작성함 

• 2018년	2월	/	3월 – 정식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플랜의 최종본을 작성함 

위 방법을 통해, 오클랜드를 위해 오클랜더들이 개발한 오클랜드플랜 2050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플랜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많은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들이 이 플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최종 플랜은 수개월에 걸친 작업과 방대한 참여로 얻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의견을 주시고 오클랜드플랜 2050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클랜드플랜 2050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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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플랜 2050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적용한 접근 방식

 

 

 

  
 

 
1	단계	–	집중	대상	초기	

참여	단계

2017년 5월 – 6월

오클랜드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들과 기회들을 찾고 
확인하는데 집중한 참여

여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티와 
함께한 30회 이상의 회의/
이벤트가 열리고 850여건의 
의견을 받음

참여 1단계에서 얻은 의견을 
토대로 전략적 틀을 세움

2	단계	–집중	대상	참여

2017년 7월 – 11월

오클랜드플랜 초안의 
세부사항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기술적인 레벨에서 
작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및 참여자들이 참여함

워크샵, 후이(마오리어로 '
모임'이란 뜻), 회의, 그리고 
서한 교환을 통한 참여

이 단계에서 얻은 의견이 
오클랜드플랜2050초안을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음

3	단계–	오클랜드플랜	2050	
초안에	대한	공청회

2018년 2월 – 3월

오클랜드플랜2050 초안에 대한 
공청회 진행함

2018년 2월과 3월에 열린 10
년예산 공청회와 함께 정식 
공청회를 진행함.

18,700건 이상의 서면 의견 
제출이 있었고 5,000명 이상이 
행사장에 참석하는 등 플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음. 

이 단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클랜드플랜2050을 
마무리 함.

"우리 도시의 미래와 관련한 
일에 시민들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지, 
이번 오클랜드플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오클랜드시 
계획위원회 크리스 다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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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의 형성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