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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베이징)
(토막기사) 2012년을 ‘베이징 관광 및 미식(美食)의 해’로 지정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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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및 표시 개선 지도 (도쿄)

행정·재정
(토막기사)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를 개설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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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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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와 자연을 하나 되게 하는 씨 뿌리기 운동’ 제안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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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기사) 대기측정 기준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강화 (베이징)

도시계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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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디자인
1. 쓸모없어진 공중전화부스를 간이도서관, 응급구조장비 보
관소 등으로 재활용 (영국)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수거된 공중전화부스를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단체가 나서서 지역사회 거점시설로 재활용하고 있
음.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대체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공중전화 이용이
급감하자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어왔
음. 시설 공급자인 영국통신도 지역사회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8년
부터 “공중전화부스를 입양하세요”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음. 방치된 공
중전화부스를 수거해 깨끗이 수리한 다음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단돈
1파운드(약 1800원)로 매각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함.
- 더비셔州 리틀이튼(Little Eaton)市는 지역에 있는 독서운동단체의 제
안을 받아들여 영국통신으로부터 1파운드짜리 공중전화부스를 구입해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Alfreton Road에 간이도서관을 설치함.
･ 간이도서관은 동네주민들이 기부한 책으로 채워졌으며, 관리 담당자
가 저녁에는 간이도서관을 잠그고 낮에는 열어놓아 주민들이 자율적
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함. 책을 빌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에 빌려간 책을 반납하거나 자신이 가진 책 한 권을 기부해야 함.
- 더비셔 지역에서 간이 공중전화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공중전
화부스를 이용한 활용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 미니 미술관, 관광안내
소 등이 차례로 생겨남. Lower Slaughter市에서는 공중전화부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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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 의료장비를 보관해 지역주민이 응급상황 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더비셔 지역에서 간이도서관으로 이용되는 공중전화부스(좌)와
Lower Slaughter 지역에 설치된 응급구조 장비 보관소(우)】

･ 공중전화부스에 설치된 응급구조 장비는 심장 제세동기로, 심장마
비 등 응급상황에서 전기충격으로 환자를 살리는 데 사용됨. 전화
부스 상단에 ‘제세동기’라고 표시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함. 제세동기를 사용하려면 영국 응급구조 전화(999)로 전화해
잠금장치를 풀어야만 함.

･ 심장건강 관련 민간단체와 영국통신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함. 로어슬로터市는 영국
의 대표적인 관광마을인 코츠월드(Cotswold)에 위치해 있어 지역에
사는 노인뿐 아니라 관광객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웨일즈의 Llanfrynach 지역에서는 공중전화부스를 지역 미술관으로
개조해 예술가 나이젤 에반스(Nigel Evans)와 카린 미어(Karin Mear)
초청 전시회를 엶.

･ 전시회 기간에 농촌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 양, 돼지, 당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5

귀 모양으로 공중전화부스를 꾸밈. 지역주민들은 새로 설치된 미술
관을 감상할 뿐 아니라 미술관 내(공중전화부스 안)에 메시지도
남길 수 있음.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공중전화부스에서 열린 전시회 모습】

(www.bbc.co.uk/news/uk-england-derbyshire-16364652)
(www.bbc.co.uk/news/uk-england-gloucestershire-14107140)
(www.bbc.co.uk/news/uk-wales-mid-wales-14425773)

산 업 ㆍ 경 제
우수한 박사 후 과정생을 市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으로 채용 (베이징)
- 베이징市는 市 산하 베이징市사회과학원(北京市社会科学院)에 박사 후(Post
-doctor) 과정생으로 구성하는 연구부서를 신설하고 70~80명의 박사 후 과
정생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임. 베이징市사회과학원은 市의 정치·경
제·사회·문화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市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론
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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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부서의 연구방향은 ① 수도 경제·사회 발전, ② 문화창의산업 발
전, ③ 문화소프트파워 강화, ④ 요(遼)·금(金)시대 역사 연구, ⑤ 제조·
서비스업 발전, ⑥ 유동인구 관리와 도시사회 관리 혁신, ⑦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 제고, ⑧ 인력자원 관리와 개발의 8가지임.
･ 연구부서 신설은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 국
내외 연구기관 및 유수 대학과의 교류 확대, 실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 양성, 융합·복합·전략형 인력풀 조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됨. 특히 베이징市의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北京日報, 2011. 12. 23)

2012년을 ‘베이징 관광 및 미식(美食)의 해’로 지정 (베이징)
- 베이징市는 2012년을 ‘베이징에서 먹자, 베이징 관광 및 미식(美食)의 해’(吃
在北京, 2012年北京旅游美食年)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 市는 계절적인
특성을 살려 음식 주제를 정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홍보할 것을 市 여행위원
회에 주문함. 市 여행위원회는 베이징 전통음식을 널리 알리는 한편, 베이징
이 세계의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는 도시임을 집중 홍보하기로 함.
･ 市는 이와 같은 홍보를 통해 관광객이 베이징을 관광하면서 음식에 대한
지출도 늘리도록 유도함. 숙박비 등은 대개 고정적이지만 음식에 대한 지
출과 소비는 탄력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市 여행위원회는 특색 있는 음식과 음식점을 선정하고 전시하며, 좋은 음
식 경진대회도 열 예정임. 특히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베이징 관광카드’
를 출시해 할인혜택이나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임.
(北京市旅游委网站, 201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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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ㆍ 복 지
2. 폭행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트라우
마 구급차’ 운영 (베를린)
 베를린市는 폭행피해자를 위해 ‘트라우마 구급차’(Traumaambulanzen)
라는 프로젝트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폭
행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인 심리장애나 정신이상을 예방하는 데 있음.
- 폭행피해자들은 그동안 육체적 손상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신속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음. 피해
자보상법에 따르면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트라우마(Trauma : 심리적
외상 및 장애)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만 인정받는데, 트라우마 전문 의
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임. 정신과 병원을 찾는 것을 망설이는 피해자도 많아 정신
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기 일쑤임.
･ 이 프로젝트 시행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즉시 또는 피해자가 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한 즉시 함께
출동한 트라우마 구급차로 옮겨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음. 피해자의 가족도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트라우마 구급차는 2대이고, 유명 종합병원에 배치되어 항시
대기 중임. 구급차 1대는 성인용으로 헤드비히(St. Hedwig) 대학
병원에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1대는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위
한 구급차로 샤리테(Charité) 대학병원에 배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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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2대의 구급차 운영예산을 베를린 건강복지청과 피해자보상법
재원에서 조달하기로 함. 이 프로젝트는 시범적으로 2년간 운영됨. 市
는 이 프로젝트가 통원치료에 의존하는 현행 피해자보상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sen/gessoz/presse/archiv/20111223.1145.364245.html)

3.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및 표시 개선
지도 (도쿄)
 도쿄都는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근거한 지정고시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
한 부당한 표시’ 위반사례를 최근 집중 조사함.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광고 또는 표시 정보가 노인도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시설 개호(介護) 서비스 등의 유료사항만 강조하
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표시에 대해 都 생활문화국이 조사를 벌인 것임.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 추이】

- 조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표시 사례로 팸플
릿 등 종이매체 60건, 인터넷 43건 등 총 103건이 발견되어 유료 노
인요양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의지도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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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대상이 된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4시간 운영체
제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야간근무 시스템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
지 않은 경우, ‘매월 ○○만 엔’과 같이 포괄적인 이용금액만 표시
하고 그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임.
【주의지도 결정이 내려진 광고의 대표 사례 및 문제점】
적용 조항

표시내용(매체)

문제점

고시 제1항

토지 및 건물 임대 상황임에도 임대계약의
시설 사진이나 부지건물 면적 등
내용 및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표시(팸플릿)
지 않음

고시 제7항

‘의료협력 병원이 인접’(팸플릿)

고시 제10항

‘개호(介護) 직원이 24시간 상 개호직원 수와 야간 최소 근무직원 수 등
주’(전단지)
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고시 제11항

‘365일 24시간 간호사 근무’(인 자격을 갖춘 개호직원 수가 상근 또는 비
터넷)
상근별로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고시 제12항

‘비용은 종신권리금 ○○만 엔,
월별 지출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보증금 ○○만 엔, 매월 ○○
않음
만 엔’(팸플릿)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내용 등 정보가 명
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경품표시법 제4조
‘리뉴얼 오픈 특별할인’이라고만 표시되어
‘리뉴얼 오픈 특별할인’(인터넷)
제1항 제2호
있고 할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20lcq7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20lcq7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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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ㆍ 재 정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를 개설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베이징)
- 베이징市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각 부서, 자치구, 산하기관별로
개설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올리고 있음. 2011년 11월 현재 전체 팔로어 수
가 약 310만 명에 달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市는 웨이보를 통해
市정부의 목소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시
민의 의견을 청취함.
･ 2010년에 웨이보를 개설한 市 공안국의 경우 웨이보에 올린 정보가 6000
여 건이 되며, 그 중 방범 관련 내용이 400여 건, 시민생활 편의 관련 내용
이 1500여 건, 팔로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2만여 건에 이름. 최근 웨이
보를 개설한 市 교통위원회가 올린 정보도 2주 동안 200여 건을 돌파함.
･ 市는 웨이보를 통해 사회 이슈 및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市 환경보
호국은 2011년 11월 가장 오염이 심한 공사현장을 웨이보를 통해 발표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관련 법을 적용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음. 市 품질
기술감독국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멘션이 올라온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함.
･ 또한 市는 웨이보를 통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 예를 들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강풍이 불던 2011년 11월 22일에
‘외출 시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라는 멘션을 올렸는데 이 멘션은 100여
차례 리트윗되는 등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음. 市는 ‘웨이보 실용안내
서’(政府微博实用手册)도 제작해 관료적인 말투를 삼가고 인터넷 유행어나
구어체에 가까운 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北京日報, 2011. 12.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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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조닝법 개정안 ‘Zone Green’ 마련
(뉴욕)
 뉴욕市는 21세기 환경의식에 맞게 건물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한 조닝
법 개정안 ‘Zone Green’을 마련해 2011년 12월 발표함. 기존 조닝법은
5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건축주, 소유주, 개발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 市 Green Codes Task Force가 녹색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市 도시계획국이 녹색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현 조닝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제안된 개정안은 건물 주인이
에너지와 비용은 아끼면서 환경은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
함함. Zone Green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에너지효율적인 건물 외벽 : 건물은 뉴욕市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뉴욕市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市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85%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건
물 외벽을 기존보다 더 두껍게 신축 또는 개 ․ 보수하도록 함.
･ 태양열 차단시설 :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수직 및 수평의 햇빛 차
단용 외장은 건물로 흡수되는 태양열을 막고 건물 냉방을 줄일 수
있음. 기존 조닝법에서는 일부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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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건물 외벽 관련 기존 규정(좌)과 Zone
Green에서 요구하는 건물 외벽 기준(우)】

【부분 차단막의 예】

【수직 차단막의 예】

･ 태양열 에너지 : 태양열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온수를 공급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기존 조닝법에서는 건물 높이가 기
준에 맞게 건축된 경우 지붕에 태양열 전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태양열 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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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열 전지 설치기준의 일부】

(www.nyc.gov/html/dcp/html/greenbuildings/presentation.shtml)

5. ‘어린이와 자연을 하나 되게 하는 씨 뿌리기 운동’ 제안
(런던)
 런던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린이가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자연을 하나 되게 하는 씨 뿌리기 운동’을 2011년 11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안함. 市는 2012년 1월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
여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 중임.
- 연구보고서에서는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
인, 자연과 하나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조사 및 분
석을 시행함. 멀리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은 조
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중점 검토함. 연구보고서에서는 어린이가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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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12가지 방안을 제안함.

･ 12가지 방안에는 보다 명확한 비전 제시, 市 ․ 자치구 ․ 학교 ․ 자연생
태계 관련 단체와 전문가 ․ 지역단체 등으로 파트너십 구성, 지리정
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우선 활용 녹지 선정, 성과 평가를 위한
어린이 ․ 시민 참여형 평가방법론 개발, 어린이들로 건강검진 그룹을
구성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시행, 어린이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학교 운동장에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녹지 및 자연생
태계 조성 등이 포함됨.
- 런던은 대도시지만 도시 면적의 2/3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공원과 공공녹지 등에 야생동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음. 그동안 대부분
의 보고서가 자연환경으로서 녹지와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주목했으나 런던市의 야외활동 촉진전략(Great Outdoors
Strategy)과 같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정책은 부족했음. 이에
생물다양성 전략,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계 보존전략 Green Grid 등
기존 생태계 보호 정책에 인간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임.

･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가 자연과 접촉하
는 빈도나 정도가 많거나 높을수록 신체적 ․ 지적 ․ 감성적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체 학습이나 훈련을 통한 교육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어린 시절에 자연에서 보낸 시
간이 많을수록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생태계 보호에 앞장 설 수 있
는 의식과 태도가 길러지게 된다고 밝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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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자연을 하나 되게 하는
씨 뿌리기 운동’ 연구보고서】

(www.londonsdc.org/lsdc/research.aspx)
(www.sd-research.org.uk/post.php?p=1349)

6.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 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 ‘학생대학’
개설 및 지원 (베를린)
 베를린市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 자유대학이 운영하는 ‘학생대학 :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Schüleruniversität Nachhaltig-keit & Klimaschutz) 프로젝
트를 4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고 2015년까지 재정을 지원할 계획임.
- 베를린 자유대학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방학기간에 대학을 개방하
고 1주일간 5~6학년(10~13세) 학생과 담당교사를 초청해 ‘학생대학’
이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에 대한 학습프로그램과 체험
장을 제공함. 이 프로젝트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의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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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프로젝트 성과
평가 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임. 市는 건
축설비업체 ‘SAINT-GOBAIN ISOVER’ 등과 협력해 프로젝트 연장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
-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라는 주제는 학생은 물론 어른에게도 추상적이
고 난해한 주제라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베를린 자유
대학의 학생대학 프로젝트팀은 환경정책연구소가 어린이 환경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육체계와 교육 전문가가 개발한 효과적인 강의기법을
적용해 학생들이 즐겁게 접근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기억하고 적
용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함.

･ 1주일간 진행되는 50회의 워크숍과 실험, 체험 기회는 재생에너지
생산 실험, 대학 구내 농장 ․ 식물원 ․ 기후관측소 탐방, 기후보호계
획 수립, 창의적 글쓰기, 그림 그리기 ․ 공작 ․ 연극을 통한 워크숍,
공동 요리 만들기 및 식사 등으로 구성됨. 베를린 자유대학은 교
육기간에 강의실, 연구실, 열 관리실, 태양집열판이 설치된 옥상,
기후측정소와 부속농장, 식물원 등을 학생과 교사에게 개방함.
- 학생대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및 기후보호 교육
과 크게 다른 점은 강사가 교사가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 환경운동가,
에너지 전문가라는 점임.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새롭고 강한 자극과 문
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학생대학이 열리기 전에 교사
를 위한 예비코스도 마련되어 교사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市와 기업의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학생대학은 주제의 다양화와
심화, 학습교재 개발 등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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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교사가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에 대해 좋은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00명의 학생들이 학생
대학에 참가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
arch_1112/nachricht4553.html)
(www.fu-berlin.de/sites/schueleruni/)
대기측정 기준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강화 (베이징)
-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2년부터 베이징-톈진-허베이, 상하이-장쑤(江蘇)-저장
(浙江) 등 중점지역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대기측정 기준을 미세먼지에
서 초미세먼지로 강화하기로 결정함. 베이징市를 비롯해 중국 도시의 80%에
서 초미세먼지가 적정기준을 초과하고, 특히 베이징市 등 중점지역에서는 스
모그현상이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스모그현상은
한 도시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힘들어 주변 도시와의 협조가 긴밀하게 요구됨.
･ 환경보호부는 기존 ‘환경 대기품질 표준’(环境空气质量标准)이 대기 질 관
리에 적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고, 초미세먼지·오존·일산화탄소 측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새로운 ‘환경 대기품질 표준’은 2012년 초
에 발표될 예정임.
- 베이징市 환경보호국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2012~
2017년)에 약 20억 위안(약 3670억 원)을 투자해 초미세먼지·오존·일산화탄소
측정설비를 구입할 계획임. 비용은 市와 중앙정부 공동으로 마련함. 측정설비를
설치하면 1시간마다 측정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할 예정임.
･ 2012년 목표는 2011년과 대비해 이산화유황 배출량을 2%, 암모니아성 질
소 배출량을 1.5% 저감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11년 수준으로 유지하
는 것임. 市는 이를 통해 대기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글로벌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한편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北京日報,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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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ㆍ주택
7.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 시행 (파리)
 파리市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 주택융자 0%’와
‘내 집 마련 융자’라는 2종류의 주택 구입자금 무이자 대출 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 파리 주택융자 0% 제도는 대출한도를 늘릴 수 없는 최초 주택구입자
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임.
이 제도는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재정지원을 하는 것임.
2010년 경제 불황 때에는 대출한도를 50% 인상하기도 함. 국가의 무이
자 대출 제도 등 다른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도 신청할
수 있음. 국가가 운영 중인 제도는 신축 주택 구입 시에만 해당됨. 내 집
마련 융자 제도는 파리 사회주택 임차인 중 주택을 매입하려는 시민
을 대상으로 함. 이 제도는 사회주택의 회전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음.
- 市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파리 주택 융자 0% 대출을 받을 수 있
음. 파리 주택융자 0%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2012년 4월 1일부터는 파리 주택 융자 0% 대출금을 제외하고 상
환기간 5년 이상의 대출금액이 주택 구입가격의 6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파리 시내에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이 구입연도에 주된 거주지여야 함. 이 2가지 조건은 市 사회
활동센터 직원이나 경찰관, 소방관, 市 병원 관계자와 장애인주택
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택 매입 시 그리고 매입 2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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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입연도까지 주된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됨.
･ 가구당 소득상한선도 정해져 있는데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012년 소득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3만 4587유로(약
5100만 원), 2인 가구는 4만 8797유로(약 7200만 원), 3인 가구는 6
만 3967유로(약 9400만 원), 4인 가구는 7만 6370유로(약 1억 1300
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9만 863유로(약 1억 3400만 원)임.
- 2012년 1/4분기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음.
･ 파리 주택융자 0% 제도의 경우 1인 가구는 2만 4200유로(약
3600만 원), 그 외 가구는 3만 9600유로(약 5800만 원)임.
･ 내 집 마련 융자 제도의 경우 1인 가구는 2만 7000유로(약 4000
만 원), 2인 가구는 4만 5000유로(약 6600만 원), 3인 가구는 6
만 유로(약 8800만 원), 4인 가구는 7만 유로(약 1억 30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8만 유로(약 1억 1800만 원)임.
(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pret-paris-logement-0-ce-qui-chan
ge-en-2012/rub_1_actu_110032_port_24329)
(www.paris.fr/pratique/prets-0-pour-devenir-proprietaire/pret-paris-logement-0/
comment-beneficier-du-pret-paris-logement-0/rub_9394_stand_979_port_22956)

8. 새로운 비전계획 ‘2020년 도쿄’의 실행계획 수립 (도쿄)
 도쿄都는 2011년 말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비전계획
인 ‘2020년 도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都는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3년간 추진할 실행계획 ‘실행
프로그램 2012’를 추가로 수립해 최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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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에서는 앞으로 3년간 ‘2020년 도쿄’ 계획의 8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약 2조 2000억 엔(약 33조 1800억 원)을 투입해 총 22개
시책과 37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시함. 우선 2012년도에는
약 7500억 엔(약 11조 30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임.

･ 기존의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 계획의 실행프로그램 2011에서
는 총 26개 시책을 제시했으나 실행프로그램 2012에서는 여건 변
화에 따라 22개로 재구성하였고 방재대책, 에너지정책, 국제경쟁력
향상 분야를 강화함.
【실행프로그램 2012에서 강화된 내용】
강화된 시책
방재대책

에너지정책

국제경쟁력 향상

향후 3년간 추진할 주요 내용
- 지진 발생 시 주요 건물이나 도시시설 등의 내진화(耐震化) 추진
- 목조건물 밀집지역 불연화(不燃化) 10년 프로젝트 추진
- 새로운 공조시스템 만들기 및 귀가 곤란자 대책 강화
-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 및 갱신
자립 · 분산형 전력원 확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한 노력

- 종합특구 제도를 활용한 대담한 규제 완화와 민간 활력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

【‘2020년 도쿄’ 계획의 8대 목표 및 실행프로그램 2012의 22개 시책】
목표
1.
1. 고도의 방재도시를 실현해
2.
도쿄의 안전성을 세계에
알림
3.

실행프로그램 2012의 시책
지진대책을 집중 추진해 지진에 강한 도시 조성
자조 ․ 공조력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 최소화와 도시기능 조기 회
복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등 도시형 재해 대책 강화

4. 경제성장과 환경의 상생을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정책 시행
2. 저탄소를 통해 고효율적
인 자립 · 분산형 에너지 5. 세계에서 가장 환경부하가 적은 최첨단 저탄소도시 실현
사회 창출
6. 세계에 자랑할 만한 깨끗한 도시환경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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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실행프로그램 2012의 시책

7. 풍요로운 자연을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녹지네트워크 구축
3. 물과 녹지 회랑으로 둘러
싸인 아름다운 거리 도쿄 8.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수변공간 창출
부활
9. 수도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쿄의 가치 제고
4. 땅 ․ 바다 ․ 하늘을 결합해 10. 육 ․ 해 ․ 공 간 고도의 교통네트워크를 형성해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경쟁력 향상
11. 도쿄를 고도 기능 도시로 진화시키기 위해 도심 등 거점 정비
5. 산업력과 도시의 매력을 12. 도쿄의 발전을 이끄는 산업 육성을 통해 아시아 최고 비즈니
스 거점 형성
제고해 도쿄를 새로운
성장궤도에 올림
13. 도쿄의 다채로운 매력을 연출 ․ 전파해 국내외 방문객 유치
14. 육아가구를 사회 전체가 지원해 저출산 극복
15.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사회시스템 구축
16. 장애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누구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
6.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도
는 사회 실현
시모델을 구축해 세계에
17.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
모범을 보임
는 사회 조성
18. 주민이나 관광객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조성
19. 아이들이 지 · 덕 · 체를 기르도록 해 다음 세대를 담당할 수 있
는 인재 육성

7.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세계로 웅 20. 약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 배출
비하는 인재 배출
21. 의지와 능력에 따라 활동하고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
회 조성
8. 누구라도 스포츠를 즐길
22. 최고의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누구나 언제라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 아이들에게
수 있는 환경 조성
꿈을 주는 사회를 만듦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12/70lcm102.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12/DATA/70lcm153.pdf)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12/DATA/70lcm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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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캐나다 밴쿠버市)
- 캐나다 밴쿠버市에서는 주민의 52%가 세입자인데 2004년 이후 신규주택 공
급이 6%에 그쳤음. 이에 市는 임대주택 단기 인센티브 프로그램(STIR ; Short
Term Incentives for Rental Housing)을 향후 2년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임.
･ 신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100% 복합주거 형식으로
6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춰야 함. 인센티브는 세제혜택 제공, 최소 주차장
확보기준 ․ 세대크기 및 밀도 제한 완화, 허가절차 간소화 등임.
･ 市는 필요에 따라 기존 주거지를 재개발 ․ 재건축할 수 있으며, 기존 도시
계획정책에 따르되 지속가능성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미래적 요구에 부응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市는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도시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고, 건설업종의 일자
리를 창출하며, 단기간에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http://vancouver.ca/commsvcs/developmentservices/stir/)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 산업과 외국계 기업 유치 (도쿄)
- 도쿄都는 2011년 9월 경제성장 동력 산업 및 외국계 기업 등의 집적을 촉진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특례조치, 세제 ․ 재정 ․ 금융상
의 지원조치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국제 전략종합특구’(都가 승인 신
청한 지구 명칭은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지정을 승인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는데, 2011년 12월 23일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
･ 都는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를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총괄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임. 이를 위해 5년간 50개 이상의 국내 기업과 500
개 이상의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이를 통해 약 14조 6000억 엔(약
220조 원)의 경제효과와 약 9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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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대상 업종은 도쿄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분야로 정보통신, 의료·화
학, 전자·정밀기계, 항공기, 금융·증권, 콘텐츠·창조산업 등임. 이번에
승인은 받은 지역은 도쿄 도심 ․ 임해지역, 순환2호선 신바시(新橋) ․ 아카사
카(赤坂)·롯본기 지역, 하마마츠초(浜松町)역 주변 지역, 신주쿠역 주변 지
역, 시부야역 주변 지역, 시나가와·다마치역 주변 지역 등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20lcq4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DATA/20lcq400.pdf)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2/DATA/20lcq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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