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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ㆍ 경 제
1.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양성소’ 운영 (파리)
 파리市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양성소’를 운영함. 기업양성소란
창업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사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임. 기업양성소는 창업을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터 다음 단계의 기관으
로 기업의 빠른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이 기관은 주로 경영, 마케팅
전략 기획, 구인, 해외시장 개척, 재정 등을 지원하게 됨.
- 주요 기업양성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파리 이노베이션 연합(파리 20區) : 뉴미디어 인큐베이터로 2200㎡
면적의 사무실에 디지털 관련 제작 분야(게임, 애니메이션, 멀티미
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 등)의 혁신기업 약 20개를 입주시킬 계획
임. 1개 기업당 30~110㎡ 규모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함.
･ 파리 이노베이션 마세나(파리 13區) : 디지털기술(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 특화 인큐베이터임. 5000㎡ 면
적에 약 30개 기업을 유치해 1개 기업당 40~350㎡ 규모의 사무공
간과 운송 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파리 이노베이션 파이낸스(파리 2區) : 혁신적인 파이낸싱에 특화된
약 20개 기업을 유치하며, 면적은 900㎡임. 혁신 파이낸싱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파이낸싱 응용기술 분야 기업에 15~35㎡ 규모의 사
무공간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파리 이노베이션 크레아노바 벨빌(파리 20區) : 혁신사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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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10~30㎡의 사무공간과 맞
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파리 레지옹 이노베이션 노르 엑스프레스(파리 19區) : 이곳에는 3개
인큐베이터(파리 인큐베이터 클린테크, 파리 인큐베이터 게임, 파리
인큐베이터 디지털)와 중소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기업호텔이
입주함. 10년간의 창업기업 지원 노하우를 살려 기획된 이 인큐베
이터들은 기업 내 역동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출판 랩(파리 5區): 출판계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공간
을 목표로 함.
(www.paris.fr/pro/2d3es-hebergement-d-entreprises/pepinieres/rub_9529
_stand_22926_port_23414)

2. 지방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 (영국)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
운데 영국 지방정부의 사례를 조사 ․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음. 최근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이 영국 지역사회 ․ 지방정
부부와 시민사회국의 의뢰를 받아 ‘Grow Your Own : How Local
Authorities Can Support Social Enterprise(November 2011)’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런던市, 브라이턴市, 체셔州 등 10개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해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스
스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사
회적 기업을 통해 창출된 자산이 지역사회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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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지역 우선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그동안 지방정부
가 주력해온 7대 분야(리더십, 수탁과 조달, 혁신적 재정, 공공서비스
제공, 협력, 기업 지원, 지역 혁신)에 대해서도 평가함.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Northumberland County Council :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직
원을 대상으로 정보창구를 개설하고 간부급을 초청해 워크숍을 여
는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정당 대표와 사회 각계 인사가 참
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를 논의함. 이는 어떤 한 분야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지역 전체
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됨. 외딴 지역
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분야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회적 기업 운영에 참여
하기도 함.

･ Cheshire West and Chester Council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
역에 맞는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 특히 지역 내에서 이뤄졌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혁신하
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

･ Devon County Council : 어떤 사회적 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
지, 누가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市정부의 역할을 밝힌 마케팅전략 분석서(사업계획서)인 ‘Market

Positioning Statement’를 작성함. 사회적 기업이 진출할 사업분
야의 현황을 분석한 뒤 각 집단의 역할을 도출했는데, 市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의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브라이턴(Brighton and Hove City Council) : 2008년 기업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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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파트너십에 의뢰해 지역사회와 지구환경 보전, 수익 창출을 위
한 사회적 기업 전략을 작성함. 사회적 기업 전략은 크게 6대 전

략(① 사업이 주는 다양한 영향과 기회에 대한 이해, ② 기업의
자생력 및 생존력, ③ 협력적 사고 장려, ④ 기업 혁신의 새바람,

⑤ 투명성 개선, ⑥ 지역경제 발전 촉진)으로 구성됨. 브라이턴 대
학과 사회적 기업 담당자가 이 전략의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전략
을 만든 기업 ․ 지역사회파트너십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과 市 관계자를 초청해 전략의 의미와 시행방안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함.

･ 런던市의 4개 자치구(Havering, Barking and Dagenham,
Redbridge, Waltham Forest)는 영세기업이나 개인이 예산이나
경험, 인맥 부족 등으로 개인비서(사무실 관리직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 공급
하는 사회적 기업(People 4 People)의 창업을 지원함. 각 자치구
가 10만 파운드(약 1억 7800만 원)를 출연하는 등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
(www.youngfoundation.org/publications/reports/grow-your-own-how-loc
al-authorities-can-support-social-enterprise-november-2011)
(www.youngfoundation.org/files/images/Grow_Your_Own_v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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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ㆍ 복 지
3. ‘영유아 보육시설 대기인원 제로’ 추진 (일본 요코하마市)
 일본 요코하마市 어린이청소년국 긴급보육대책과에서는 최근 영유아 보
육시설의 입소 희망 대기자가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대기아동 대책을 긴급과제로 선정해 인가 보육시설 등을 신설
하고 기존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있음.
- 市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의 정비가 가능한 사유지와 보육사업자를 공모해 사유지
소유자와 보육사업자를 매칭시키는 정책을 추진함.

･ 보육시설의 정비에 적합한 물건(物件) 정보를 부동산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육사업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함.

･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버스로 데려다주는 ‘보육 스
테이션’을 정비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를 맡기기가 힘들었
던 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건물을 임대해 NPO 법인 등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를 보육
할 수 있는 시설을 2012년 3월까지 14개 설치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해 점차 확충할 예정임.

･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사의 양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
육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강좌 등을 실시함.
- 市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대책 이외에도 각 가정 상황과 아이의
연령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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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보육실(0~2세) : 市가 인정한 보육시설로, 면적기준은 인
가 보육시설과 동일하고, 소득에 따라 요금 감액도 가능함. 3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도 있음.

･ 가정 보육(0~2세) : 市가 인정한 가정보육복지원이나 NPO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 등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육을 실시함.

･ 유치원 연장보육(3~5세) : 市가 인정한 ‘연장보육 유치원’에서는 오
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까지 연
장보육을 실시하며, 방학 중에도 보육을 실시함.

･ 일시 보육(0~5세) : 보호자의 부분취업이나 질병, 긴급용무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아이를 보육하는 제도로 인가 보육시설, 요코하
마 보육실,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음.

【요코하마市 보육시설 정원 및 대기아동 수 추이
(H24=2012년)】

- 市가 이러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1년 4월 대기아동 수
가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2012년 4월 ‘영유아 보육시설 대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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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제로(0)’ 달성을 목표로 2012년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www.city.yokohama.lg.jp/shimin/koho/koyoko/756/001-1.html)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수유공간 등록시설 모집 (일본 사이타마縣)
- 일본 사이타마縣에서는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등 방문객의 제한이 없는 민
간 및 공공시설에 이른바 ‘아기의 역’이라는,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수유공간 등록시설을 모집하고 있음. 아
기의 역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음. 등록시설은 2012년 1월 31일 현
재 5488개소임.
･ 공공 수유공간 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영유아
용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커튼 등으로 가릴 수 있어 수유 시 프라이버
시가 확보되는 공간이 있어야 함.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등록신청서,
아기의 역 사진, 설치장소를 나타내는 도면(평면도 등)을 縣 저출산정책과
에 제출하면 縣은 해당 시설에 등록 스티커를 발부함과 동시에 인터넷사
이트에 시설정보를 게시하게 됨.
(www.pref.saitama.lg.jp/page/akachan-st-main.html)
(www.pref.saitama.lg.jp/uploaded/attachment/396534.pdf)
(www.pref.saitama.lg.jp/uploaded/attachment/396485.pdf)
(www.pref.saitama.lg.jp/uploaded/attachment/3965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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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ㆍ 재 정
예산편성과정을 시민과 공유 (캐나다 캘거리市)
- 캐나다 캘거리市는 시민이 예산 심의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市 예산이 어
떻게 쓰이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ur City, Our
Budget, Our Future’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市는 2011년 2012~2014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약 2만 30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
순위를 정함.
･ 市가 만든 웹사이트에서는 예산 집행현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절약한 주차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년도보다 10% 증액한
복지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를 일반 시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음. 市는 시민들이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이 좀 더 투명해지고 시민과의 소통도 보다 활
발해졌다고 평가함.
(www.calgary.ca/CA/fs/Pages/Plans-Budgets-and-Financial-Reports/Business-Plansand-Budgets-2012-2014/Business-Plans-and-Budgets-2012-2014-Overview.aspx)
(www.theatlanticcities.com/politics/2012/02/understand-citys-budget-write-it/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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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 · 안 전
4. 9개 국어로 작성된 ‘어린이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요령’을
노래 ․ 게임 ․ 만화 등으로 홍보 (뉴욕)
 뉴욕市 응급상황관리국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테러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Ready New
Yor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2012년에는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을 위한 내용을 추가해 학교, 유치원, 市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Ready New York 프로그램은 부모나 다른
어른들의 도움 없이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3단계 기본 대처
방안(계획 세우기, Go Bag, 응급상황 시 필요한 도구 만들기)을 발표
함. 이들 방안은 단 몇 분이면 준비를 마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어
를 포함해 9개 국어로 제공됨. 특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생까
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eady School :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및 테
러 발생 시 보호자가 없거나 학교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시킴. 2009~2010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111개교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함.

･ Ready Kids Cartoons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만화와 노래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쉽게 익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도 어린이가 스스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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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찾기, 낱말 맞추기, 연상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있음.

【市 응급상황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용 Ready New York 프로그램(한국어판)】

【市 응급상황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린이용 Ready New
York 만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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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응급상황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용 게임의 예】

(www.nyc.gov/html/oem/html/get_prepared/ready_kids.shtml)
(www.nyc.gov/html/oem/html/news/videos.shtml)

도

시

환

경

5. 관용 화물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개조해 운행 (영국 사우
샘프턴市)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소형 화물차에도 친환경 연료를 이용하
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특히 영국 사우샘프턴市와 런던市 캠든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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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대안연료 차량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 사우샘프턴市는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밴)를 최근 시범운
행하기 시작함. 市는 셰필드에 기반을 둔 에너지회사인 ITM Power와
협약을 맺고 소형 밴 2대를 수소연료 차량으로 개조해 2012년 2월부
터 시범운행에 들어감. 수소 탱크를 장착하고 달리는 수소차량은 대기
중에서 산소를 흡입해 전기를 만듦. 수소차량 운행비용은 일반 차량과
유사하나 배출되는 탄소가 거의 없어 청정연료로 불림.

【사우샘프턴市 수소연료 화물차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모습】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市에서 운행 중인 밴 400대를
수소연료 차량으로 개조할 계획임. 또한 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
하장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함.

･ 市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교통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대안 에너지원 발굴 및 저변 확
대를 위해 노력해왔음. 현재 영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수소연료 차
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 차량 시범운행 시 예산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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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제도(HOST : Hydrogen On-Site Trial)를 시행하고 있
음. 사우샘프턴市 사례는 영국에서도 최대 규모임.
- 런던市 캠든區는 영국에서 최초로 대안에너지로만 화물차를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임. 총 15대의 친환경 화물차량은 폭스바겐과 벤츠社에서
제작하였으며 모두 압축 바이오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함.

･ 캠든區는 서리(Surrey) 매립장에 묻힌 유기성 쓰레기에서 발생하
는 메탄가스를 채집해 원료로 사용함. 압축 메탄가스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음.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은
60%, 미세먼지(PM10)는 90%,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0% 줄어듦.
메탄가스 1톤으로 발생하는 출력은 화석연료 1200리터와 같음.

【런던市 캠든區에서 운행 중인 바이오가스 차량】

･ 캠든區는 관할구역 내에 바이오가스 충전소를 도심 킹스크로스 지
역에 설치 ․ 운영 중이며, 일반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도 늘리고 있음. 최근 영국에서 최초로 무료 전기차 충전소
를 개소했는데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발생한 전기로 운영함.

･ 캠든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차량 저변 확대정책이 대기오염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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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 것으로 기대됨. 바이오가스 화물차, 전기차 이외에도 전기와
LPG로 가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거리청소, 주택관리, 응급구조, 주
차관리 등에 이용하고 있음.
(www.bbc.co.uk/news/uk-england-hampshire-16864206)
(www.dailyecho.co.uk/news/9510140.Council_road_tests_new_hydgrogen
_Transit_vans/)
(www.southampton.gov.uk/news-events/pressoffice/NewsItem.asp?ID=4292)
(www.green-car-guide.com/camden-council-runs-renewable-fleet.html)

6.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솔라뱅크 시스템’ 운
영 (일본 가나가와縣)
 일본 가나가와縣은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가나가와 스마트 에너지 구상’을 추진 중에 있음. 이 구상의 핵심사업인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
로 ‘가나가와 솔라뱅크 시스템(Solar Bank System)’을 사업자 및 주민
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 이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縣과 참여 사업자가
협력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있음.
- 이 시스템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솔라뱅크 시스템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
비 설치계획안을 제시하면 縣이 가격 및 적용조건, 수량 · 지역, 판
매 · 시공 체계, 서비스 등을 평가해 사업자와 縣 간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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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縣이 운영(위탁)하는 솔라뱅크 센터의 접수 · 상담 창구에
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주민을 모집하고, 주민은 주
택의 지붕형태 등에 적합한 설치계획안을 선택해 견적을 신청함.

･ 솔라뱅크 센터에서는 견적 신청서를 취합 ․ 정리해 사업자에게 전달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와 주민이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
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됨.

【가나가와 솔라뱅크 시스템의 절차도】

(www.pref.kanagawa.jp/prs/p393186.html)
(www.pref.kanagawa.jp/uploaded/attachment/3770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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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 에너지 고효율 빌딩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저탄소 실천 지도’ 제작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는 세계자연보호기금과 함께 ‘市 저탄소 실천 지도 프로젝트’
추진결과를 발표함. 市 저탄소 실천 지도(빌딩편)는 중국 녹색건축 ․ 에너지절
약위원회와 상하이 소재 퉁지대학교(同濟大學校)가 공동 제작했으며, 상하이
과학에너지전시관 내 저탄소교육관에 전시될 예정임. 市는 2011년에도 ‘2050
년 상하이 저탄소 발전 지도’를 제작한 바 있음.
･ 저탄소 실천 지도는 친환경 저탄소 빌딩(지역)과 에너지 고효율 빌딩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황푸강(黃浦江)을 중심으로 저탄소 빌딩 현황을 한눈
에 살펴볼 수 있음. 또한 LED 조명, 태양열 발전설비, Low-E 유리
(Low-Emissivity Glass) 등과 같이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음.
･ 저탄소 실천 지도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저탄소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민 참여가 관건이
기 때문에 이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저탄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
도할 계획임. 市는 이번 빌딩편(1편)에 이어 일반 시민들에게 ‘저탄소 생
활’을 가이드해줄 2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
- 市는 교통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기는 힘
들지만 법규를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및 기존 빌딩
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음. 빌딩은 건축 시공에서부터 유지
보수 및 철거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市는 에
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저탄소 빌딩 건축을 장려하고 있음. 현재 상하이 엑
스포 전시관뿐 아니라 학교 캠퍼스, 업무용 빌딩, 상업 및 공업지구까지 ‘저
탄소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음.
（http://news.online.sh.cn/news/gb/content/2012-01/19/content_5085931.htm)
(http://news.ifeng.com/gundong/detail_2012_01/18/12059862_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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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택시의 역할 제고 필요”
(뉴욕)
 뉴욕市 컬럼비아 대학교 David King 교수는 뉴욕市에서 운행 중인 20
만 대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통행패턴을 GPS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택시 통행이 대중교통시스템과 경쟁관계가 아니며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힘.
- David King 교수는 시간대별 기 · 종점 분포를 분석한 결과 택시를 이
용하는 통행이 집에서 직장, 다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대칭구조
가 아니라 출퇴근 통행 중 한 통행만 택시를 이용하고 나머지 통행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대칭적인 통행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함.

･ 이러한 비대칭적인 통행패턴에서 택시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에서 지
하철이나 버스를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연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와 더불어 David King 교수는 118개 도시의 택시 통행패턴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통근자 수와 자가용이 없는 가
구 수가 택시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일반적으로 가장 중
요한 변수로 고려되어 왔던 인구와 고용자 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은 택시가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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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택시도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고 강조함. 또한 택시는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서 카셰어링(Car-sharing)보다 장점이 크다고 밝힘.
(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2/02/taxis-part-transit-system/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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