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 드 라 인 뉴 스 ( 도 시 계 획 ·주
택

)

1. 고가도로 아래 또는 고가도로 설치 예정지역을 활용
해 지역활성화 추진 (일본 요코하마市)
m 일본 요코하마市 도로국에서는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도로공간 중 통행
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고가도로 아랫부분 및 고가도로 설치 예정지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점용(占用)주체를 선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아이디어 및 활력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용(점용) 용도는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용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상
황 등과 조화를 이룬다면 어떠한 것이든 가능함. 다만 사회통념상 부
적합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용도, 폭발물 등의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 악취 및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음.
･ 이용기간은 선정된 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점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가능하되, 市가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함.
･ 점용료는 ‘요코하마市 도로점용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가도로로 예정된 지역을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연간 제곱미터당 4500엔(약 6만 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1만
3200엔(약 17만 원)의 사용료를 市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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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접수

⇒

제안
내용
심사
및
평가

⇒

이용
예정자
결정
및
통지

⇒

상세
협의
및
건축
확인
절차

⇒

도로
점용
허가
절차
및
이용자
결정

⇒

이용
개시

【고가도로 하부 또는 고가도로 설치 예정지역 활용을 위한 응모절차】

- 실제로 2012년 10월 19일 市 도로국과 아동청소년국이 연계 협력해
순환 2호선의 뵤부가우라 고가도로 하부를 60여 명 정원의 인가 보육
원으로 정비(건물용지 약 494㎡, 경량 철골조 2층 건물)함으로써 보육
원 대기아동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고가도로 하부를 보육원으로 활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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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완성 예정도】

(http://www.city.yokohama.lg.jp/doro/kensetsu/yuukoukatuyou/)
(http://www.city.yokohama.lg.jp/doro/kensetsu/yuukoukatuyou/koubo/k
oubo-02/download/bosyu.pdf)
(http://www.city.yokohama.lg.jp/doro/press/h24/download/20121019-kst.pdf)

문 화 ㆍ 디 자
인
‘문화예술 ․ 창조도시 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수립 추진 (일본 요코하마市)
- 일본 요코하마市는 市의 성장전략 중 하나인 ‘관광 ․ 창조도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5월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창조도시 및 마을 만들기’,
관광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vent or Exhibition)’ 등의 대

‘

책을 적극 시행하고 분야별 연계를 추진해 왔음.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문화예
술 진흥’과 ‘창조도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
기 위해 2012년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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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요코하마 문화예술 ․ 창조도시 대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12월 하순경
에 확정할 예정임.
･ 이번 대책은 ① 급속한 세계화 및 고도정보화의 전개, ② 저출산 ․ 고령화 현
상의 전개와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 및 커뮤니티의 붕괴, ③ 유럽 재정위기
및 일본 내 장기 디플레이션 등의 경제상황, ④ 아시아 각국 도시의 급부상
으로 인한 도시 간 경쟁 심화, ⑤ 동일본대지진 피해로 인한 새로운 사회과
제 대두 등 요코하마를 둘러싼 사회 ․ 경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됨.
･ 문화예술 및 창조도시 대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 ① 요코하마만이 가지고 있
는 독특함, ② 커뮤니티 활성화, ③ 활기 형성 및 경제 활성화라는 3가지 기
본관점을 설정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방향에서는 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② 어린이를
비롯한 차세대 육성, ③ 창조도시 요코하마 대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 아
티스트 및 크리에이터의 창조적인 활동 지원, ④ 활기 조성, 관광 MICE 진흥
과 연계해 요코하마만의 선진적인 문화예술을 국내외에 전파 등을 4가지 기
본방침으로 정함.
(http://www.city.yokohama.lg.jp/bunka/outline/miryoku/20120927.html)
(http://www.city.yokohama.lg.jp/bunka/outline/miryoku/kangaekata1024.pdf)
(http://www.city.yokohama.lg.jp/bunka/kancon/convention/mice/)

산 업 ㆍ 경 제
2. 지역 내 공공기관이 파트너십을 체결해 야간 유흥업소
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운동 전개 (영국 첼름스
퍼드市 외)
m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보건기구, 방재안전기관, 경찰 등이 공동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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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필요악으로 취급되던 유흥산업을 지속가
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포함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음. 콘월(Cornwall)州는 지역 내 30여 개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참
여하는 뉴키 안전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첼름스퍼드(Chelmsford)市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파트너십을 통해 유흥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웰빙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야간 유흥산업은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발전과 도심 활성
화에 기여하는 반면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고, 범죄율을 높이며, 공공보
건을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영국 전체에서 펍(Pub), 클
럽, 식당 등 유흥산업이 올리는 매출액은 연간 660억 파운드(약 114
조 7000억 원)에 달함.
･ 영국 지방정부는 부정적인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유흥산업의 순기능
은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다른 목적으로 장소를 활용하는 등 다양
한 대안을 모색함.
- 콘월州는 지역 내 30여 개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업소, 지역주민이 함
께 참여하는 뉴키 안전파트너십을 운영함. 파트너십은 공공부문–지역
주민-유흥산업의 이해와 요구를 함께 반영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범죄를 줄여나가는 데 공동 협력함.
･ 술집, 클럽, 식당, 극장과 볼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회적 순기
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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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정함. 우선 야간 유흥업소 관계자, 지역주민, 다양한 공공
기관 관계자(경찰, 청소원, 보건행정직, 방재 관련 부서), 기초자치
단체 관계자, 알코올중독 관련 민간단체, 유흥산업 관련 허가 담
당자와 인명구조대 등이 상호 파트너십을 맺음.
･ 파트너십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우선 함께 ‘No Nonsense
Campaign’(허튼 짓은 용납 안 하는 진지한 운동이라는 뜻)을 펼
침. 고성방가 등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총각파티’, ‘처녀파티’를 규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이에
대한 경고문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고성방가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해당 술집에 12시간 동안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30% 감소하는
효과를 봄.
･ 또한 유흥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동 단위
로 술집, 클럽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징수해 지역사회 미화사업에
쓰도록 하는 한편 시청이 나서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
록 행사를 지원하기도 함.
- 첼름스퍼드市(Chelmsford city council) 환경국도 유흥산업을 규제하
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첼름스퍼드市에서는 유흥업소를 대
상으로 낮에는 커피전문점, 식당 등 건전한 기능으로 재탄생하도록 유
도함. 이는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흥업
소가 들어선 지역이 낮 동안에는 어두운 슬럼지역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심을 재생하는 효과도 있음.
･ 이와 같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첼름스퍼드에서도 지역 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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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공공기관인 보건기구, 시청, 경찰과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결성한
파트너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 예를 들어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
이 유흥업소 앞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몸싸움을 하거나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역 택시
승강장 담당 경찰을 배치한 결과 시민의 불편과 폭력사고 발생 위
험이 감소함.
(www.guardian.co.uk/local-government-network/2012/nov/05/councils-m
anage-night-time-economy-drinking)

3. 경기침체기 동안 공공재정 악화로 인한 예산감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역할 강화 (영국 리
버풀市 외)
m 영국에서는 공공재정 악화로 지방정부의 예산감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
회적 기업이 비용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리버풀市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재정 악화를 개선하고 공공서
비스의 수준도 유지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2010년 12월 보수당-자민당 연합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 동안 지방정
부 예산이 평균 28% 감축되어 예산 감축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
는 정책이 다양하게 모색됨.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기관이 공공서비스
를 공급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비용 절감과 공공서비
스의 성과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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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UK(Social Enterprise UK)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체 사회적 기업 중 15%가 새로 생겨났으며 공공부문 사업을 하
는 사회적 기업은 전체의 40%에 달함. 세부 분야로 사회복지, 교
통, 여가서비스, 주택, 시설관리, 출장음식 제공 서비스 등에서 사
회적 기업이 두각을 나타냄.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또한 사회
적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한 분야임.
- 서퍽(Suffolk)州는 2012년 8월 모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자선사업체
성격의 사회적 기업인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IPS)에서 담
당하도록 변경함.
･ 이는, 市가 직영하기보다는 개별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비용효과적
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한 우수 사례로 꼽힘. 또한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도 사회적 기업이 진출해 성공을 거둔 바 있음.
- 런던의 그리니치區에서는 區 직영으로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에
이어 도서관까지 사회적 기업인 Greenwich Leisure Limited(GLL)가
담당하게 됨.
･ GLL은 지방정부와 일하는 사회적 기업 중 영국 내에서 가장 규모
가 큰 사업체임. 그리니치區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1990년대 초반
에 상호조합으로 변화함. 현재 런던 전역과 잉글랜드 남부의 공공
부문 스포츠센터 및 문화센터는 물론이고 도서관 운영사업까지 영
역을 확대해 직원이 4000여 명에 달함.
･ 區나 市에서는 자본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를 제
공해온 사회적 기업의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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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음. 도서관의 경우 운영시간, 직원 수와
고용조건은 市 직영일 때와 같은 조건을 유지함.
･ 지나친 고용불안을 조성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에 비해 피고용인에 대한 노동유연성이 높고, 시청이나 구
청이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높은 행정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움.
또한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
무실 또는 시설 유지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추가로 누릴 수
있어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리버풀市는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시청이 앞장서
서 활성화함. 리버풀市 노슬리 구청은 區 관할구역 내 사회적 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인 Unit
for Social Enterprise(USE)를 창설하고 운영을 지원함.
-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 간 상생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재원을 충당하고 민간기업에 비
해 고용문화나 조직성장 속도가 느린 편임. 따라서 부족한 공공재정을
충당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는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부문 사업에 입찰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도 어려운 사회적
기업도 많은 실정임. 공공부문에서부터 진입장벽을 낮춰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더욱 꾸준한 지원과 멀리 내다보는 육
성계획이 있어야 사회적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음.
(socialenterprise.guardian.co.uk/social-enterprise-network/2012/nov/09/
growing-role-social-enteprrise-local-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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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ㆍ 복 지
4.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캠페인과 암
행감찰을 꾸준히 시행 (런던市)
m 런던市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당국과 운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등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함.
- 런던교통공사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정기적으로 암행
조사 보고서를 출간함.
･ 암행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의 문제점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전용 승강기나 버스에 탈 때
쓰이는 경고등 및 발판의 고장, 장애물에 대한 고지 불충분, 택시
승강장 표시 부족 등을 제시함.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장애인용 콜버스의 경우 이용자의 61%가 전
화를 걸자마자 응답을 받아 신속한 서비스에 만족하였고, 지하철
이나 버스 등의 운전기사와 직원들은 비교적 친절하고 도움을 아
끼지 않은 편으로 평가받음.
･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현장에서 직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비해 교통정보센터(Travel
Information Call Centre)에서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았
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음.
･ 장애인용 시설을 직접 체험하여 점검한 결과 청각장애인용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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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직
원교육이 부족했거나 장비 점검이 안 된 경우 등으로 조사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거나 시각장애인처럼 한눈에 장애를 알
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쉬
운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런던교통공사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
을 확보하자’는 운동을 벌임. 이번 캠페인에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
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유모차 사용자, 짐을 든 승객 또는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는 있으나 최우선순위는 휠체어 사용자로서 이들에게 이 공
간을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널리 홍보함.
･ 런던市 교통체계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가장 이용하기 편한 수단은
버스로서 런던市 내 모든 버스의 1층 가운데 좌석을 휠체어 사용
자를 위해 확보해두고 있음.

【‘휠체어 자리를 확보하자’
운동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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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차나 큰 짐을 가진 승객이 휠체어 자리를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하게 되면 즉시 유모차를 접거나
짐을 다른 데로 옮겨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자리를 바로 양보해야
모두가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캠페인에서 우선순위를 강조하게 된 데는 일반승객이나 휠체어 사
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휠체어 좌석이 비었을 때와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했을 때 등의 행동요령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임. 휠체어 좌석에 대한 홍보 캠페인은 2013년
봄까지 계속되며 버스정류장, 버스 내 좌석 근처 등에 문구를 게
시함.
･ 이번 캠페인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함.
휠체어 좌석에 다른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승
차할 경우 버스 기사는 행선지를 표시하는 전광판에 자동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알려야 함. 이 경우 일반승객이 유모차를 접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기다려 줘야 함. 유모차 승객과 휠체어 승객
모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버스를 출발
하도록 함.
(www.tfl.gov.uk/assets/downloads/customer-research/accessibilty-mystey
r-traveller-survey-2011.pdf)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6278.aspx)
(www.tfl.gov.uk/assets/downloads/Wheelchair_priority_space_campaig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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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관광도시 조성 추진 (베를린市)
- 베를린市는 ‘배리어프리도시협의회’를 설립해 공공공간뿐 아니라 관광분야도 배
리어프리하게 개발해 국제적인 배리어프리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함. 市 도시
발전환경국은 배리어프리한 도시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노인들 모두에게 중요
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베를린을 배리어프리한 도시로 조성하고 국제적인 배리어
프리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함.
･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이번 시즌의 크리스마스 장터를 배리어프리 장터로 운
영하도록 함. 크리스마스 장터는 크리스마스까지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서는
장터로서 전통적인 축제의 장이라는 성격도 가짐. 이에 따라 2012년 11월 26
일부터 열린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장터는 길과 계단, 주차장 등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조성하고, 장터마다 장애인서비스센터와 도우
미를 배치함. 市는 배리어프리 크리스마스 장터에 대한 안내전단지 ‘크리스마
스 천사’도 배포함.
･ 배리어프리도시협의회는 2013년부터 베를린관광공사가 시행하는 비지트 베를
린(visitBerlin)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배리어프리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
획임. 교통, 숙박, 식사, 쇼핑, 휴식, 유흥 등 각 항목별로 배리어프리한 관광
루트를 개발해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배리어프리 도시 베를린을 보여줄 예정
임. 배리어프리 크리스마스 장터는 市가 배리어프리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음.
･ 市는 2007년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배리어프리한 기준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
간한 바 있음. ‘베를린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이 책자에서
는 베를린이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물뿐 아니라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산책로, 유원지
등의 공공공간 조성 시 계획과정에서부터 ‘무장애화’ 문제를 고려하도록 규정
해놓고 있음.
･ 市는 또한 도시발전환경국 건물 안에 베를린의 촉각 도시모형을 설치함. 이
모형은 시각장애인도 촉각을 통해 도시전체를 조망하고 음성 설명을 통해 주
요 건물과 광장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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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 도시모형】

【촉각 도시모형의 세부 모습】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11/nac
hricht4844.html)
(www.berlin.de/ba-charlottenburg-wilmersdorf/presse/archiv/20121108.1210.377729.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bauen/barrierefreies_bauen/download/designforall/H
andbuch-Design_for_all_2011.pdf)
rliner_weihnachtsengel_flyer.pdf)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개정 (도쿄都)
- 도쿄都는 ‘도쿄都 주택 마스터플랜’과 ‘도쿄都 고령자 보건복지계획’의 개정내용
과 도쿄都의 새로운 비전계획인 ‘2020년의 도쿄’ 실행프로그램 2012의 내용을
반영해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을 2012년 8월 개정함. 都 도시정비국과 보건
복지국은 고령자가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공간을 선택하거나
그동안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고령자의 거
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계획 : 기본방침과 실현을 위한 시책’을 2010년 9월 수립한 바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 등의 공급 촉진,
② 고령자의 입주 지원 및 서비스 질의 확보, ③ 지역 수준에서 고령자를 지
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를 위한 그 밖의 조치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해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20m8v3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DATA/20m8v300.pdf)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DATA/20m8v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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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교 통
장애인택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택시 중앙통제시스템 도입 (미
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택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
용 가능한 택시를 도입하거나, 기존 차량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
금을 지급하는 한편, 택시 중앙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로 함.
･ 市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택시의 도입을 늘리기 위해 170만 달러(약 18억
4000만 원)의 펀드를 활용하여 휠체어 이용 가능 택시를 도입하거나 관련 편
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장애인택시를 새로 도입할 경
우 2만 달러(약 2200만 원), 장애인 접근 가능 시설을 설치할 경우 1만 5000
달러(약 1600만 원)를 지급함.
･ 또한 市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중앙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이 여러 경로를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 시스템은 장애인택시의 위치를 파악해
장애인택시에 대한 수요 발생 시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택시를 연결시켜
줌. 일반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중앙통제시스템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용 가능한 택시와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을 서로 연결
시켜 줌.

【장애인 이용 가능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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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bilitychicagoinfo.blogspot.com/2012/11/city-of-chicago-acknowledges-cab-dri
ver.html)
(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mopd/provdrs/transportation/news/2013/n
ov/city_awarded_grantfundingforwheelchairaccessibletaxis.html)
(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bacp/provdrs/vehic/news/2012/nov/city_s
eeks_improvedcentralizeddispatchsystemforwheelchairaccessi.html)

‘나 홀로 승용차’ 통행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무료주차’라는 연구결과 발표 (미국
캘리포니아州)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비영리단체 California Watch는 2009~2011년에 걸쳐 미
국 전역에서 실시된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나 홀로 승용차’
이용 비율이 전체 승용차 통행의 73%를 차지하고 이의 주된 원인은 ‘무료주차’
라고 밝힘.
･ 센서스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승용차 이용자 비율은 73%인 반면,
대중교통과 카풀(Carpool)의 이용자 비율은 각각 5.2%와 11.4%인 것으로 나타
남. 캘리포니아州는 전체 미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승용차 이용비율을 보였으
며 승용차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절약으로 카풀과 대중교통 이용자보
다 각각 5분, 22분이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캘리포니아州는 parking cash-out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무료주차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이에 상
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
우 나 홀로 승용차 비율이 17% 감소한 반면 카풀과 도보,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각각 64%, 33%,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州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강력하게 시행
되고 있지 않음. California Watch는 이 법률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면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 법률에 의한 가장 큰 수혜자는 승용차
이용 비율이 낮은 여성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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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c.streetsblog.org/2012/11/13/shoup-free-parking-to-blame-for-californias-sol
o-car-commuting-habit/)
(http://www.sfgate.com/news/article/Free-work-parking-drives-solo-driver-rate-40
06497.php)
(http://www.arb.ca.gov/planning/tsaq/cashout/cashout.htm)

도시계획ㆍ주
택
5.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도시기본계획) 개정 (일본 요코
하마市)
m 일본 요코하마市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사회 도래, 지구온난화,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노후화, 생물 종 다양성 고려 필요성 등의 사회
적인 변화에 대응해 자립적인 대도시로서 유지 ․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지침
으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됨.
- 이번에 개정되는 ‘요코하마市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은 ① 초고령사회
및 장래의 인구감소사회에 대응 가능한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과
인간에게 편리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시가지’, ② 지구온
난화 및 열섬현상의 완화를 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저탄소형 도시 만
들기, ③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기반 조성, ④ 지역 특성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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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지역 만들기, ⑤ 누구나 이동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교통 실
현, ⑥ 요코하마만의 물과 녹지환경 실현과 도시의 매력을 살린 도시
만들기, ⑦ 지진 및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
들기의 7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2개 도심의 기능 강화와 이와 연계된 철도를 축으
로 하는 집약형 도시구조, ② 교외지역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시가지를 기본으로 한 지역구조, ③ 수도권 및 아시아의
모든 도시와 적절하게 역할분담이 가능한 ‘임해지역 산업거점과 국
제적인 허브포트(Hub-Port) 형성’, ④ 산업거점 및 물류거점을 지
원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적인 기능 연계 축’, ⑤
도시에 여유를 제공하는 ‘10대 녹지거점’이라는 5가지 도시구조 형
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토지이용,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의 매력, 도시활력, 도시방재로
나누어 부문별 계획을 각각의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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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획의 기본방침】
부문별 방침

기본방침

토지이용

- 균형 잡힌 토지이용 유도
- 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구역(zone)별로 토지이용방침 수립
-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민생활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시가지 개발 및 거점 정비
- 자연환경 보전 및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 창조

도시교통

- 대중교통 이용 촉진
- 환경부하 저감과 연계된 교통대책 전개
- 누구라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교통환경 정비
- 원활한 이동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네트워크 정비
-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광역교통네트워크 형성
- 역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시가지 형성을 위해 지역교통대책 전개

도시환경

-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 생물 종 다양성 실현을 위한 물과 녹지의 보전과 창조
- 자원순환(폐기물처리시설 적정입지, 건설 발생 토사의 재이용 등)
- 생활환경 보전(공해방지를 위한 노력 추진,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요코하마의 매력인 바다와 항구,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제공하는 귀
도시의 매력
중한 경관요소 및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경관과 도시문화 형성을 통한
‘요코하마의 얼굴 만들기’를 추진해 도시의 매력 확립
부문별 방침

기본방침

도시활력

- 현재의 어려운 경제 및 고용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교류인구 증대, 생활 및 활동의 장으로서의 질적 향상 등의 관점에서 도시
만들기 및 도시활력 유지 ․ 향상

도시방재

-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해 위험을 줄이는 도시 만들기
- 대규모 재해에 대응 가능한 도시구조 구축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재해대책 강화

(http://www.city.yokohama.lg.jp/toshi/kikaku/cityplan/master/kaitei/pubcom/)
(http://www.city.yokohama.lg.jp/toshi/kikaku/cityplan/master/kaitei/pubc
om/pdf/h24soan.pdf)
(http://www.city.yokohama.lg.jp/toshi/kikaku/cityplan/master/kaitei/pubc
om/pdf/pan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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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쌈지 공원’(Pocket Parks) 조성 프로그램 실시 (런던市)
- 런던市는 런던 전역의 가로, 광장, 공원, 운하, 강변 등의 공공공간을 개선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쌈지

공원’(Pocket Parks) 조성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음. 이는 가로, 광장, 공원, 운하, 강변 공간 주변을 개선해 월드
시티 런던의 이미지와 살 만한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이를 통해
런던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임. 이 프로그램으
로 2015년까지 런던 전체에 100개의 새로운 혹은 개선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도시 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공원과
텃밭으로 바꾼 쌈지 공원 프로젝트】
･ 쌈지 공원은 더 나은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많은 사람이 서로 교류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이 공원은 야생
을 보호하고 농작물을 키우며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도시의 열섬현상
과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주머니 공원은 소규모 공간에
조성되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많은 사람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됨.
･ 市는 현재 런던 내 각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
성하고 있고, 펀딩 지침서도 작성해 배포하고 있음. 이 펀드는 기존의 공공공
간을 개 ․ 보수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시 내 공간을 공원으로 바꾸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launches-%C2%A3100m
-fund-part-new-housing-deal-londoners-0)
(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PocketParksProspect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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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나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해 ‘비사용 주택 수용 제도’ 추진 (파리市)
- 프랑스 전역에는 약 12만 명의 노숙자가 있는데 이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편임.
일례로 파리 사회 ․ 의료구급대가 매일 1200건의 관련 전화를 받지만 400건은 해
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 환
경 ․ 기후계획 담당 파리 부시장이 2012년 10월 13일 파리市 의회에서 새로운 ‘비
사용 주택 수용(收用)법’을 발의함.
･ 비사용 주택 수용법이란 사회주택에 살 수 있는 사람 중 지난 6개월 이상 주
거환경이 좋지 않았던 곳에 살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시장 직
권으로 비사용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임. 파리市는 비사용 주택 수
용제의 보완책으로 임대료 보장 제도와 주택 원상복귀 제도를 제시함.
- 이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사용 주택 수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 2012년 10월 27일 주택부 장관은 노숙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비사용 주
택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또한 옛 병원 등 현재 사
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주거권
리’ 등 노숙자를 위한 시민단체도 10만 호의 주택 수용을 요구하기도 함.
･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945년 처음
으로 주택 수용 명령이 시행됨. 지자체장의 의견에 따라 최대 1년(갱신 가능)
까지 전혀 혹은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주택 일부 혹은 전부를 징발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이들이 살도록 함. 징발되는 주택은 8개월 이상 비어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에게 배상이 이루어짐. 1998년 제정된 법은 기관이
소유한 18개월 이상 비사용 주택을 징발대상으로 하고 1년에서 6년까지 징발
할 수 있도록 함. 2012년에는 비사용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안과 이에 상충
하는 안이 논의되기도 함.
･ 실제 수용사례를 살펴보면 1994년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1945년 명령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약 50호의 주택이 징발됨. 1995년 시라크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는 약 1000호의 주택이 징발됨. 이들은 대부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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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나 서부의 은행 또는 보험사 건물이었음. 이 정책 추진에 총 8035만
유로(약 1135억 원)가 들었으며, 평균적으로 1호당 7만 9600유로(약 1억 1000
만 원)가 소요되었음.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conseil-de-paris-en-video-l-urgence-p
our-ceux-qui-ont-froid/rub_1_actu_122250_port_24329)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2/10/30/requisition-de-logements-vacantsune-procedure-rarement-utilisee_1782443_3224.html)
(http://www.lepoint.fr/societe/vers-la-requisition-de-logements-vacants-pour-les-sa
ns-abri-28-10-2012-1521914_23.php)
(http://www.lefigaro.fr/immobilier/2012/10/28/05002-20121028ARTFIG00118-logements
-vacants-l-idee-n-est-pas-nouvell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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