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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시민 아이디어로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
아이디어 공모 …선정되면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해 실용화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도시계획·주택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은 2011년부터 시행한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

인 아이디어 공모전 (HDB Cool Ideas Fund)’ 제도를 개선한 프로그램을 발표

– 배경

• 싱가포르는 전체 국민의 82%(2016년 현재)가 공공주택에 거주

(공공주택 가운데 공공분양이 97%, 공공임대가 3%)

• 공공주택은 대부분 주택개발청(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의 주관으로 건설 및 공급되며 HDB주택으로도 불림

• 주택개발청은 HDB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 기존 공모전 주요 내용

•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전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안받아 선정

•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개발비용으로 1만 싱가포르달러(832만 원) 지원

•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600여 건의 아이디어 제안

• 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친환경 주거환경,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과 관

련된 아이디어가 제시

• 대표 사례 : 화재 예방을 위해 타이머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고령자 주택에 설치

– 주요 개선 사항

• 지원금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 (전액 사용 의무화 규정 폐지 등)

• HDB Cool Ideas Hack이라는 해커톤 대회 개최 (2016. 6. 24)

∘ 해커톤 대회 : 해커 + 마라톤의 합성어로, IT 기술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

에 밤을 세워가며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대회

∘ 이번 대회는 주민 간의 유대 장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주민끼리의 연결, 

친환경적 거주 공간 조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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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앱, 위치기반으로 지역 행사 등을 소개하는 

앱, QR코드로 바우처를 받고 나눌 수 있는 앱, 주차장 검색 앱 등이 제시

•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파트너십 체결

∘ 3M, IBM, Microsoft 등 국제적 유명 기업들도 참여

표. Cool Ideas Partners 체결 기업 목록

기 업 지원 분야

Singapore Furniture Industries Council 가구 디자인

People’s Association 커뮤니티 프로그램

3M Singapore Pte Ltd 상품 개발

IBM Singapore Pte Ltd 애플리케이션, ICT 관련 기술

Microsoft Singapore 애플리케이션, ICT 관련 기술

Singtel Innov8 ICT 관련 기술

City Developments Limited 지속가능한 개발

SPRING Singapore 기업 활동

그림. 해커톤 아이디어 대회 포스터

http://www.upsingapore.com/events/hdb-cool-ideas-hack/#hackathonhome

http://www.hdb.gov.sg/cs/infoweb/press-releases/corporate-pr-cool-ideas-19112016

서보경 통신원, sobia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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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전 산업 진흥·경제 선순환 실현’ 산업전략 비전 수립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 교토市는 전체 산업의 진흥과 사업자의 소득 안정 및 고용창출, 교토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2016~202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교토시 산업 전략 비전(京都市

産業戦略ビジョン)’을 수립

– 개요

• 향후 교토 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 요소로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선정

∘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진흥

∘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 모든 사람이 일하기 쉬운 직장 및 지식과 기술이 계승될 수 있는 사업 환

경 조성

• 목표에 따라 총 9개의 테마를 선정하고 현실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정리

– 주요 내용

•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진흥

∘  테마 1 :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  테마 2 : 서비스 분야 진흥에 맞춘 산업연계 강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테마 3 : 해외시장 및 수도권 시장의 개척

•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  테마 4 :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교류환경의 조성 및 글로벌 인재의 육성

∘  테마 5 : 젊은이의 열정과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의 창출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졸업 후 교토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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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일하기 쉬운 직장 및 지식과 기술이 계승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

∘ 테마 6 : 모든 사람이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의 정비 및 고용의 질 향상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 고령자, 육아 중인 사람, 장애인 등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 모두가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

 직장의 유니버설디자인(성별, 연령,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품 디자인) 및 텔레워크(재택근무) 등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를 지원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과의 교류 기회 제공 및 취업 권장

∘ 테마 7 : 새로운 기업 유치 및 기업의 입지 환경 정비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내 기업 및 신규 입지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

 기업의 장기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계획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 

기능, 경관, 주거 환경과 기업 입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신설 기업 인큐베이션을 위해 국가 및 대학과 연계한 각종 지원 제공

(예 : 사업 공간 제공, 임대료 보조,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활동 지원 등)

∘ 테마 8 : 사업이나 기술의 계승

 세미나 개최 등 교육 사업으로 기업의 후계자 육성을 지원

 전통 산업 분야의 운영자 소득 지원 및 전통 산업 기술자 육성 방안 마련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전문가를 파견해 폐업 및 자산 처분 지원

∘ 테마 9 :기업의 지역 공헌

 공공사업은 시내의 사업자에게 발주를 촉진

 교토시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주를 내는 기업에게 금융기관 연계 지원

 기업의 지역 공헌 활동 및 주민과의 연대 활동 장려

(예 : 지역 주민 활동에 빈 공간 제공, 지역 활동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196354.html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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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업 양성’ 교육프로그램 시동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산업·경제

◦ 바르셀로나市는 ‘사회적 연대경제 지원 계획 2016~2019(Plan de Impulso de la E

conomia Social y Solidaria)’의 하나로 협력적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라 꼬무니피카도라(La comunificadora)’를 발표

– 배경

• 바르셀로나시는 사회적ㆍ지역적 불균형을 줄이고 사회정의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경제 지원 계획 2016~2019’을 수립

• 그러나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연대경제 사업을 시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

원이 없었음.

• 이에 따라 도시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공기업 ‘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 주요 내용

• 라 꼬무니피카도라는 사회적 공유경제 프로젝트가 실제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

∘ 공동의 이익에 기여

∘ 생성된 지식을 공유하며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

∘ 디지털 도구를 주로 활용하며 협력적 생산 체계를 갖춘 사업 모델

• 다음 다섯 가지 영역의 훈련을 제공

∘ 사업 모델 만들기, 공동 가치 창출(Co-Creation), 해당 사업 분야의 도

구와 커뮤니티,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자금 조달

• 검증된 인력이 프로젝트별로 개인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프로젝트, 다양한 사람, 작업 공유 환경을 제공

– 지원 사업 예시

• Som Mobilitat : 이웃과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공유

할 수 있는 비영리사업으로 전기운송수단 장려를 위한 지원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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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ri Upcycling :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공하는 서비스이며, 바르셀로나 내에서 소규모의 자원 경제 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그림1. 라 꼬무니피카도라 프로그램 교육 장면

그림2. 공유경제 사업 지원 프로젝트 라 꼬무니피카도라

http://eldigital.barcelona.cat/es/barcelona-activa-da-un-paso-adelante-para-impulsar-la-economia-soli

daria_442871.html

http://www.consumocolaborativo.com/2016/10/13/la-comunificadora-programa-de-impulso-para-proye

ctos-de-economia-colaborativa/

http://emprenedoria.barcelonactiva.cat/emprenedoria/es/edit.do?codiIdioma=1&id=789313&id_activitat_

mestre=789313&dia=18&mes=10&any=2016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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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교육

성소수자 학생 지원 ‘안전한 학교’ 확대 시행

호주 빅토리아州 / 행재정·교육

◦ 호주 빅토리아州는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정책 지원 프로그램

인 ‘안전한 학교(Safe Schools)’의 확대 시행을 결정

– 배경

• 호주 인구의 약 10%는 동성애(same sex)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실제 비율은 더 클 것으로 추정

• 성소수자 학생의 75%는 모욕이나 따돌림 및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한 

결석, 약물복용, 자해, 자살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호주 성소수자 학대 사례의 80%가 학교에서 발생

• 주정부는 기존의 학교 따돌림 방지 대책이 성소수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함을 인정

∘ 예시 : 성소수자 피해 학생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할 때가 많으나 이에 

맞는 지원이 부족

– 프로그램 개요

• ‘안전한 학교’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포

용적인 학교 환경 확립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운영 중

• 멜번 소재 라트로브(La Trobe) 대학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여 2016년

까지 운영 중이며, 자발적으로 등록한 학교에 프로그램 및 자문 제공

• 2016년 현재 286개 중고등학교가 가입하여 12,264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았

고, 44개의 외부지원기관이 등록

• 참여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 연맹(Safe Schools Coalition Victoria)’을 조

직하여 상호 교류 중 (https://sscv.org.au)

• 기존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되자, 최근 주정

부가 확대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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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 내용

∘ 성소수자 따돌림 방지 교육 및 정책 조언

∘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제공

∘ 성소수자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 및 혐오 대응능력 향상 교육

• 교과과정 및 교재 지원

∘ ‘우리 모두 함께(All of Us)’교재를 제작하여 교과과정과 함께 제공

∘ 실제 사례 및 시청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토론 위주 수업

∘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 지식 제공, 실제 피해사례 및 올바른 대응법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포용성 함양을 목표

∘ 기본적으로 7~8학년(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제작

– 확대 시행안 개요

• 주정부 교육부는 라트로브 대학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전권을 위임받아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2018년 말까지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가 참여할 예정

• 현재 운영 중인 ‘성소수자 교육 자문 위원회’를 교장단,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대학 전문가를 포함해 확대하고, 교육부에 직접 자문 예정

http://www.premier.vic.gov.au/supporting-lgbti-students-in-victorian-schools/

http://www.education.vic.gov.au/about/programs/health/Pages/safe-schools-coalition.aspx#link28

http://www.education.vic.gov.au/Documents/about/programs/health/AllOfUs_UnitGuide.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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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학교 건물 리노베이션으로 에너지 소비 줄이기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프랑스 파리市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너지 협약

(Contrat de performance énergétique-Écoles, CPE-Écoles)’을 체결

– 배경

• 학교-에너지 협약은 2004년 파리시가 기획한 파리 기후 에너지 플랜(Plan 

Climat Énergie)의 하나로 시행되는 정책

• 파리시는 202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를 각각 25% 감축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은 25%로 높일 예정

• 파리시 전체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1/3이 학교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학교 건물의 리노베이션 등이 필요한 상황

– 개요

• 기술적 문제 해결법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목적

• 파리시는 사용자(학생과 교사, 학교 운영주체)의 적극적 동참을 중요하게 고려

• 총 개조대상 학교 140개 중 42개가 개조를 마쳤으며, 2017년 31개 개조 예정

• 협약에 관련된 학생 수는 약 2만 1천 명

– 주요 내용

• 기술적 목표

∘ 건축물의 외관 개조를 통한 단열성 증가

∘ 난방 배관 설치 및 기존 발열 장치의 현대화로 에너지 소비량 감소

∘ 에너지 장치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 통제

• 2020년까지 투자 예산 8천 4백만 유로(1천억 원) 책정

• 참여 기업은 앙지 코플리(Engie Cofely)사와 아르텔리아 인더스트리(Art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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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âtiment & Industrie)사로, 이들의 기술로 30% 에너지 절감 실현

• 이 협약은 파리시와 위 두 기업과 학교 운영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의 산물

http://www.paris.fr/actualites/les-ecoles-municipales-a-l-heure-du-plan-climat-et-energie-de-paris-4289

http://www.paris.fr/municipalite/action-municipale/paris-pour-le-climat-2148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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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주택

폐공장, 내년까지 영상미디어학교로 재탄생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 바르셀로나市는  산츠-몬주익 구역 라 보르데따(la bordeta)의 폐공장 깐 바뜨요 (ca

n batlló)에 총원 600명 규모의 ‘영상미디어학교(Escuela de Medios Audiovisual

es, EMAV)’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2017년 2월에 시작해 2018년에 완공할 예정

– 개요

• 깐 바뜨요는 바르셀로나 보르데따에 1878년 설립된 방적 공장으로 20세기 

지역경제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1960년 파산

• 2006년 시의회는 깐 바뜨요 공장지대에 1천여 가구의 주택과 공원 및 근린시

설을 들이는 재개발 계획을 승인

• 시당국은 깐 바뜨요 7구역에 영상미디어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비 프로젝

트를 승인했고 1,290만 유로(161억 6천만 원)를 투입할 예정

– 주요 내용

• 영상미디어학교 유치는 라 보르데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깐 바뜨요 지역에

서 진행 중인 여러 도시 재생활동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비아 라이에따나(via laietana) 거리에 있는 영상미디어학교는 정원 

425명으로 증가하는 지원자를 다 받지 못하는 실정

• 새로운 영상미디어학교는 5,460㎡의 면적에 6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

• 학교 건물은 기존 산업 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질서, 반복, 구조적 용이함)을 

보존하고 강조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여 디자인

http://eldigital.barcelona.cat/es/can-batllo-sera-la-nueva-sede-de-la-escuela-de-medios-audiovisuales_

448081.html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뉴스인사이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중국 상하이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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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공공주택 낡은 지붕 보수ㆍ외벽공사 지원       2016.12.01

– 뉴욕시는 공공주택 거주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보수를 지원

하기로 함. 공공주택의 노후화된 지붕 보수와 외벽 공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

선하고 거주민의 공공주택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16-16/mayor-de-blasio-nycha-completion

-roof-replacements-queensbridge-houses-north

◦ 시민 5만 명 건강보험에 가입 추진       2016.12.20

– 뉴욕시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뉴욕시민 5만 명을 가입시키기로 함. 또

한 뉴욕시 보건국과 뉴욕시립병원이 함께 건강보험 미가입 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GetCoveredNYC’ 건강보험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65-16/mayor-de-blasio-launches-getcover

ednyc-initiative-enroll-more-new-yorkers-health-insurance#/0

◦ 공유 자전거 연말까지 1만 2천 대로 늘려       2016.12.29

– 뉴욕시는 2016년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Citi Bike’의 이용률이 전년보다 40% 오

른 것을 확인하여 확대 시행을 결정함. 2017년까지 공유 자전거의 수를 1만 2천 

대로 늘리고 자전거 정류장도 증설하여 자전거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80-16/mayor-de-blasio-that-citi-bike-ride

s-surged-40-percent-2016----nearly-14-million-trips

런  던

◦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진행       2016.12.01

– 런던시장은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 및 창조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약 7백

만 파운드(100억 원)를 지원하여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프

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주요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및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의 인재를 육성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unveils-7-million-tech-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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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소방서, 시민 대상 안전교육 시행       2016.12.05

– 런던 소방서는 시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함. 향후 4년간 런던시민을 대

상으로 시내 화재 및 테러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안전의식을 개진하도록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draft-london-safety-plan-published-today

◦ 5년간 연평균 2,200억 원 투자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16.12.05

– 런던 교통국은 런던시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연평균 1억 

5,400만 파운드(2천 2백억 원)를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함. 신규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자전거 고속도로 연장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일 150만 명의 런던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할 계획임.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secures-record-investment-in-cycling

상  하  이

◦ 자딩지구 내 그린에너지 화물차량에 보조금 지원       2016.12.07

– 상하이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딩지구 내 그린에너지 화물차량에 보조금 

4만 위안(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신에너지 화물차량 이용으로 상하이시 총 매

연 배출량을 절감시켜 대기오염 개선과 연비 절감을 기대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864.html

◦ 시내ㆍ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 설치       2016.12.28

– 상하이 전력회사는 2016년에 상하이시 시내와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

을 평균 5㎞간격으로 설치했다고 발표함. 충전시설은 운송중심지역 및 쇼핑몰, 지

하철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모든 역에서 30분 이내에 배터리의 80%를 충전

할 수 있도록 설계됨.

※ 2016년 동안 상하이시 내에 공공충전소 227개, 고속충전소 22개, 공공버스 충전소 12개가 설치되었으

며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충전기가 5,084개 설치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049.html

◦ 범죄자에게 매달 6시간 비디오 교육ㆍ2시간 시험 실시       2016.12.31

– 상하이시는 범죄자들에게 매달 6시간의 비디오 교육과 2시간의 시험을 이수하도록 

함. 비디오 교육 내용은 법률교육, 정신건강, 인지행동, 도덕교육, 국가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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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정책 등이며 범죄자들의 교육상황은 사회복지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5082.html

싱  가  포  르

◦ 공공서비스센터 설립       2016.12.04

– 상가포르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센

터를 건립함. 공공서비스센터는 6개의 정부기관서비스를 24시간 전자서비스 형태

로 제공함. 향후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서비스센터를 확장할 예정임.

https://www.gov.sg/news/content/public-services-for-everyone

◦ 60세 이상 고령자에 ‘다목적 PAssion’카드 발급       2016.12.05

– 상가포르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목적 PAssion Card’를 출시함.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발급하며, 기존의 고령

자 할인카드 기능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new-multi-purpose-passion-card-launche

d-for-senior-citizens

◦ 실버존 주거단지에 도로 안전기능 마련       2016.12.15

– 상가포르 육상교통청은 고령자의 안전을 위하여 실버존 주거단지에 도로 안전기능

을 마련하기로 함. 도로 안전기능에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 녹색 신호등 시간 연장, 

자동차 속도를 줄이기 위한 도로 다이어트, 2단계 횡단보도 설치 등이 포함됨. 201

9년까지 25개의 실버존에 도로 안전기능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싱가포르 전역

으로 확대시키기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channel-newsasia---10-new-locations-to-get-senior-frien

dly-silver-zone-features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세계 주

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

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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