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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국은?
칸 런던시장의 Right to buy- back 기금
런던 버로우(자치구) 지자체들은 과거에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었으나 현재는 민간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들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런던시의 ‘Right to buy - back’ 기금을
받게 된다 ···

<Mayor of London, (7.13)>

MORE >

미국 최신동향
뉴욕시

실내사업장 출입 시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 추진
뉴욕주, 뉴욕시립대학교(CUNY) 재학생 미납 학자금 탕감
뉴저지주, 영세기업에 COVID-19 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
뉴욕 랜드마크인 허드슨 야드의 베슬, 영구 폐쇄 논의

공무원, 의료계 종사자, 대규모 사업장 등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The Washington Post, (7.26)>

MORE >

영국 최신동향
지자체들,

홍수 위험 지역의 계획 허가 신청 건들은		
중앙정부에 보고 의무화
런던

자치구 뉴엄 지자체 첫 시민의회 발족
제2의

에덴 프로젝트 건립을 위한 랑카스터 시티 지자체와
에덴 프로젝트 회사 간 토지 사용 합의 성사
6개
 지자체 연합하여 2025년까지 500헥타르 규모의 새 숲 조성
MORE >

“에티컬
딜리버 Delivreetic”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배달 앱 런칭
칸
런던시장의
Right to buy
- back 기금
<Le Parisien,
(5.15)>
<Mayor
of London,
(7.13)>

일본 최신동향
도쿄도

내 지자체 고향 납세 기부 증가, 다만 세금 유출 아직 많아
9월
 초, 초ㆍ중학교에 약 80만 회 간이검사키트 배부
30세

국가공무원, 와카야마현 파견으로 발견한			
『교과서로 배우지 못한 것들』
국가공무원에 연 10일 불임 치료 휴가제도 마련

고향 납세, 2020년도 과거최고액기록, COVID-19 지원 기부 증가

MORE >

<일본경제신문, (7.30)>

중국 최신동향
제1차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보급 도시명단 발표
중국

공학 아카데미의 학자인 중난산(Zhong Nanshan),
80% 이상 중국 인구 백신 접종 후 집단면역 형성 가능
티베트

평화해방 70주년 경축 행사 성황리에 개최
<데이터

보안법> 9월 1일 시행 예정

MORE >

“에티컬 의무교육단계
딜리버 Delivreetic”
앱 런칭
베이징
‘쌍감’윤리적이고
정책 시행,사회적인
공휴일 배달
사교육
금지
<Le Parisien,
(5.15)>
<인민망,
(8.17)>

호주 최신동향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정부 선거 일정 9월에서 12월로 연기
시드니시, 재활용품 가정 수거 시범 서비스 활성화
서호주주, 전국 최장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건설
호바트시, 웰링턴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국가 내각회의 4단계 COVID-19 출구전략 구체화

MORE >

<호주 연방총리실 발표문, (7.30)>

프랑스 최신동향
영·유아 의복 공유임대 서비스 등장
대기오염

대책 미비로 프랑스 정부 1천만 유로 벌금 지불 판결
샬롱쉬르손(Chalon

- sur - Saône)시 사이버 공격 여파로
55만 유로 지출
COVID-19

여파 반려동물 유기 증가로 전국 보호센터 심각한
포화 상태
MORE >

“에티컬 딜리버
Delivreetic”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배달
앱 런칭
파리시,
유명 브랜드의
무허가
광고 강경
대응에
나서
<Le Parisien,
(5.15)>
<Voltage,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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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료계 종사자, 대규모 사업장 등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COVID-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확진자 수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각 주 정부 및
연방정부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다 ···
<The Washington Post, (7.26)> MORE >

뉴욕시 실내사업장 출입 시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 추진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에는 향후 식당, 운동시설, 공연시설 등

실내 출입 시 백신 접종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

<New York Post, (8.3)> MORE >

뉴욕주, 뉴욕시립대학교(CUNY) 재학생 미납 학자금 탕감
뉴욕주지사는 뉴욕시립대학교 COMEBACK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립대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봄학기까지 미납
학자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
<Forbes, (7.29)> MORE >

뉴저지주, 영세기업에 COVID-19 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
뉴저지주는 COVID-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1억 3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이번 지원금은 영세사업장, 식당, 영유아보육시설,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
<NJ.COM, (7.21)> MORE >

뉴욕 랜드마크인 허드슨 야드의 베슬, 영구 폐쇄 논의
2019년 뉴욕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허드슨 야드의 베슬(뉴욕의 관광명소이자 예술적 건축물로,
45m 높이)에서 14세 소년이 투신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베슬이 개장한 이후 4번째 투신
사건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영구 폐쇄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
<CBS New York, (7.30)>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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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런던시장의 Right to buy - back 기금
런던 버로우(자치구) 지자체들은 과거에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었으나 현재는 민간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들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런던시의 ‘Right to buy - back’ 기금을
받게 된다 ···
<Mayor of London, (7.13)> MORE >

지자체들, 홍수 위험 지역의 계획허가 신청 건들은 			
중앙정부에 보고 의무화
정부가 홍수, 해안 침식 및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서 7월 29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의하여, 지자체들은
이제부터 홍수 위험 지역의 계획허가 신청 건들을 승인을 위해 반드시 관련 중앙정부 부처에까지
보고해야만 한다 ···

<GOV.UK, (7.29)> MORE >

런던 자치구 뉴엄 지자체 첫 시민의회 발족
런던 자치구 뉴엄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영국 최초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발족하였다 ···
<Newham London, (7.9)> MORE >

제2의 에덴 프로젝트 건립을 위한 랑카스터 시티 지자체와 			
에덴 프로젝트 회사 간 토지 사용 합의 성사
랑카스터 시티 지자체와 에덴 프로젝트 회사 간에 모어캠 지역에 건립 예정인 제2의 에덴 프로젝트
‘에덴 프로젝트 노스(Eden Project North)’ 설립을 위한 토지 사용 합의가 성사되었다 ···
<Lancaster City Council, (8.4)> MORE >

6개 지자체 연합하여 2025년까지 500헥타르 규모의 새 숲 조성
영국 북동부 지역의 6개 지자체가 환경 조직과 연합하여 새로운 숲을 조성한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500헥타르에 걸쳐 뉴캐슬, 게이츠헤드, 노스 & 사우스 타인사이드, 선더랜드, 더럼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Gateshead Council, (7.21)>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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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납세, 2020년도 과거최고액기록, COVID-19 지원 기부 증가
총무성은 2020년도 고향 납세 기부액이 총 6,724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37.9% 증가해 역대 최고액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기부 건수도 3,488만 건으로 최다였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의 인기와
COVID-19 대책 의료 관계자 지원 목적 기부 증액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
<일본경제신문, (7.30)> MORE >

도쿄도 내 지자체 고향 납세 기부 증가, 다만 세금 유출 아직 많아
총무성 2020년도 고향 납세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쿄도 내 지자체 총 기부액은 46억 3,522만 엔으로
전년도 대비 88% 증가했다. 답례품의 충실화 등 사업개발 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반면 도쿄도 내
23개 구의 거액 세수 유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경제신문, (8.6)> MORE >

9월 초, 초ㆍ중학교에 약 80만 회 간이검사키트 배부
정부는 8월 25일, 9월 초부터 전국 초ㆍ중학교에 80만 회 정도의 간이검사키트 배부 방침을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보호자가 직장에서 귀가할 수 없는 경우, 자녀가 보건실에서 검사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시사통신사, (8.26)> MORE >

30세 국가공무원, 와카야마현 파견으로 발견한 『교과서로 배우지 못한 것들』
총무성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현재 와카야마현청 파견근무 중인 기리아케 유지(桐明祐治)씨는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케이션(work＋vacation)사업을 기획했다. 홋카이도, 나가노현, 와카야마현
등 8개 지자체와 협업 중이다. 기획 이유는 “중앙부처 관료야말로 지방의 매력과 과제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

<Business Insider, (8.13)> MORE >

국가공무원에 연 10일 불임 치료 휴가제도 마련
인사원은 8월 10일부터 국가공무원이 불임 치료를 위해 연 최장 10일간 연가 취득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민간에서 도입 사례가 적은 불임 치료 휴가제도 확대를 위해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요미우리신문, (8.10)>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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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의무교육단계 ‘쌍감’ 정책 시행, 공휴일 사교육 금지
2021년 새 학기부터 베이징시는 ‘쌍감’(雙減: 숙제, 사교육 부담 경감) 문건의 핵심 조치와 개혁안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발표했다 ···
<인민망, (8.17)>

MORE >

제1차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보급 도시명단 발표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베이징 등 28개 도시에서 디지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급하기로 했다 ···
<신화망, (8.20)> MORE >

중국 공학 아카데미의 학자인 중난산(Zhong Nanshan), 80% 이상
중국 인구 백신 접종 후 집단면역 형성 가능
현 중국의 백신 접종률은 약 70%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80% 이상 백신 접종 완성 후에야 효과적인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되었다 ···
<sina뉴스, (8.20)> MORE >

티베트 평화해방 70주년 경축 행사 성황리에 개최
2021년 8월 19일 티베트지역 2만여 명 주민 참여하에 푸타라궁광장에서 “티베트 평화해방 70주년
경축행사”가 개최되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양(汪洋)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
<인민망, (8.20)> MORE >

<데이터 보안법> 9월 1일 시행 예정
중국의 첫 번째 데이터 보안 관련 전문법인 <데이터 보안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취지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개인·단체·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
<제일재경, (8.11)>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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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각회의 4단계 COVID-19 출구전략 구체화
호주 연방 총리와 주 총리가 참석하는 국가 내각회의는 단계별 이행에 필요한 예방접종 완료 비율 등
세부 기준을 포함한 COVID-19 4단계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

<호주 연방총리실 발표문, (7.30)>

MORE >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정부 선거 일정 9 월에서 12월로 연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COVID-19 비상 상황에 대응해 지방정부 선거를 당초 9월 4일에서 12월 4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iVote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
<The MANDARIN, (7.26)> MORE >

시드니시, 재활용품 가정 수거 시범 서비스 활성화
시드니시는 지난 6월 자택 대기령(Lockdown)이 내려진 이후 가정을 직접 방문해 비접촉, 무료로
폐배터리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RecycleSmart 시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
<시드니시 홈페이지 뉴스, (8.24)> MORE >

서호주주, 전국 최장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건설
서호주주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Net Zero 정책에 발맞춰 3,000km에 걸쳐 고속 충전소 90개소를
포함한 전기차 충전 망 고속도로를 2024년 초 완전 가동할 예정이다 ···
<NEWS.com.au, (8.17)> MORE >

호바트시, 웰링턴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타즈매니아주의 호바트시는 자연 경관 및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적 중요성 등을 이유로
주립공원인 웰링턴산의 케이블카 개발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
<ABC News, (7.27)>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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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유명 브랜드의 무허가 광고 강경 대응에 나서
파리시는 중심가 건물 벽면에 유명 브랜드사에서 대형 광고 포스터를 허가 없이 부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지, 약 1년 전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최근 86개 회사에 범칙금을 부과했다 ···
<Voltage, (7.19)>

MORE >

영·유아 의복 공유임대 서비스 등장
0~2세 신생아와 유아용 의류 공유임대 서비스가 새로 등장했다. “Kitsoo”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이
고안한 서비스로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가 필요하고, 등급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의류 수량도 달리
할 수 있는데, 유해 화학 물질이 없는 옷과 주로 프랑스에서 만든 옷들로 상품을 제한할 예정이다 ···
<Bioaddict Magazine, (7.30)> MORE >

대기오염 대책 미비로 프랑스 정부 1천만 유로 벌금 지불 판결
국사원(행정재판의 최고 법원)은 8월 4일 판결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소를 제기한 환경단체 측에 프랑스 정부가 1천만 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
하였다 ···
<Les Echos, (8.4)> MORE >

샬롱쉬르손(Chalon - sur - Saône)시 사이버 공격 여파로 		
55만 유로 지출
올 2월 시청 전산망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샬롱쉬르손시는 지난 7월 말 의회에서 피해복구와 안전
강화에 총 55만 유로를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
<L‘Usine Digitale, (8.2)> MORE >

COVID-19 여파 반려동물 유기 증가로 전국 보호센터 			
심각한 포화 상태
여름 휴가철 특히 많아지는 반려동물 유기 현상이 COVID-19와 겹쳐 올여름 더욱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
<RTL, (8.1)>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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