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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주는?
NSW주 여성 시의원 비율 39.5%로 급증
지난해 12월 4일 치러진 NSW주 지방정부 선거 결과,
주 전역에서 선출된 여성 시의원은 39.5%로 지난 임기에 비해
8.5%나 증가했다. 선거를 치른 124개 시의회 중 69개에서 지난 임기보다
더 많은 여성 의원이 배출되었으며, 27개 시의회에서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여성 의원이 선출된 셈이다 ···
<Manning River Tim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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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신동향

영국 최신동향

빅토리아주, 신속항원검사 양성 보고 의무화
빅토리아주는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하고 양성에 대해서는
주 보건부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 공식 행사 시 비건식 식사
제공하기로 동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를
비건식으로 하자는 안건이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를

<The Guardian, (1.6)>

통과하였다 ···

<Daily Mail, (12.20)>

NSW주 여성 시의원 비율 39.5%로 급증

정부, 지자체에 오미크론 변이 피해 비즈니스 위한 보조금 추가 지원

수도준주, 공공장소에서 위생용품 무료 제공 추진

스코틀랜드 정부, 문화조직 및 예술인 프리랜서 지원 패키지 발표

NSW주, 100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최저

지자체들의

건물 개보수 혜택 및 영향 평가를 돕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

서호주주, 국내 모든 지역과 국경 봉쇄

폐기물 수거원 대거 급여인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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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신동향

미국 · 캐나다 최신동향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 폐쇄관리 시범운행 시작 발표

캘리포니아주,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계획 발표

1월 11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기자브리핑이 온라인으로

캘리포니아주는 교통/운송 분야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최되었고 1월 4일부터 폐쇄관리 시범운행이 시작되었다 ···

91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

<인민망, (1.13)>

<Los Angeles Blade, (1.13)>

24개 도시, GDP 1조 위안 돌파

LA시, 이민자들의 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발표

디지털 위안화 APP 출시로 폭발적인 시장 반응

미시건주, 3만 8천 명의 보육 제공자에게 COVID-19 보너스

최초 민영화 철도, 中 저장성서 개통

캐나다 온타리오주, 근로자, 가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하

하이난 면세품 판매 500억 위안 육박, 전년대비 80% 증가

캐나다

토론토시, 지역사회 기반 보육 제공자에게 COVID-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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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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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독일 최신동향

고이케 도쿄도지사 사업계속계획 수립 호소, 감염대책과
양립 모색

EU, 원전과 가스에 “녹색 에너지” 라벨부여 방침에
회원국 이견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오미크론 대책으로 사업계속계획(BCP)

유럽공동체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설비에도 한시적으로

수립과 점검을 요청했다 ···

“녹색 에너지” 라벨을 부여하자고 회원국에 제안했다 ···
<마이니치신문, (1.12)>

<France Info, (1.10)>

『오사카 어서 오세요』 캠페인 중단, “이웃 현 관광 GoTo”는
34도부현 확대

해외령 누벨칼레도니, 주민투표로 독립 불발

평균 저축액 도도부현 랭킹 1위는 도쿄도가 아니다

베를린, 2021년도 독일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조한 도시

전기 생산가 폭등 속, 정부는 인상률 4% 억제 목표

『공무원이라는 직종은 없다』사가현 직원채용

뮌헨, 옥토버페스트 7월 개최 고려

지방에서 급증 남성 평생 미혼율, 35년 사이 6배

남아있는 원자력 발전소 3개, 2022년 내 폐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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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여성 시의원 비율 39.5%로 급증
지난해 12월 4일 치러진 NSW주 지방정부 선거 결과, 주 전역에서 선출된 여성 시의원은
39.5%로 지난 임기에 비해 8.5%나 증가했다. 선거를 치른 124개 시의회 중 69개에서 지난
임기보다 더 많은 여성 의원이 배출되었으며, 27개 시의회에서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여성
의원이 선출된 셈이다 ···
<Manning River Times, (1.7)>

수도준주, 공공장소에서 위생용품 무료 제공 추진
수도준주(ACT)는 보건시설, 공중화장실 및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에 무료 탐폰, 패드 및
기타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호주 내 최초로, 빈곤으로 인해 일부
여성들이 위생용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불평등을 정부의 책임 아래 해결하고자
검토가 시작되었다 ···
<ABC News, (12.15)>

빅토리아주, 신속항원검사 양성 보고 의무화
빅토리아주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PCR 검사소가 일시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하고 양성에 대해서는 주 보건부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을 보인 사람들은 7일간 자가 격리 등 PCR 테스트 양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과된다 ···
<The Guardian, (1.6)>

NSW주, 100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최저
2021년 NSW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70명(등록 차량 580만 대)으로 거의 1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역대 최저 1923년 231명, 등록 차량 68,398대). 지난해 델타 변이
발생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여행이 금지된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The Sydney Morning Herald, (1.3)>

서호주주, 국내 모든 지역과 국경 봉쇄
서호주주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다른 모든 주를 극단적
위험지역으로 간주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호주로의 여행이 금지되며, 주 당국은 오는 2월 5일 국경을 재개방할
예정이다 ···
<9News.com.au, (1.12)>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

프랑스

미국
호주

영국

중국

일본
캐나다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페이스북 공식계정
바로가기

독일

유튜브 공식계정
바로가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 문의 : 국제협력부 (02-2170-6041)

Overseas Local Autonomy News

2022. 01 | Vol. 12

- 영국 최신동향 -

정부, 지자체에 오미크론 변이 피해 비즈니스 위한 보조금 추가 지원
정부는 지자체가 COVID-19 제한조치 도입 및 오미크론 변이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1억 2백만 파운드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지원 기금
계획을 발표하였다 ···
<GOV.UK, (12.21)>

스코틀랜드 정부, 문화조직 및 예술인 프리랜서 지원 패키지 발표
스코틀랜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 COVID-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문화·행사 조직
및 관련 업계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6,500만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
<Gov.scot, (1.3)>

지자체들의 건물 개보수 혜택 및 영향 평가를 돕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
영국그린빌딩위원회(UK Green Building Council, UKGBC)는 지자체들이 건물 개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 및 영향을 간단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
<UKGBC, (12.3)>

폐기물 수거원 대거 급여인상 예상
브라이튼, 코벤트리 등 다수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원들의 파업이 발생한데 이어, 영국
일반노조(GMB)는 영국 폐기물 수거원의 상당한 급여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Local Gov, (1.7)>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 공식 행사 시 비건식 식사 제공하기로 동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Net Zero(탄소중립) 성취를 위한 지자체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를 비건식으로 하자는 안건이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를
통과하였다 ···
<Daily Mail,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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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도시, GDP 1조 위안 돌파
GDP 1조 위안 도시 및 돌파 시기는 다음과 같다. 상하이시(06'년), 베이징시 (08'년),
광저우시(10'년), 선전시·톈진시·쑤저우시·충칭시(11'년), 우한시·청두시(14'년),
항저우시(15'년), 난징시·칭다오시(16'년), 우시시, 창사시 (17'년), 닝보시·정저우시(18'년),
포산시(19'년), 푸저우시·취안저우시·난퉁시 ·허페이시·시안시·지난시(20'년), 둥관시(21'년) ···
<중국신문망, (1.12)>

디지털 위안화 APP 출시로 폭발적인 시장 반응
디지털 위안화 APP(테스트 버전)이 애플, 화웨이, 샤오미, OPPO 등 APP 장터에 출시된 바,
△선전시, △쑤저우시, △슝안신구, △청두시, △상하이시, △하이난성, △창사시, △시안시,
△칭다오시, △다롄시 및 △동계올림픽 관련 장소(베이징시, 장자커우시)에서 해당 APP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중국경제망, (1.11)>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 폐쇄관리 시범운행 시작 발표
1월 11일, 베이징동계올림픽 첫 기자브리핑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1월 4일부터 폐쇄관리 시범운행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1,500여 명 세계 각국
기자단이 베이징 도착, 지정시설 내에서 사전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민망, (1.13)>

최초 민영화 철도, 中 저장성서 개통
첫 민영화 고속철인 저장성 항저우-타이저우를 잇는 항타이(杭台) 고속철도가 1월 8일
개통되었다.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첫 열차 두 대가 8일 타이저우역과 성저우 신창역을
동시에 출발해 각각 항저우와 원링으로 향하면서 최초의 민영화 고속철 시대를 열었다 ···
<인민즈쉰, (1.13)>

하이난 면세품 판매 500억 위안 육박, 전년대비 80% 증가
하이난(海南) 면세점의 2021년 판매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한 495억 위안(약 9조
2천516억 원)을 기록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하이난 면세점 쇼핑객이 전년 대비
49.8% 증가한 672만 명에 달했으며, 7천45만 개의 물건이 판매돼 107%의 증가세를
보였다 ···
<해외망,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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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계획 발표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운송 분야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91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항구와 상품 운송 관련
인프라 개발을 위한 23억 달러 예산과 탄소 배출이 없는 교통체계의 개발을 위한 61억 달러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
<Los Angeles Blade, (1.13)>

LA시, 이민자들의 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발표
LA 시장은 영어에 서툰 주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지침 32에 서명했다. LA시에는 53만 명이 넘게 영어에 서툰 이민자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정부로부터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LA시의 모든 부서는 언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
<LA 시장실, (12.16)>

미시건주, 3만 8천 명의 보육 제공자에게 COVID-19 보너스
미시건주는 COVID-19 위기 상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육
제공자들이 보육업체 운영을 지속하고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도록
COVID-19 보너스를 지급했다. 2만 5천 명의 전일제 보육 제공자들에게 $1,000을 지급
했으며 1만 3천 명의 시간제 보육 제공자들에게 $500을 지급하여 총 3만 8천 명이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
<abc12, (1.13)>

캐나다 온타리오주, 근로자, 가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하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COVID-19로 인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와
가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일간 인하된 전기요금을
적용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요금 인하가 적용된다 ···
<Orangeville Today, (1.18)>

캐나다 토론토시, 지역사회 기반 보육 제공자에게
COVID-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포
토론토시는 온타리오주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가된 보육 제공자들이 직원, 보육 중인
아동이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포했다 ···
<토론토시 공식 홈페이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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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도쿄도지사 사업계속계획 수립 호소, 감염대책과 양립 모색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경제 3단체 대표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대책으로서
사업계속계획（BCP）수립과 점검을 요청했다. 도쿄도는 행동 제한이 아닌 감염대책으로
사회활동 유지와의 양립을 모색하고 있지만, 신규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방침의
유지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
<마이니치신문, (1.12)>

『오사카 어서 오세요』 캠페인 중단, “이웃 현 관광 GoTo”는
34도부현 확대
오사카부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 관광 <어서 오세요> 캠페인 신규 접수 중단을 발표했다.
백신 2회 접종, 또는 PCR 음성을 조건으로 1인 1박 숙박·여행요금 1/2할인(상한액
5,000엔)+3,000엔 상품권 부여 서비스를 이웃 교토, 효고, 나라, 와카야마현 주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한 직후 바로 중단하게 되었다 ···
<일간 겐다이, (1.8)>

평균 저축액 도도부현 랭킹 1위는 도쿄도가 아니다
총무성 『가계조사, 저축·부채 2명 이상 세대 2020년 4~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예축
평균액은 1,954만 엔, 1위는 도쿄도가 아니라 나라현이었다. 연봉이 적어도 소비자물가
지역 지수가 낮아 저축이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한다. 1위 나라현은 2,802만 엔, 47위는
오키나와현 1,071만 엔이다 ···
<LIMO, (1.13)>

『공무원이라는 직종은 없다』 사가현 직원채용
공무원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수 인재가 모이는 직업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우수한 젊은 세대에게는 인기 없는 직종이 되고 말았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직(고시)
신청자는 2021년 1만 4,310명으로 5년 연속 감소하였다. 기록이 남아 있는 1985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
<Forbes Japan, (1.13)>

지방에서 급증 남성 평생 미혼율, 35년 사이 6배
국세조사에 따르면 남성 평생 미혼율은 1985년 3.9%로부터 2020년 25.7%로 6.5배,
여성은 4.3%에서 14.9%로 3.5배라는 것이 밝혀졌다. 도도부현별 평생 미혼율은 남성은
이와테현, 여성은 고치현이 가장 수치가 높았다 ···
<President,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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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전과 가스에 “녹색 에너지” 라벨부여 방침에 회원국 이견
유럽공동체는 기후 변화 신속 대응과 지원기금 원활한 활용을 위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설비에도 한시적으로 “녹색 에너지” 라벨을 부여하자고 회원국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에너지 생산 구조가 서로 다르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France Info, (1.10)>

해외령 누벨칼레도니, 주민투표로 독립 불발
남태평양의 휴양지인 누벨칼레도니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3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프랑스 잔류를 선택했다. 지난 12월 12일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 96%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독립 주장 세력의 투표 연기 요구와
코로나 위기 속에 투표 참가율은 44%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
<Liberation, (12.21)>

전기 생산가 폭등 속, 정부는 인상률 4% 억제 목표
카스텍스 총리는 전 세계적인 전기 생산단가 폭등으로 소비자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해 말 4% 수준으로 인상률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실제
35%에 달하는 인상 요인을 어떻게 줄여 상쇄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다 ···
<Les Echos, (1.14)>

베를린, 2021년도 독일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조한 도시
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도에 독일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조한 연방 주로 베를린이
이름을 올렸다. 베를린 평균 온도는 10.1℃, 강우량은 1제곱미터당 560리터에 그쳤으며
1,665시간의 연간 일조량을 보였다. 가장 건조한 도시 2위로는 브란덴부르크 주가
선정되었다 ···
<Berliner-zeitung, (12.31)>

뮌헨, 옥토버페스트 7월 개최 고려
뮌헨시는 세계적 축제 중 하나인 독일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개최가 펜데믹 상황으로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로 당겨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7월 개최에 반대했지만 31%는 좋은 아이디어라 평가했으며 29%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RND, (1.8)>

남아있는 원자력 발전소 3개, 2022년 내 폐쇄 예정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는 가운데 Brokdorf(Schleswig-Holstein), Grohnde
(Lower Saxony), Gundremmingen(Bavaria) 원전 3곳을 2021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폐쇄하였다. 이제 남은 원전인 Isar(Bavaria), Emsland (Lower Saxony),
Neckarwestheim2(Baden-Wurttemberg) 3곳은 2022년 내로 폐쇄할 예정이다 ···
<Trioler Tageszeitun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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