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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은?

올 1분기 최대 무역 파트너는 ‘아세안’

MORE >

아세안(ASEAN)이 올 1분기 유럽연합(EU)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해관총서(관세청)가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아세안 무역액은 1조3천500억 위안
(약 259조3천755억원)에 달한다 ···

<신화망,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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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독일 최신동향

중국 최신동향
베이징 “추억 속 공중전화 박스, 5G·충전 기능 갖춰 재탄생”
정보 검색부터 휴대전화 충전, 5G 초소형 기지국 역할까지
한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길거리 공중전화 박스가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 기능을 갖춰 재탄생한다 ···
<광명망, (4.7)>

브란덴부르크주 그뤼네하이데, 유럽 최대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가동
베를린이 인접하고 있는 브란덴브르크주 그뤼네하이데에서
지난 3월 유럽 최대 전기차 공장인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가동되었다 ···

<Der TagesSpiegel, (3.22)>

<일대일로 공동건설 녹색발전 추진 의견> 발표

주민세 폐지에 따른 정부의 지자체 재원 보전 시스템 오류 수정

올 1분기 최대 무역 파트너는 ‘아세안’

도그시팅 업체 서비스 활동, 지자체 조례로 기준 정해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 확대”

프랑스 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절차 안내 10가지 실용 정보

‘베이징FTZ 조례’ 오는 5월 1일 시행 ··· 조성 가속도 붙나

독일,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 보조금 지급 예정
독일, 기후 중립을 위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가속화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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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신동향

호주 최신동향

시애틀시, 다운타운 복원 사업 착수

질롱시, 한국 창원시와 우호결연 체결

COVID-19로 인해 시애틀 다운타운에 비어있던 상가들이

빅토리아주 질롱시는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호주 현지

‘다운타운 복원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 이는

생산공장을 질롱시 내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한국의

안전한 다운타운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다 ···

창원시와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

<KIRO7, (4.10)>

<Geelong Independent, (4.6)>

LA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 위한 법안 통과

동부

3개 주, 수소 연료 보급 네트워크 MOU 체결

뉴욕시, 직장 복귀 돕기 위해 보육시설 확대

빅토리아주,

COVID-19로 연기된 선택적 수술 해소 계획 발표

캘리포니아주, ‘유치원 준비 과정’ 확대 위한 예산 지원

타즈매니아주,

유가 급등에 대응해 무료 버스 운행

뉴욕주, 새로운 COVID-19 추적 지표 사용

NSW주, 전자투표 오류로 일부 시의회 재선거 실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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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신동향

일본 최신동향

옥스퍼드시, 러시아 페름시와의 공식 쌍둥이 도시 협정을
종료 결정

인구 1,800명 히메시마무라(姫島村), 年商 5억 4천만 엔의
IT랜드로 재탄생

옥스퍼드시는 러시아 페름(Perm)시와의 도시 협정을 종료하기

IT 기업 「Ruby 개발」이 2018년 1,800명의 섬마을 히메시마무라에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를 나타내기

오피스를 마련, 2022년에는 도쿄에 있던 본사까지도 이전함으로써

위해 우크라이나 국기도 게양할 방침이다 ···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다 ···

<LocalGov, (3.7)>

<OBS오이타방송, (4.21)>

사디크 칸 런던시장의 광역런던시청(GLA) 그린 채권 프로그램

커뮤니티 버스 운영의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 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웨일즈 지자체, 장기간 비어있는 2번째 주택에 대한 지방세
2배 → 4배 인상

최후의 보루, 「최종보장공급」 전년도 대비 7배인 4098건

에딘버러시, 단기 임대주택 규제 지역이 되기 위한 승인 요청

후지이데라시,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비즈니스 기회 확대

시가현(滋賀県)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세」 도입 논의 본격화

브리스톨시, 9월부터 클린 에어 존(Clean Air Zone)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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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공동건설 녹색발전 추진 의견> 발표
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 상무부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녹색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일대일로의 녹색발전 추진을 위한 주요 협력 분야 및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까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녹색 인프라·에너지·교통·금융 등 분야 협력 추진 △ 2030년까지
해외 진출 기업의 녹색발전 수준 제고, 해외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리스크 방지체계 완비
계획이다 ···
<정부망, (4.1)>

올 1분기 최대 무역 파트너는 ‘아세안’
아세안(ASEAN)이 올 1분기 유럽연합(EU)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해관총서(관세청)가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아세안 무역액은
1조3천500억 위안(약 259조3천755억원)에 달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식 발효, 산업체인의 안정적 회복, 아세안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요인이 양자 간 무역
활성화를 견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
<신화망, (4.13)>

베이징 “추억 속 공중전화 박스, 5G·충전 기능 갖춰 재탄생”
정보 검색부터 휴대전화 충전, 5G 초소형 기지국 역할까지 한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길거리 공중전화 박스가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 기능을 갖춰 재탄생한다.
베 이 징 시 는 2 0 2 2 년 부 터 공 중 전 화 박 스 분 포 현 황 을 분 석 , 톈 탄 공 원 ·베 이 징
남역·싼리툰(三里屯) 등 10곳에서 공중전화 박스 개조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
<광명망, (4.7)>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 확대”
인민은행은 톈진시, 충칭시, 광저우시, 푸저우시, 샤먼시 등 아시안게임 개최 6개 도시 등을
시범 지역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장소인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는 기존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시범 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
<광명망, (4.11)>

‘베이징FTZ 조례’ 오는 5월 1일 시행 … 조성 가속도 붙나
최근 ‘중국(베이징)자유무역시험구 조례’가 통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는 ▷과학기술혁신구역 ▷국제비즈니스서비스구역
▷첨단산업구역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2020년 8월 30일 국무원이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한 뒤 142개 프로젝트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신화망,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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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폐지에 따른 정부의 지자체 재원 보전 시스템 오류 수정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3월 17일 발표를 통해 정부가 주민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 세원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 미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 형평에 맞춰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판결했다. 전국 2,350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소를
제기했던 라 트리니테시는 연 1.1백만 유로까지 미지급분을 추가로 보전받는다 ···
<Les Echos, (3.18)>

도그시팅 업체 서비스 활동, 지자체 조례로 기준 정해
반려견 증가로 인해 야외산책을 대행해주는 도그시팅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뢰이유-말메종 등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 사람이 최대
4마리까지만 산책시킬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그시팅 업체 서비스에 대한 안전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
<France Info, (4.7)>

프랑스 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절차 안내 10가지 실용 정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 2백만 명 난민이 인접 국가로 피난한 가운데, 지금까지 3만 6천
명 정도가 프랑스에 입국하였고,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 및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효율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난민 수용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실용
정보를 모아 일반에게 안내하고 있다 ···
<Demarches Administratives, (4.12)>

독일,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 보조금 지급 예정
독일 재무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70억 유로의 규모로 보조금 패키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납세자에게 300유로를 지급하며 3개월 동안 유류세를 대폭 인하한다. 또한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
<Der Spiegel, (3.25)>

독일, 기후 중립을 위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가속화 법안 의결
독일 내각회의에서 지난 6일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80%를 목표로
친환경 전력을 가속화 하는 내용의 법안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는 러시아의 주된 에너지
공급에서 벗어나고, 기후 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감축하는 목표 아래, 풍력은 2배, 태양광은 4배를 더 늘릴 예정이다 ···
<faz.net, (4.6)>

브란덴부르크주 그뤼네하이데, 유럽 최대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가동
베를린이 인접하고 있는 브란덴브르크주 그뤼네하이데에서 지난 3월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가동되었다. 유럽 최대 전기차 공장으로 2019년 착공 이후 2년 만에 개장되었으며,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현재 3,500명이 근무 중이며 이 수치는 지역 내 고용 5위안에 드는
것으로, 향후 12,00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
<Der TagesSpiegel,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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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해결 위한 법안 통과
LA시의회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LA시에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공공장소에 불법 쓰레기 투기량이 450% 증가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길거리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청소원 및 단속 조사관 인력을
확대하고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하는 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Beverly Press Park Labrea News, (4.14)>

뉴욕시, 직장 복귀 돕기 위해 보육시설 확대
뉴욕시가 뉴욕주 예산 40억 달러를 받아 차일드케어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장인
부부가 재택근무를 하다가 점점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뉴욕시가 마음 놓고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뉴요커들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함이다. 최대한
많은 가정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
<NYC, (4.15)>

시애틀시, 다운타운 복원 사업 착수
COVID-19로 인해 시애틀 다운타운에 비어있던 상가들이 ‘다운타운 복원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 이는 안전한 다운타운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다.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예산을 활용해 수백 명의
지원자 중 엄선한 30곳의 업체에 2,500달러를 지원해 비즈니스나 전시 공간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KIRO7, (4.10)>

캘리포니아주, ‘유치원 준비 과정’ 확대 위한 예산 지원
캘리포니아주는 프리스쿨과 유치원 사이의 4세 아동 대상 ‘유치원 준비 과정’(Transitional
Kindergarten, TK)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지사 개빈 뉴섬의 주요 의제로서, 이를 통해
사립 교육 프로그램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크게 하락한 공립학교
입학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abc10, (4.20)>

뉴욕주, 새로운 COVID-19 추적 지표 사용
COVID-19 ‘BA..2’ 변이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뉴욕주는 확진자 수를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사용할 것으로 밝혔다. 이전에 사용했던 총사례 수 대신 10만 명당 발생한
확진자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신뢰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Y1,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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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롱시, 한국 창원시와 우호결연 체결
빅토리아주 질롱시는 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호주 현지 생산공장을 질롱시 내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한국의 창원시와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Trent Sullivan 질롱 부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은 3월31일 질롱시청에서 우호교류 협약서에 서명하고 투자 및 고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 교육, 문화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
<Geelong Independent, (4.6)>

동부 3개 주, 수소 연료 보급 네트워크 MOU 체결
동부의 3개 주(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정부는 동부 해안을 따라 대형 운송 및 물류용
차량을 위한 재생 가능한 수소 연료 보급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력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드니와 멜번 사이에 최소 4개의 재생 가능한 수소 충전소 건설에 NSW주와
빅토리아주 정부가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Busnews.com.au, (3.25)>

빅토리아주, COVID-19로 연기된 선택적 수술 해소 계획 발표
빅토리아주는 COVID-19 기간 누적된 대규모 선택적 수술 잔고를 해소하기 위해 7년간
15억 달러를 투입해 팬데믹 이전 수준의 125%까지 외과 수술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빅토리아주에서는 8만 명 이상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주 정부는 공공
수술센터 운영, 신속 수술허브 설치, 전문인력 확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The AGE, (4.3)>

타즈매니아주, 유가 급등에 대응해 무료 버스 운행
타즈매니아주 정부는 급등하는 유가에 따른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고자 4월 말까지 5주
동안 주 전역에서 시민들이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버스 이용객이 늘고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5주 동안 계속되는 무료 버스
운행으로 약 2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ABC News, (3.22)>

NSW주, 전자투표 오류로 일부 시의회 재선거 실시
NSW주 대법원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 소프트웨어인 iVote
오류로 인해 3곳의 시의회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Kempsey, Singleton 및 Shellharbour Council의 Ward A에
대해 오는 8월 초까지 재선거를 치르고 기존 무효화된 선거 후보자의 비용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BC New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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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디크 칸 런던시장의 광역런던시청(GLA) 그린 채권 프로그램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그린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9천만 파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런던광역청 그린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억 파운드 이상의 민간영역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8천6백만 파운드는 그린채권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며 4백만 파운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린 투자 기회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Mayor of London, (2.15)>

웨일즈 지자체, 장기간 비어있는 2번째 주택에 대한
지방세 2배 → 4배 인상
웨일즈 지자체는 오래 비어있는 2번째 주택에 대하여 더 높은 카운실세(지방세)를
기존 2배에서 4배로 늘릴 방침이다. Sian Gwenllian 웨일즈 의회 의원은 “앞으로
주택·임대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조치를 도입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
<BBC, (3.2)>

에딘버러시, 단기 임대주택 규제 지역이 되기 위한 승인 요청
스코틀랜드 단기 임대주택의 1/3이 위치해 있는 에딘버러시는 단기 임대주택 규제 지역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Neil Gardiner 에딘버러 지역의원은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을
치솟게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소음, 반사회적 행동 이슈 등 단기 임대주택들이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라고 전했다 ···
<LocalGov, (2.18)>

브리스톨시, 9월부터 클린 에어 존(Clean Air Zone) 도입
브리스톨시는 올해 9월부터 클린 에어 존(Clean Air Zone)을 도입하여 거주 인구수가
가장 많은 시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유해 배기가스 배출 차량에 대한 진입 요금 부과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클린 에어 존 기준에 미달하는 일반차량, 3.5톤 이하의 경량 화물차량,
택시는 1일 9파운드, 기준 미달 대형트럭, 버스에는 1일 100파운드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Highways, (2.16)>

옥스퍼드시, 러시아 페름시와의 공식 쌍둥이 도시 협정을 종료 결정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대응으로서, 러시아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지방정부들이 자매결연 협정을 철회하고 있다. 옥스퍼드시는 러시아 페름(Perm)시와의
도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기도 게양할 방침이다 ···
<LocalGov,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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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버스 운영의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 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치바현에서 2번째로 큰 기미쓰시는 도시부와 산간부를 연결하는 민간버스 노선망은 주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테마였다.
그런데 1994년 12월 약 94,000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해 버스 교통은 계속
적자 상태였다 ···
<지자체통신온라인, (4.4)>

인구 1,800명 히메시마무라(姫島村), 年商 5억 4천만 엔의
IT랜드로 재탄생
오이타현 히메시마무라는 인구 1,800명(고령화율 56.2%)의 섬마을로 기간 사업은
수산업이다. 하지만 IT 기업 「Ruby 개발」이 2018년에 히메시마무라에 오피스를 마련,
2022년에는 도쿄에 있던 본사까지도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다 ···
<OBS오이타방송, (4.21)>

최후의 보루, 「최종보장공급」 전년도 대비 7배인 4,098건
전력회사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한 기업,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여 대기업 전력회사도 적자로 전기를 판매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함이다. 계약처를 찾지 못한 기업 대상의 「최종보장공급」 건수는 4,098건(4월 15일
기준)로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마지막 보루라 해도 「최종보장공급」 에 의존하는 기업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아사히신문, (4.21)>

시가현(滋賀県)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세」 도입 논의 본격화
시가현의 법제심의회는 4월 20일, 공공교통 유지를 위한 「교통세」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지사에게 제출했다. 시가현 미가쓰기다이조 (三日月大造) 지사는 “교통세 도입이 세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또는 이용하는 사람만이 부담하는, 민간기업의 노력에 의존하는 이러한
선택 외에도 시가현민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앞날에 희망의 빛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
<MBS뉴스, (4.20)>

후지이데라시(藤井寺市),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비즈니스 기회 확대
후지이데라시는 2020년 7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기업파트너십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창구 설치 1년 8월 개월 동안 70개 이상의 기업과 업무협의, 8개
기업과 협력협정 체결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다 ···
<지자체통신온라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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