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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시티, 도시로서의 매력
교육주제: 캔사스시티의 젊은 인구 유입 요소

Kelly Frye (30 대 중반 싱글 여성, 직업은
은행원, 지난 10 년간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에서 살다가 최근 캔사스시티로 이주.

2018.3.12 (월)
오후 6-7:30
발표자: Ms. Kelley Frye,
Country Club Bank,
Kansas City MO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캔사스시티가 젊은
노동 인구를 유입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봄)
캔사스시티의 매력 요소
다운타운 도심 재생으로 다운타운이
활기차고,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
캔사스시티 고유의 문화 (역사, 건물,
예술)가 잘 유지되고, 부활되어서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매력있는 도시
대도시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시골의
따뜻함, 친절함도 가지고 있어 고향을
느끼게 하는 도시
가족이 생겨도 아이들을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도시라는 느낌을 주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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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America Regional Council – KC Rising

교육주제: 도심 재생의 통계적, 과학적 토대
2018.3.13 (화)

미중서부 협의회 (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형성

오전 9:30-11:30

광역화 도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발족

면담자/발표자:

미중서부 협의회는 인구센서스 등 객관적

Mr. Frank Lenk (Director
of Research)
Ms. Sheri Gonzales
Warren (Director of
Workforce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통계자료 등을 통해 인구 구성, 경향 등을
분석하여 미래 캔사스 광역 도시의 도시 발전을
예측, 정책대안을 올바르게 제시
캔사스 광역도시 활성화 장기 계획 – KC Rising
고부가치 상품 무역 확대 (국내, 국외)

주소: 600 Broadway,
Kansas City, MO 64105

질 높은 인구 유입 및 인력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기업 생태계
조성으로 친 기업 환경 조성
정책 목표 – 주요 3 대 항목에서 2025 년까지
10 위내 진입 목표 (비슷한 규모의 광역도시
30 여개중)
일자리 창출 - 현재 12 위
중간 가구당 소득 – 현재 14 위
지역 총 생산 – 현재 17 위
정책 실행 방법 –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
봉사자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한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공식 웹사이트: http://www.ma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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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ith Mayor, Kansas City, Missouri
교육주제: 캔사스시티 시정 현황 및 도전

2018.3.13 (화)

도시 개발 및 재생 관련 현안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입장 – 둥지 내몰림

오후 12:30-1:30

현상은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음. 도심

면담자/발표자: Mayor. Sly
James (City of Kansas
City, Missouri)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둥지
내몰림 현상 때문에 도심재생을 중단하면

주소: 414 E. 12 t h St. 29 t h
floor, Kansas City, MO
64106

안됨.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 – 어느 특정 계층이나
인종에 맞춘 정책보다는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살수 있는 시를 만들게 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임.
정책시사점
전임 시장들의 도시 개발 정책을 계승
발전시킴. 즉, 정책의 일관성이 있음.

공식 웹사이트: http://www.kcm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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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as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교육주제: Kansas City and Smart Cities

2018.3.13 (화)

캔사스시티 경제 개요 (2017 년 한해)
59 개 프로젝트
지역경제에 1 조달러 투자

오후 1:30-3:00

3046 개 일자리 창출

면담자: Ms. Narbeli
Galindo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2076 개 일자리 유지
2268 개 건설직 일자리
중간나이: 35.6 세 (미국 38 세)

Mr. Bob Bennett (Chief
Innovation Officer)

중간 가구당 소득: 65,676 불
인구 증가율 0.67%
스마트 시티로서의 캔사스시티
스마트 시티는 – 무인차, 도심 Free Wifi,
차량 연동제,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교통 및

주소: 1100 Walnut Suite
1700, Kansas City, MO
64106

주차 체계등 지역을 IT 로 일원화함
2016 년 민관 합작으로 15 million 달러의
비용으로 street car 개통 (무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경제 개발과
기업활동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함
정책 시사점
도심 재생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가
이바지하는 역할의 중대성 인식

공식 웹사이트: http://www.edck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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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Council of Kansas City

교육주제: 캔사스시티 도심 재생프리젠테이션
2018.3.13 (화)

캔사스시티 다운 타운 인구
2000 년 21,727 명, 2010 년 21,509 명,

오후 3:00-4:00

2016 년 22,898 명, 2017 년 25,700 명,

면담자/발표자:
Mr. Sean O’Bryne (Vice
President of Business
Development)

2018 년 27,007 명, 2020 년 31,423 명 추산
2000 년대 중반 도심 재생이후 인구가
꾸준히 상승되는 것을 보이고 있음
다운 타운 세대별 거주 현황
19 세 이하 13%, 20-35 세 41%, 36-55 세
20%, 56-70 세 21%, 71 세 이상 6%
다운타운 인종별 거주 현황
백인 (46%), 흑인 (31%), 히스패닉 (13%),

주소: 1000 Walnut Suite
200, Kansas City, MO
64106

동양인 (3%)
캔사스시티 도심 경제 지표
2015 년 기준 81,740 일자리 (동일 규모의
타 대도시에 비해 10-30% 이상 많음)
일자리를 통해 연 35 억불 부를 창출
도심 가구수 14,189 가구 (동일 규모의 타
대도시에 비해 15-52% 많음)
도심 재생 이전 2000 년 1 만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 년 2 만 가구 예정
정책 시행 방법 –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
봉사자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한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공식 웹사이트: http://www.downtownk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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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Council of Kansas City
교육주제: 캔사스시티 도심 재생프리젠테이션
2018.3.13 (화)

Power and Light District 개요
2007 년 부터 시작된 다운타운 개발 사업, 총

오후 3:00-4:00

8 억 5 천만 달러 공사비용

면담자/발표자:
Mr. Sean O’Bryne (Vice
President of Business
Development)

기존의 도심의 낡은 건물, 야외 주차장에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와 고급
아파트 빌딩 건설 (총 3 만평 규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6 천명이상의 일자리 창출, 연 5 백만불
이상의 세수 증가

주소: 1000 Walnut Suite
200, Kansas City, MO
64106

도심 다른 지역으로 효과 확대 – 전차로 건설
정책 시사점
도심 재생이 민간개발업자 및 건물주 주도를
이루어졌으며, 민관의 파트너쉽이 잘 되어
이루어짐
시정부는 조세담보 금융으로 개발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민간개발업자는 투자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과감한 투자로 성공을
거둔 사례

공식 웹사이트:
http://www.powerandlightdistri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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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시티 도심 재생 현장 견학
교육주제: KC Streetcar & Unison Station
2018.3.13 (화)

캔사스시티 다운타운 전철
캔사스시티 도심 재생과 경제개발에 지대한

오후 4:30-6:30

영향

안내자:

2012 년 주민 투표(도심지역 Sales tax 1
cent 인상 + 연방기금 등으로 조성)로 확정

Mr. Sean O’Bryne

2014 년 5 월 공사 착공 (공사비 1 억달러)

Ms. Narbeli Galindo

2016 년 5 월 개통. 2018 년 현재 하루 평균

Mr. George Guastello
(CEO, Union Station)

6 만명 이용. 연 2 백만명 이용. 2023 년까지
미주리대학교-캔사스시티까지 연장(5km)
확대
도심 남북 3.5km 를 관통 (재래시장에서
기차역까지 주요 도심 상가 및 도심 재생

주소: 30 West Pershing
Road, Kansas City, MO
64108

지역 통과)
무료 승차이며 캔사스시티 도심 명물로
자리잡으면서 관광객 및 거주자 증가 등
경제개발 효과 창출
정책 시사점
전철이용의 무료화 정책으로 다운타운내
인구 유입 및 경제개발 효과

공식 웹사이트:
http://www.kcstreetc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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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시티 도심 재생 현장 견학
교육주제: KC Streetcar & Unison Station
2018.3.13 (화)

캔사스시티 기차역 역사
1914 년 완공된 기차역으로 2 차 세계대전시

오후 4:30-6:30

연 1 백만명의 승객 (군인포함) 이 이용.

안내자:

1980 년대 기차 승객이 급격한 감소와
건물의 노후화로 상당 기간 폐쇠되었고,

Mr. Sean O’Bryne

거의 철거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캔사스주와

Ms. Narbeli Galindo

미주리주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Mr. George Guastello
(CEO of Union Station)

구사일생으로 1999 년 다시 개장하게 됨
지금은 기차역으로는 연 10 만명의 적은
승객들이 이용하지만, 기차역 내 다른
공간은 전시공간, 결혼식, 대규모 행사장
등으로 이용되어 1 백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주소: 30 West Pershing
Road, Kansas City, MO
64108

캔사스시티 도심의 명물 건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
정책 시사점
지역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를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며,
교통체계의 변화로 인한 건물 본래 이용
목적이 변해도 새로운 모색을 통해 건물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도심 재생의
성공적인 일례임
공식 웹사이트:
http://www.unionst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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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llion Cups, Kansas City
교육주제: 소규모 기업 창업자 네트워킹
2018.3.14 (수)

1 Million Cups 개요
일백만 커피라는 의미는 모닝 커피를 통해

오전 8:30-10:00

소규모 기업 창업자들과 전문가,

면담자/발표자:
Mr. Kyle Smith (1 Million
Cups organizer &
Communications
coordinator of
KCSourceLink)

지역주민들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자발적인 모임
1 Million Cups 역사
2012 년 캔사스시티 Kauffman 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현재 미국내
160 개 지자체에서 진행
매주 또는 격주 1 회 아침 2 명의 신규

주소: 4801 Rockhill Road,
Kansas City, MO 64110

창업자가 자사와 자사의 제품에 대해
소개하면, 전문가 1-2 명의 평가, 질문 및
조언이 후 방청석의 시민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
정책 시사점
우수한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기업들(가)은 잠재적
투자자와 기업 홍보 등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받게
됨
공식 웹사이트:
http://www.1millioncups.com/kansas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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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Blackwater, Missouri
교육주제: 미주리주 농촌 현장 방문
2018.3.14 (수)

블랙워터시 개요

오후 3:30-4:00

2010 년 인구 162 명의 도시. 문화재청에
의하여 주요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됨
블랙워터시 역사
19 세기 후반에는 철도의 발달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고, 현재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로서

주소: 125 Main Street,
Blackwater, MO 65322

1 백년전 미국과 미국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해 놓은 것 같음
시사점
미국도 농촌 인구 감소, 젊은층 인구가
부족하여, 농촌 도시가 활기가 없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듯 함. 미국의 명암을 보는
의미있는 방문이었음
웹사이트:

https://blackwatermissouri.weeb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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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Boonville, Missouri
교육주제: 미주리주 농촌 현장 방문
2018.3.14 (수)

분빌시 개요
I-70 고속도로에 캔사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

오후 4:30-4:50

중간에 위치
인구 8,319 명의 작은 소도시
케이티 트레일(Katy Trail) – 362 km 길이의
주립 공원 산책로
카프리아일 카지노 및 호텔
분빌에 위치한 3 성급 호텔
총 140 개의 객실 보유
3 개의 레스토랑 보유
카지노는 신분증을 지참한 성인만 입장 가능

주소: 125 Main Street,
Blackwater, MO 65322

주변 명소 - 할리 공원, 라이언즈 공원
아쿠아틱 센터, 헤일리지 골프 코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본인 스스로 리포트를
해서 카지노에서 입장을 불가하게 함
주민투표를 통해 카지노 유치 결정 (카지노
수입의 일정 정도가 지자체 공공건물 신축에
할당)
정책 시사점
주 고객이 장.노년층으로 특히 노년층은
은퇴 후 여가 활용
주정부 전산망과 연동이 되어 일정한 승률
보장과 투명한 경영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 확보
공식 웹사이트:
https://www.isleofcapriboonvi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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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조의 이해
교육주제: 지역 경제개발 부문의 정부 역할

미국 연방 체제
의회 (양원제 – 상원과 하원)
행정부 (대통령 – 수반, 대선은 간접선거)
사법부 (대법원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결정의
중요성)

2018.3.15 (목)

미국 주 체제

오전 9:30-11:30

주 의회 (양원제 – 상원과 하원)
헹정부 선출직 (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면담자/발표자: Mr. Ty
Rhoads (Asian Affairs
Center, U. of Missouri)

감사원장, 재무장관, 총무처장관 – 동등한
관계)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미국 지자체 체제
강시장 제도

주소: N49 Memorial Union,
518 Hitt Street,
Columbia, MO 65211

약시장 제도
행정 매니저 제도
정책시사점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법적 갈등의 소지
있음
삼권분립과 권력 분산이 이루어짐

공식 웹사이트: https://asia.missour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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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자본과 도시 재생
교육주제: 도심 재생의 분석틀로서 자원 유형

자원(자본)의 종류
Built Capital: 시설 자원 (도로, 학교,
교량등)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시설 자원
Financial Capital: 재정 자원 (공동체의
기반시설을 바꾸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2018.3.15 (목)

수 있는 경제적 자원)

오후 1:30-3:00

Natural Capital: 자연환경 자원 (수질, 공기,
자연, 토양, 생태계)

면담자/발표자: Ms. Amanda
Carr (Asian Affairs
Center, U. of Missouri)

Cultural Capital: 문화 자원 (동일한 역사
문화 의식, 동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
Human Capital: 인적 자원 (교육, 취업,
건강에 투자하는 자원)
Social Capital: 사회 자원 (공동체로 하나를
묶어 주는 자원)

주소: N49 Memorial Union,
518 Hitt Street,
Columbia, MO 65211

Political Capital: 정치 자원 (시민들이
실제로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자원)
핵심 주장
도심 재생을 위해서 이러한 자원 중 어느
자원이 각 지자체에 부족한지 확인,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도심 재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18 명 지자체 연수단을 대도시형, 도농
복합형, 신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로 부족한 자원부분을 서로 나누고,
어떻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음
공식 웹사이트: https://asia.missour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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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도심 재생 현장 방문
교육주제: 콜럼비아시 Art District

Art District 개요
2010 년 초 다운타운 북쪽 지역 부분 (대개
낙후된 구 도심 지역)을 민간 개발업자와

2018.3.15 (목)

시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예술가의 거리로

오후 3:30-4:30

바꾼 도심 재생의 성공사례
현재는 150 여명의 예술가가 활동하고

주소: 701 E. Broadway,
Columbia, MO 65201

있으며, 각종 갤러리, 문화예술 공간,
음악학교, 스튜디오, 재래시장, 커피숍,
레스토랑, 공연장, 수제 맥주 공장 등이
들어섰으며, 지역도 더 북쪽지역으로 확대될
예정
시사점
민간 개발업자들이 단순한 사적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도심을
재생하는 것이 결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
공식 웹사이트:
http://www.northvillageartsdistrict.org/
http://www.northvillageartsdistri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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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시청 개발 관련 공청회
교육주제: 미국내 도시 계획의 시민 참여과정

도심 재생 사업 실패 사례
콜럼비아시 West Central 지역
70-100 년된 지역을 개.보수하고, 지역의
일부를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경하고자 함
인구, 문화, 역사, 인종, 계층 등 상세한 조사

2018.3.15 (목)

선행

오후 5:00-6:00

도심에서 가깝고, 저비용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로 관심 받는 지역

면담자/발표자: Mr. Timothy
Teddy (Director of
Community Development,
City of Columbia)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 반대. 이유는 아파트
건설로 지역 역사,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슴

주소: 701 E. Broadway,
Columbia, MO 65201

따라서 현재 예정되었던 개발이 중단된 상태
정책 시사점
미국의 경우, 도심재생이 단순한 이익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
따라서 시 정부는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해소되도록 계속적인 대화와 교육등을
해야하고, 개발업자도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임
공식 웹사이트:
http://www.gocolumbia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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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시 도심 재생 패널 회의
교육주제: 콜럼비아 도심재생의 성과와 도전

패널 토의 진행
도심 재생 및 개발시 지역 주민들이 지나친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지 – 미국에서는 법에

2018.3.16 (금)

정해진 틀에 의해 보상이 정해지며, 대개는
현금 등의 보상이 아닌 세금 감면 등의

오전 10:00-11:00

혜택이 있음

면담자/발표자: Ms. Carrie
Gartner (Executive
Director, The Loop
CID/BID); Mr. Mark
Timberlake (Developer of
the Arts District); Mr.
John Ott (Developer of
Alley A); Mr. Tim Teddy;
Mr. Brad Wolken
(Instructor of Asian
Affairs Cemter)
주소: 500 East Walnut
Street Suite 102,
Columbia, MO 65201

개발 업자로서의 개발 참여의 어려운점은 –
개발 계획이 가끔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 개발 계획이 늦추어지거나 중도
포기 되는 경우도 있음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계획은 – 대부분
건물주를 중심으로 낙후 지역 개발 지역지정
요청을 하면 이를 시 정부가 받아 들여 추진.
즉, 도심 재생사업의 상당부분이 건물주 등
민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상당부분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됨
정책 시사점
한국도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필요
공식 웹사이트:
http://www.gocolumbiamo.com
http://www.columbiar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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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크 호수 현장 방문
교육주제: 휴양 관광지 개발

오자크 호수
미주리주의 중심에 위치한 미국 중부 최고의
호수 휴양 관광지
표면적 223 km 제곱, 호수둘레는 1,850km
미국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로 호수의

2018.3.17 (토)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

오후 3:30-4:30

Bagnell 댐에 의해 만들어짐
다양한 해양 스포츠 활동 가능 – 낚시,
스쿠버 다이빙, 크루즈 유람선, 제트스키 등

주소: 701 E. Broadway,
Columbia, MO 65201

이 곳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구분으로
구도심의 정체가 지속됨
St. Patrick Day 를 맞아 퍼레이드 등 지역
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참가가 인상적이었음
근처 명소
동굴과 프리미엄 아울렛
미국 내륙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먼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물놀이와 휴양시설을 제공
약 7 만개 이상의 집들이 있고 매년 300 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
공식 웹사이트:
http://www.osagebeach-mo.gov/
http://www.cruiselakeoftheoza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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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Hermann, Missouri
교육주제:미국 농촌지역의 도심 재생 및 활성화
허만시 개요
미주리 강가에 위치한 독일인 정착마을
인구 2000 명
시의 주 수입원은 관광산업

2018.3.18 (일)
오전 10-11:45

도심 내 150 년 이상된 노후 건물 산재
정착기의 오래된 건물들과 도시의 모습이 잘
보전되어 있음
포도재배가 수월한 지형으로 지역 와인의
성공적인 마케팅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인식하는

주소: 330 E 1 s t St.,
Hermann, MO 65041

인구의 증가로 레스토랑, 호프집 등에 옛
농기구, 우물 등을 그대로 유지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몫
독일인 이주마을, 복고풍 농촌이라는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의 개최
정책 시사점
농촌 그 자체의 역사와 전통 보존을 통한
관광산업의 창출.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의
활성화
공식 웹사이트:
http://www.hermannh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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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St. Charles, Missouri
교육주제:제한적인 도심 재개발

세인트 찰스 시 개요
인구 6 만 7 천

2018.3.19 (월)

미주리 첫 주도

오전 8:30-9:30

역사적인 도시로 수많은 역사적 건물과 함께
도심재생의 문제점 – 바깥으로 확대 불가능,
시내 재개발이 대부분
조세 담보 금융으로 수 년간 방치된 핵심
지역 (70 번 고속도로상) 개발

주소: 200 N. Second St.,
St. Charles, MO 63301

대규모 극장,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섬.
입주율 80% 이상
그 외에 지역대학인 Lindenwood 대학이
도심 재개발에 주요 공헌을 함.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역에 대규모 상점이나
우체국 등을 건설
정책시사점
시장을 비롯한 리더쉽의 중요성
민관의 협력체계의 중요성
공식 웹사이트:
http://www.stcharlescitym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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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교육주제:대통령 박물관 방문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 년
2 월 12 일~1865 년 4 월 15 일)

2018.3.20 (화)

2005 년에 에이브러햄 링컨 기념 도서관과

오전 9:00-10:30

박물관이 스프링필드에 개장
1861 년 3 월부터 암살된 1865 년 4 월까지
미국의 16 번째 대통령으로 재직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부적

주소: 212 N. Sixth St.,
Springfield, IL 62701

위기로부터 나라를 이끌어 벗어나게 하는 데
성공하여 연방을 보존하였고, 노예제를 끝냄
링컨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에게서 모든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으며 영웅, 성자, 순교자가 된 실제
키(197 cm)만큼 역사의 거인이라 할 수 있음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5 달러 지폐에는
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음
공식 웹사이트:
https://www.illinois.gov/alplm/Pages/default.
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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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매기 데일리 공원 및 시카고 남부 저소득층 지역

교육주제: 도심 재개발 사례 현장 견학

시카고 공원청
시카고시와 독립된 행정기관 (긴밀한 협조)
공원세를 통해 공원시설 확충

2018.3.21 (수)
매기 데일리 공원, 새로운 등반벽과

오전 9:30-10:30

스케이팅 링크 오픈
어린이를 위한 테마별 소공원
시카고 남부 저소득층 지역 개발
공폐가 및 버려진 땅 산재
1 달러로 한 필지 (250 평) 구입 가능하며,

주소: E. Randolph ST,
Chicago, IL 60602

대부분 도심 녹지나 공원으로 사용중이나
주차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
미국 대도시에서 인종간의 빈부격차 극심
현상 목격
빈부의 문제와 인종의 문제가 뿌리깊게
뒤섞여 있어 미국의 구조적 문제로 존재
공식 웹사이트:

http://www.cityofchica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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