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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자료 요약

국가

내용 요약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지난 9월 26일, 43개 일본 지자체 지사 모임인 ‘전국지사회’는 스가 내각에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회복 등을 기치로
한 긴급 제언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오사카부는 감염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시행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노력의 사례로 주목 받았다.
대외 개방 관련

일본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초 전 세계發 신규 입국자 승인을 일부 재개하였다. 대상은 비즈니스 관계자 및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객은 제외된다. 신규 입국자는 2주간 격리 등 조치 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인원 수는 1일 최대 1천명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지자체 국제 교류 동향
코로나19로 해외 진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웨비나)
를 개최해 지원에 나섰다. 가나가와현은 10월 초 의료·헬스케어 분야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현 내 기업들을 위해
웨비나를 개최해 진출 관련 논의 및 정보 제공 등에 나섰다. 그밖에 시즈오카현, 도치기현, 고베시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국제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중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도시 및 주거단지에 대한 봉쇄식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중앙부처별로 이동과 대면
접촉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대출 완화, 생필품 공급 등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대외 개방 관련

중국

중국 베이징시는 10월 20일 브리핑에서 제3국에서 출발, 베이징 직항 노선이 있는 국가를 경유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10월말 기준, 한중 양국간 주 28회 항공편이 운항 중이다.
지자체 국제 교류 동향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마스크 및 구호물품을 주고 받으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화상회의를 통한 우호 교류 협약, 수출 상담회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교류 및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호주는 ‘COVID Safe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앱을 개발해 널리 보급하였다. 인증 절차에 따라 안전 3단계 절차를
통과한 식당, 카페, 숙박업체 등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였다. 또한 택시 이용 시 QR코드 입력을 시행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안전 보장에 힘써왔다. 이밖에도 각 주정부와 시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

대외 개방 관련
원칙적으로 자국민의 해외 출국은 금지하고 외국인의 출국은 가능하다. 또한 자국민은 2주 격리 후 입국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다. 단, 10월 이후 개별 국가들과의 여행 재개 협의를 논의 중에 있다.
지자체 국제 교류 동향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활발했던 한-호간 교류 행사는 감염병 이후 모두 취소되었다. 다만 각 지자체 호주사무소와
호주 지방정부간 협력으로 현지 행사는 개최되고 있다. 양국의 교류는 끊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각 자매교류 지자체간
비대면 교류를 및 행사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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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요약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미국 뉴욕주의 경우 집단 감염 조치 계획을 발표하여 감염지와 주변 지역을 3단계로 분리하여 방역하는 방안을 세웠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접 주들과 합동 여행 지침을 발표하는 등
협력적인 방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외 개방 관련
미국의 CDC는 해외 국가를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하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이들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 관련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 국제 교류 동향
미국 대다수 지자체의 국제 교류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른 국가의 자매결연 지자체에 장학금
또는 모금한 돈을 기부하는 노력을 펴나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프랑스는 10월 16일 보건비상사태를 발령하였다. 파리 등 9개 지역을 최고 경계 지역으로 지정하고 야간통금 확대
시행, 사적 모임 금지, 주 2~3회 이상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대외 개방 관련

프랑스

프랑스는 EU 방침을 준수하여 6월 15일부터 회원국 및 지정 비회원 국가로부터의 입국은 가능하다. 그 외 국가의
경우 감염병 확산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확산세가 강한 국가는 입국 의무절차를
적용한다. 현재 인천-파리간 주 5~7회 노선 운항 중이다.
지자체 국제 교류 동향
감염병 초기, 부족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웨비나를 개최하는 한편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과 중국의 지자체들로
부터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 받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국제적인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프랑스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하기도 했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 시 원조 물자를 보내는 등 국제 교류의 노력을
이어갔다. 감염병 유행 초기 서울, 홍천 등 각각 자매도시로 보낸 천 마스크가 프랑스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우수한 K방역 사례를 전파하는 등 한-프 간 교류는 계속 이어져왔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영국은 지역별 봉쇄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경계 수준도 상향하고
있다. 3월에는 영국 전국 봉쇄령이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백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2천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8월에는 외식업계 지원 대책 등을 발표 하는 등 경계를 완화하기도 했지만 9월부터는 접촉 최소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지자체 국제 교류 동향
영국 내 주요 지자체에서는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의약품 및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행사 글로벌 서밋 2020에 런던시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등 양국 도시간 소통은 계속 이어져왔다. 그밖에도 국내 지자체에서는 맨체스터와 글로스터 등지로
국내 방호복 및 방역 물품을 기부하는 등 인도적인 지원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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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2020.10.19. 기준)

각 도도부현의
검사 양성자 상황
(공항 검역,
전세 편을 제외한
일본 내 사례)

도도부현별

총계

입원 치료 등을
요하는 자

퇴원 또는
요양
해제자 수
(명)

중증 2)3)

(명)

사망
(누계)
(명)

확인중
(명) 3)2)

92,373

2,211,630

5,174

143

85,518

1,675

86

홋카이도

2,542

70,302

213

2

2,221

108

0

아오모리

122

3,217

85

2

36

1

0

이와테

26

4,915

3

0

23

0

0

미야기

526

12,334

42

1

482

2

0

아키타

59

2,384

0

0

59

0

0

야마카타

81

5,370

2

0

78

1

0

후쿠시마

369

25,322

90

2

273

6

0

이바라키

728

13,174

29

2

681

18

0

도치기

466

34,491

25

0

440

1

0

군마

785

26,435

38

4

717

19

11

사이타마

5,393

165,689

389

7

4,901

103

0

치바 4)

4,548

113,355

337

9

4,135

76

0

29,046

541,987

1,800

24

26,810

436

0

7,965

182,376

556

23

7,255

154

0

니가타

180

16,905

3

0

177

0

0

토야마

422

14,003

0

0

396

26

0

이시카와

795

15,422

22

0

726

47

0

후쿠이

256

10,562

9

0

236

11

0

야마나시

199

11,252

2

0

191

6

0

나가노

326

21,163

8

1

317

4

3

기후

644

24,988

14

1

620

10

0

시즈오카

580

39,592

14

0

564

2

0

5,685

89,287

233

10

5,361

91

0

미에

549

14,763

17

0

525

7

0

시가

527

13,359

13

0

506

8

0

교토

1,928

49,179

121

0

1,780

27

0

11,555

213,697

445

16

10,867

227

16

효고

3,008

63,825

116

18

2,831

61

0

나라

613

23,285

23

2

581

9

0

도쿄

5)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8

양성자 수

PCR 검사
인원 수1)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일본

도도부현별

와카야마

양성자 수

PCR 검사
인원 수1)

입원 치료 등을
요하는 자

퇴원 또는
요양
해제자 수
(명)

중증 2)3)

(명)

사망
(누계)
(명)

확인중
(명) 3)2)

255

9,940

7

1

241

4

3

돗토리

36

5,559

0

0

36

0

0

시마네

140

6,033

0

0

140

0

0

173

8,654

12

2

155

1

5

650

25,370

40

1

606

4

0

야마구치

209

11,045

2

1

205

2

0

도쿠시마

159

7,230

9

0

140

9

1

가가와

99

12,515

4

0

93

2

0

에히메

116

4,246

2

0

108

6

0

고치

140

3,587

1

0

135

4

0

5,142

151,512

65

5

4,977

100

0

사가

252

6,617

5

0

249

0

2

나가사키

242

20,834

3

0

235

3

1

쿠마모토

746

18,505

60

0

669

8

9

오이타

159

19,211

1

0

155

3

0

미야자키

366

8,720

1

0

365

1

1

가고시마

463

21,449

18

0

463

12

30

오키나와

2,954

47,970

295

9

2,608

55

4

149

0

0

0

149

0

0

오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기타

6)

4)

1) PCR 검사 인원은 일부 지자체의 검사 건 수가 계상되어 실제 인원보다 과다 계상되었으며, 갱신이 없는 지자체는 전날의 수치를 기재함
2) 일부 도도부현에서는 중증자 수에 대해 현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발표된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으며, 중환자실(ICU) 등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음
3) PCR 검사 양성자 수에서 입원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 퇴원 또는 요양 해제된 사람 수, 사망자 수를 감하여 후생노동성에서 작성. 요양 해제 후 재입원한
사람을 양성자로 재계상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4) 공항 검역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례를 국내 사례로 공표한 지자체의 해당 사례로 수치는 포함되지 않음
5) 도쿄도의 수치는 다음의 출처에서 인용하였음. (https://stopcovid19.metro.tokyo.lg.jp/)
6) 기타는 나가사키현 크루즈선의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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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지난 9월 16일에 발족한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대책과 경제재생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포스트 코로나 사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 실시로 다시 강한 경제를 되찾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에 전국지사회는 9월 26일 ‘전국지사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도쿠시마현 지사 이즈미 카몬을 본부장으로 43개 도도부현의 지사가
모여 새로 출범한 스가 정부에 코로나19 대책 등과 관련한 다음의 긴급 제언을 발표하였다.

일본 전국지사회,
코로나19 관련
긴급 제언

1. 향후 코로나19 대책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유행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국면에 대비하여 기존의 귀국
자·접촉자 및 외래 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감염 증가가 우려되는 진료소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
등 진료·검사 체계의 정비를 지원할 것.
입원의료기관 및 숙박요양시설의 수용·운영체계 확립 등에 대해 코로나19 긴급포괄지원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지원, 교부 상한액의 재검토 및 절차의 간소화, 병원·숙박요양시설의 긴급 정비·개
수 등 환자수용 체계 정비에 대한 용도 확충, 일반 입원 협력 의료기관의 공상 확보료 인상, 기존
병동을 단위로 하는 중점 의료기관 시설 요건의 탄력적 운용 등의 실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재검토할 것.
또한 실제 발열 환자를 수용한 진료·검사기관에 대해 진료 보수 조치나 협력금 지급 등 수용 환자
수에 따른 지원도 실시하고, 직원의 위험수당 제도화나 감염 시 휴업 보상을 실시하는 것 외에
의료·개호 종사자에 대한 위로금에 대해 대상 기간 연장이나 지급 대상 확대 등 향후 감염 확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
아울러 임시의료시설 등의 건축과 관련된 건축기준법 등의 적용 제외 조치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염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 ICU
거점 정비 등 신속하게 대처할 것.
다수의 발열환자 등이 적절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진료·상담센터
의 대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의 증액 또는 도도부
현별 상정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
인플루엔자 백신은 수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고령자나 기초질
환자, 의료종사자 등에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 부담을 경감시킬 것.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PCR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기기 도입, 시약 공급, 공항을
포함한 PCR 검사센터 설치·운영 등 검사 소요경비 및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한 검사체계 확충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1일 20만 건 검사라는 목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약이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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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등 안정 공급 체계를 구축할 것.
아울러 자가 채취 가능한 비강 스와브 검체나 타액에 의한 검사를 진행하여 간이 검사 키트의
의심 양성 발현 등의 불편을 방지함으로써 진료소에서도 폭넓게 대응 가능한 검사 방법 개발,
검증 및 보급을 촉진할 것.
지정 감염증 운용을 재검토할 때는 경증자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 대해 만연 방지나 발병·중증화
되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한다는 관점에서 입원조치를 하고 감염상황의 단계나 계절성 인플루엔자
의 유행상황을 감안해 의료제공 체계가 다급해질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숙박요양시설이나 자택에
서의 요양을 기본으로 하며, 이들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요양에 대해 명확한 법적 설정을 할 것.
또한 향후 재검토에 있어서도 입원권고나 의료비의 공적 부담, 적극적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각 도도부현이 대도시 지역과 지방 각각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염확대를 막고 있는 실정에
따른 개선을 도도부현별 재량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방의 의견과 충분히 조율한 후 지역에
따라 감염 상황이나 의료제공 체계 등이 다른 실태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주지기간을 마련할 것. 또한 이용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HER-SYS7)의 사용편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추출 기능의 추가 등 유효활용을 위한
과제 해결에 임할 것.

2.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법적 조치 등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양성자의 조기 발견·봉쇄가 중요하며, 특별조치법 제24조나
감염증법 제16조의 운용 탄력화 등 전국지사회의 요망에 따른 조치가 강구되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나가는 법적 수단이나 재원이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보건소의 적극적
역학조사나 건강관찰, 도도부현 지사가 사업자 휴업 요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
등, 식중독 발생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점포명 공표와 같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와
함께 국가에 의한 보상금적인 ‘협력금’에 관해서 정부가 조속히 논의를 진행시킬 것.
또한 의심환자 등과 관련된 정보 등 인접권역에서의 보건소간 정보공유 구조를 확립하고 감염자
정보의 통일된 공표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도도부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기본적 대처방침의 개정이나 지역 한정을 포함한 긴급사태선포 발동에 대해 지방과 충분히 협의하
면서 적절히 실시할 것.

3. 의료기관 등 복지시설의 경영 안정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진찰대기도
있어 경영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 의견을 고려한 진료보수 인상이나 복지 의료기구의 무이자, 무담보 대출 확충,
공립·공적 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방지하도록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

7)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의료기관, 보건소, 도도부현 등 관계자 간 공유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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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약국·건강검진기관, 개호·복지서비스, 안마마사지·침구 등의 사업소 등에 대해서도 처방전
접수 감소나 이용 보류 등으로 인해 경영상 곤란한 상황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긴급포괄지원교부금 확충을 도모하는 등의 지원을 할 것.

4. 방역대책
정부는 10월초에도 전 세계로부터의 입국을 조건부로 재개하는 방향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염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국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고 향후 입국자
와 귀국자의 단계적인 증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므로 일본 국내 모든 국제공항 및 오키나와 등
낙도 노선과 관련한 국내 공항 등에서 운영권자 등 관계자와 시급히 조정하여 PCR 검사 등 충분한
대기 장소 및 검사 장소를 확보할 것.
또한 PCR 검사 등의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대기시설 등에서 입국자와 귀국자
전원을 유치하고 이를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한 충분한 수용능력을 확보할 것. 덧붙여
입국 시에 중장기 체류지가 미정인 외국인도 적지 않으므로 주민표의 조기제출을 추천할 것.
또한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정부 책임 하에 국내 입국자, 귀국자의 주소, 거소에 따라 충분한
입원처나 숙박요양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도도부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게다가 향후 입국제한 완화 전망에 따라 검역소의 인원 증강, 새로운 검사 수법 도입, 검사 능력의
비약적인 확충 등 검사 체계의 발본적인 강화를 도모할 것. 아울러 해상에서의 긴급 상륙 등에
대한 대응도 감안한 체계 정비도 구축할 것. 이와 함께 검사결과 판명 후 신속히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할 것. 또한 신속한 농후 접촉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입국자와 귀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소에서
접촉확인 앱 ‘COCOA’의 이용촉진을 도모할 것.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는 입국 시 다국어로 알기 쉬운 정보발신의 충실과 거주 외국인에게는 표준
예방책 등 감염확대 방지대책의 주지를 대사관 등을 통해 실시하고 외국인 양성 환자에 대한 적극적
역학조사·입원치료 설명·건강관찰에 관해 정부가 전화의료 통역서비스 등을 활용한 지원을 하는
등 보건소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것.
또한 미군 기지에서의 감염증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미군에 촉구할 것.

5. 사회경제활동의 단계적 회복
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일본 경제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어 공공사업비의 대폭
적인 추가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총수요 대책에 대해 예비비 활용을 포함해 기동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제·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할 것.
특히 코로나-19 감염증대응 지방창생 임시 교부금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고용 대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부금의 증액이나 기금의 적립 요건 탄력화·기간 연장을 포함해 한층 더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2021년도 이후도 코로나-19가 수습될 때까지 계속할 것.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영향이 발생한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각종 ‘Go To 캠페인 사업’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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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트래블/이트(Travel/eat) 사업에서 제시된 스테이지Ⅰ 또는 Ⅱ 상당
에서 실시되는 기준을 토대로 감염확대 시 제외 지역을 기동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
또한 관광 관련 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Go To 캠페인 사업
을 현행 기한으로 종료하지 않고, 특히 금년 7월 호우 피해지역의 재해복구 상황도 고려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 환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또한 Go To 트래블 실시에 있어 여행자에게 감염증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권유함과 동시에
‘지역 공통 쿠폰’의 운용에 있어서는 지역성이나 주유 여행의 내용·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하는 등 지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구조로 할 것.
이러한 수요 환기책과 함께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민이나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몽도 포함해 철저히 추진할 것. 특히 경증인 채로 감염을 확대할 수도 있는 젊은 층이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SNS 등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호소할 것.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해
도도부현 제도융자를 활용한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에 대해 보증신청기간
및 융자 실행기간 연장, 융자한도액(현재 4천만 엔) 인상, 이자보급기간 연장 등 지원제도의 추가
확충을 강구하고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일본정책금융공적금고의 중소기업 신용보험 전보율 인상이
나 동 협회에 대한 지자체의 손실 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이자보조, 신용보증료 보조와 관련한
융자 기간 종료까지의 재정 지원이나 예탁 원자조달에 따른 차입금 이자 지원, 코로나19 자본강화
특별대부의 변제 기간 연장이나 금리 인하 등의 조건 완화를 실시할 것.
아울러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지역기업 재기 지원사업’이나‘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등에 대해 예비비도 활용하여 증액을 실시함과 동시에, 향후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속화 급부금의 복수 지급이나 매출 감소 요건 완화 등의 검토를
실시할 것.
나아가 유효 구인비율 저하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
로 업종 간 노동이동 등 촉진책을 강구하더라도 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 수용을 확보하기 위해
리먼 쇼크 때를 상회하는 기금을 활용한 ‘긴급고용창출사업’을 조속히 창설하고 연장된 고용조정조
성금 특례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경제·고용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
또한 국민의 불안감이 사회경제활동의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검사의 전략적 확대로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성, 우선순위, 재원 등을 정부에서 정리한 후, 자기부
담액을 경감하고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것.

6. 코로나19 극복 실현
코로나19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창설 등 대담한 자금을 투입하여 책임지고 필요
충분한 백신개발·확보·공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효약이나 치료법의 확립을 실현할 것.
또한 지금까지 감염 물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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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의 단계적 회복에 대처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의학적인 지식이나
직장 감염 등 감염확대로 이어진 구체적 상황을 도도부현과 공유하고, 사업 활동이나 국민행동에서
의 감염 리스크를 평가·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사업자가 실시하
는 감염방지 대책의 지원을 확충할 것.

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만들기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명이라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구축을 위해 보호자 감염으로 재택
양육이 어려워진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어린이 식당·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의 감염방지 대책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어린이·청년에 대한 지원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생활복지자금 대출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채권관리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하
게 재원 조치할 것.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고 5G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반 정비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강인화를 추진하여 ‘다핵(多核) 연대에 의한 분산형 국토 형성’에 힘쓸 것.

8. 편견·차별행위·유언비어 등 배제
병마와 싸우는 감염자 및 최전선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사자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분과 이들 가족, 나아가 다른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내방자나 외국인 등에 대한 유언
비어가 확산되거나 차별, 편견, 비방, 중상, 인물을 특정하는 등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이런 행위는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평온한 사회생
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외에도, 적극적인 역학 조사를 비롯한 감염증 확산방지 협조도 얻기
어렵게 되는 등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도 계속적인 홍보나
교육, 계몽, 상담창구의 충실·강화, 차별·편견을 받은 분에 대한 지원 등 감염증법령에 대한 기본방
침, 「정보제공·공유(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도 포함해 인권을 지키는
대책을 강력히 강구할 것.
또한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공개 내용 등에 따른 편견·차별 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정부가 감염자 정보 등의 통일된 공표 기준을 정할 것.

9. 지방재정 지원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영향으로 지방세수는 전례가 없던 대폭적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져 재원
난 속의 세출 증가도 예측되므로, 2021년도의 지방 재정 대책에서는 지방이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은 물론,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일반재원 총액 및 지방교부세 총액의
확보·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것.
아울러 지방교부세 제도에 있어서 수입감소 보전대상이 되지 않은 지방소비세 등의 세목에 대해
서도 수입감소 보전채(補塡債)의 대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재원 보충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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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산업성,
사업자 임대료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5월 긴급사태선언 연장에 의한 매상 급감에 직면한 사업자들의 지속
(월세) 급부금 지급 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임대료(월세)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급부금 지급

2. 지원 내용
∙ 신청 시 최근 1개월 지불 임대료(월세)에 근거해 산출한 급부액(월액)의 6배를 상한으로 일괄
지급
∙ 급부액 최대지급액: 600만 엔(법인), 300만 엔(개인사업주)

3. 대상자
∙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분
① 자본금 10억 엔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및 의료법인,
농업법인, NPO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② 5월부터 12월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중 1개월에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
－연속하여 3개월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감소
③ 본인 사업을 위해 점유하는 토지,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4. 추진시기
2020년 7월 14일(화)부터 신청·접수

오사카부,
코로나19 관련
<오사카 모델>
추진

1. 기본 방침
∙ 감염 확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부(府)에서 독자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매일 모니터링·가시화
∙ 각 지표에 대해 ‘감염 확대 징후’와 ‘감염 수습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준의
상황에 따라 부민(府民)에게 주지

2. 모니터링 지표와 기준, 신호의 점등·소등 기준*
∙ ‘비상사태(적색)’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상정한 병상을 웃도는 감염확대 우려가 있음을 부민에게
주지
∙ 감염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각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 가시화하여 ‘경계(노란색)’의 발동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 상황에 따라 병상 확보 등 대응을 신속히 추진
∙ ‘경계(노란색)’가 점등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 발생 상황에 따라 부민에 대한 주의를 환기
∙ 비상사태 등 해제는 감염 수습 상황을 보며 일정기간 ‘해제(녹색)’를 점등시킨 후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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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점등·소등 기준
각각의 모니터링 지표를 모두 충족한 경우, △경계 기준 → 노란색, △비상사태 기준 → 적색,
△경계·비상사태 해제 기준 → 녹색(단 일정기간 경과 후 소등)

3. <오사카 모델> 모니터링 지표와 기준

분석 사항

모니터링 지표

(1) 시중에서의 ① 신규 양성자의 감염 경로
감염 확대 상황
불명확자 7일간 이동 평
균 전주 대비 증가 비율
② 신규 양성자의 감염 경로
불명확자 수 7일간 이동
평균

(2) 신규 양성
환자의 확대
상황

③ 7일간 총 신규 양성자
수(후반 3일간)
④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양성자 수

오사카
10.20.
(노란색)

부민에 대한
경계 기준

부민에 대한
비상사태 기준

부민에 대한
경계, 비상사태
해제 기준

① 0.87

① 2 이상

-

②10명 미만

② 28.43

② 10명 이상

371
(156)

120명 이상,
후반 3일간
반수 이상

-

-

4.20

-

-

0.5명 미만

60% 미만

⑤ 환자 수용 중증 병상
사용률

9.2%

-

70% 이상
(경계(노란색)
신호가 점등한
날로부터 기산
하여 25일 이내)

【참고지표】 ⑥ 확진진단검사에서 양성률
7일간 이동평균

3.7%

-

-

-

【참고지표】 ⑦ 신규 양성자의 감염 경로
불명확자 비율

47.7%

-

-

-

(3) 병상의
핍박 상황

※ 정부가 정한 기준일의 조건(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양성자 수 2.5명)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표 ①, ②에 의거한
감염경로 불명확자의 증가 추세 및 신규 양성자의 일상적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문가 회의 구성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본부회의에서 ‘경계(노란색)’ 신호 점등의 필요여부를 결정.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가 있을 경우 대책본부회의에서
‘비상사태(적색)’ 신호 점등의 필요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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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관련 동향

日정부,
2020년 10월
입국 완화 재개

1. 개요
∙ 日정부는 10월초 전 세계發 신규 입국자 승인 일부 재개를 시작함
∙ 동 조치는 비즈니스 관계자뿐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유학생 입국도 전면 해금될 방향이나 관광객은 제외될 전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격리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입국 인원수도 최대 ‘1일 1천명’
정도로 제한할 전망
∙ 日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대 양상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
럽, 미국 등의 요청도 전 세계發 입국 완화 요인
∙ 동 조치는 현행 입국거부 예외를 확대하는 형태로 인원수 및 조건 면에서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대상의 체류 자격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

2. 현황
∙ 日정부는 현재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일본發 도항 중단을 권고하고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원칙적으로 거부
∙ 예외 조치로 감염 상황이 진정된 아시아 등 16개국 선정,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 위해
협상 중
∙ 태국과 베트남 등 7개국과 2020년 7월 말부터 장기 체류자의 왕래가 재개

3. 주요 내용
∙ (완화 체류자격) 기존 협상 대상국인 16개국과는 모두 장기 체류를 위한 체류 자격은 비즈니스
관계자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협상해 왔으나 새롭게 완화가 시작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 활동’ 등 모든 중장기 체류 자격이 향후 인정받을 전망이며, 단기 체재도 일부
인정할 예정이나 관광객은 인정하지 않음
∙ (수용 인원) 수용 인원은 각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입국 범위 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
감염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16개국에 대해서는 ‘1일 최대 1,600명’ 정도 입국 시스템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
∙ (유학생) 이번 완화로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제한도 전면 해제될 예정. ‘국비 유학생’의 입국은
수용 인정 전이나, 금년 가을 입학을 앞두고 ‘사비 유학생’ 입국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국내외에서 대두되고 있음
∙ (방역 조치) 향후 완화에 대비해 日정부는 하네다·나리타·간사이뿐만 아니라, 신치토세·주부·후
쿠오카 각 공항의 검사 능력도 확충. 이르면 2020년 11월 중 ‘1일 2만 건’을 목표로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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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제 교류 동향

가나가와현
헬스케어 국제전
웨비나

∙ 가나가와현과 북유럽 핀란드 오울루시는 MOU(제휴·협력각서)에 근거해 생명과학 분야에서 제휴
진행 중
∙ 웨비나에서는 핀란드 최초의 의료·헬스케어를 위한 실증랩 「오울루헬스랩」을 소개. 개발 단계의
제품에 대해서 대학병원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시설 등에서 실증 시험을 실시해 의료 종사자,
학생, 시민 등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는 구조
∙ 유럽 시장에서 헬스케어 사업 전개를 검토할 때 사전 조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럽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것임. 일본기업의 활용 사례도 소개
∙ 행사 개요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16:00∼17:00
－언어: 영어
－개최 방법: MS Teams(신청 후 링크 안내)
－대상: 유럽진출 및 현지정보 수집에 관심 있는 의료‧헬스케어 분야 기업과 조직
－신청 마감: 2020년 10월 7일(수) 18시까지(200명 한정)
－신청 방법: 사이트로 신청<https://www.lyyti.fi/reg/gateway_for_market>
－주최: 가나가와현, 비즈니스 오울루(오울루시 산업지원공사)
－주요 내용: 개최 인사, 핀란드 오울루시 소개, 오울루 헬스랩 논의, 질의응답, 폐회

∙ 일시: 2020년 9월 12일(토), 08:30∼09:30(인디애나주 현지시간: 9월 11일(금), 19:30∼
도치기현인디애나주 온라인 20:30)
요사코이 페스티벌 ∙ 주요내용
－도치기현과 우호 협력 도시인 미국 인디애나주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
치기현이 추진한 국제 교류의 첫 형태
－도치기현 가누마(鹿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요사코이 춤 공연팀이 도치기현민 및 인디애나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연과 요사코이 춤 강좌를 실시, 마무리에는 양 도시 시민이 요사코이
춤을 함께 체험
－양 도시 시민 약 200여 명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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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현 이벤트 ∙ 시즈오카현 지역외교국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내 기업, 인바운드 관련 관광 사업자, 국제 교류와
관계자 등에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해외의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
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기업이 활동을 제한 받고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받음.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한국·대만·동남아시아에 주재하는 현 해외사무소장이 향후 입국
제한 해제 및 해제 후 유의사항 등 현지의 최신 정보를 전달
∙ 행사 개요
－테마: 중국·한국·대만·동남아시아 입국제한 및 해제 후 유의사항
－일시: 2020년 7월 14일(화) 16:00∼17:00
－장소: WEB 세미나(라이브 전달, 비디오 회의 앱 Zoom 이용)
－강사: 아사하라 중국사무소장, 고세키 한국사무소장, 미야자키 대만사무소장, 후쿠다 동남
아시아 사무소장
－퍼실리테이터: 하세가와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부장
－정원: 100명
－비용: 무료
－문의: 시즈오카현 지역외교국 지역외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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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對 한국 교류 동향

대구-고베
우호협력 체결
10주년 기념
화상회의 개최

∙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례에 대한 의견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고베시

부산-후쿠오카시

부산시, 후쿠오카현에 부산 시내맛집들을 소개하는 책 120권 기증

측에서 많은 질문과 관심 나타냄
∙ 양 도시 시장 및 의장이 참석한 회의로 향후 교류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음

※ 관련 기사 첨부

20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일본

“교류의 등불, 꺼지지 않는 맛집 책 181개 점포 소개”
부산시가 후쿠오카현에 120권 기증(2020.8.26. 니시니혼신문)

「부산의 맛(釜山之味)」을 들고 활짝 웃는
기우치 노리코(木內德子)씨

부산광역시는 시내 유명 가게를 정리한 맛집 책 120권을 후쿠오카현에 기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지된
한일 간 교류의 등불을 계속 잇기 위한 노력으로, 현립 도서관이 이를 받아 9월 상순에 현 내 52개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증정한 것은 「부산의 맛(A5판 278p)」으로 미식 전문가가 선택한 181개 점포를 소개하
고 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고 돼지뼈로 우려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돼지국밥과 시원한 밀면 등 부산의
명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자매도시로 후쿠오카현과는 인적 왕래가 워낙 활발해 기증을 결정했으며 일본어, 중국어 병기판과
한국어, 영어 병기판을 각각 60권씩 기증하였다. 기증을 기획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의 기우치 노리코 주무관
은 한일관계 악화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양국 국민 왕래의 격감을 우려하였다. 그는 “지방 간 교류의 등불은
꺼져서는 안된다”며 “관광이 재개되면 책에 소개된 유명한 가게의 요리를 맛보러 부산에 오셨으면 한다”고 힘주
어 말하며 일본의 타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기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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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일자

동향

2019.12.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발생

2020.1.20.

코로나19 을종 전염병 선포(단, 관련 조치는 갑종에 준해서 실시)

2020.1.23.

우한 봉쇄(75일 후인 2020.4.8. 우한 봉쇄 해제)

2020.1.28.

중국 교육부, 초중고 및 대학교 개학 무기연기 결정(2020년 3월 9일 칭하이성의 전국 범위 내 첫 번째로 고등학교 개학)

코로나19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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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 지역 분포도(2020년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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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 2020년 3월 중순부터 안정 국면 진입
∙ 이후에도 베이징, 다롄, 신장 등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강력 대응
으로 확산 방지
∙ 2020년 9월 9일 중국 정부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 2020년 10월 11일 중국 본토 기준으로 56일 만에 산동성 칭다오에서 확진자 발생 관련, 중국
정부는 칭다오 거주 중인 1,050여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완료(검사결과: 전원 음성)
∙ 중국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군을 3단계로 분류하여 발표. 자국에서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코로나 접종 대상을 3단계로 분류하여 순차적 접종 계획
발표
－1단계: 의료종사자, 국경, 세관 종사자, 기타 업무특성상 고위험지역 방문 예정자 등
－2단계: 노인, 아동,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등
－3단계: 그 외 모든 사람
∙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이 중국을 포함해 해외 4개국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단계
실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밝힘
∙ 금년 연말까지 약 6억 1천만 개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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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코로나 대응 전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업무 영도소조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
조직(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 상황 하에 설립된 의사결정 지휘기구(팀장: 리커창(李克强) 총리)
바이러스 방역 업무
영도소조) 설립
도시 및 주민에
대한 봉쇄식 관리

∙ (도시봉쇄_우한) 1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우한시 대중교통 운영 중단 및 우한을 출발하는 항공기,
기차 모두 폐쇄. 우한을 나가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봉쇄. 특수 상황 외 우한시민 출입 통제
∙ (주거단지 봉쇄식 관리_베이징): 베이징시 등 중국 지방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2월초부터
△주거단지 봉쇄식 관리, △단지 출입 인원 및 차량 등록, △타 지역에서 온 인원 등록 등 실시
※ 〔붙임 1〕 베이징시 코로나19 관련 사구 관리 방안 참고

코로나19 기간
중앙부처별 주요
정책

∙ (민항국) 1월 24일 0시 기준, 구입 완료한 항공티켓 환불 시 수수료 면제
∙ (교통운수부) 구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2020년 2월 2일 24시까지 연장
∙ (교육부)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개학 무기연기
∙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 보장정책 통보. 확진자 구제 비용, 방역
업무 종사자 비용, 방역에 필요한 기구 및 물자 구입비용 등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비용 발생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60% 부담키로 결정
∙ (국가우정국) 우체국 방문객 대상으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권고. 방역 기간 내 우편물에
대한 소독 작업 실시. 신선·냉동식품 발송 제한 및 야생동물 발송 금지사항 발표
∙ (국가세무총국) 중국 전역 2월 납세 신고기한을 2월 24일까지 연장 결정
∙ (인민은행) ‘특별 재대출 진행을 통한 코로나19 방역·통제 지원 관련 통지’ 발표
－3,000억 위안의 재대출 자금 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전염병 방역·통제 중점기업에 우대금리
대출 진행
－재대출 지급대상에는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등 10개 전국권 은행 및 후베이, 저장,
광둥, 허난, 후난, 안후이, 충칭, 장시, 베이징, 상하이 등 10개 중점 성·시의 중앙은행 지점이
각각 선정한 3개 이내 지방 법인은행 포함
－재대출 자금은 방역·통제 중점 기업이 긴급 구제를 위한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하도록 제한
∙ (상무부) ‘생활필수품 시장 공급 보장 업무 추가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성장(省長)이 식량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 및 시장(市長)이 장바구니(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 이행
∙ 기업들의 적시 영업 재개 유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수입 루트 개척 및 전자상거래 활용 등을
통한 상품 공급원 확대로 생필품 공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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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관련 동향

한중 양국 간
항공기 운항

10월말 현재 14개 항공사에서 주 28회 운항 중
※ 2019년 기준: 24개 항공사에서 주 1,164회 운항

중국의 해외입국자 ∙ 2020년 3월 26일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기존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 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잠정 중단’ 발표
허용 기준
∙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허용
∙ 해외입국자는 모두 지정된 장소(호텔)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2020년 10월 20일 베이징시는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에서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발생 관련하여
제3국에서 출발, 베이징 직항 노선이 있는 국가를 경유하여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

지자체의 국제 교류 동향

코로나19 기간
중국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 산시성 국제 자매도시 코로나19 방역 경험교류 화상회의(2020년 5월)
∙ 제5회 베이징 국제민간우호포럼 개최(2020년 9월)
∙ 2020 샤먼 국제투자무역상담회 개최(2020년 9월 8일∼11일)
※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

∙ 2020년 개최 규모: 오프라인 110,000㎡ 전시 면적, 온라인 ‘云上投洽会’ 3D 홍보 부스 설치 등
∙ 관련 사항: 중국 내 한국 지자체 대표소 다수 참가, 광역시 부스 운영 등

27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지자체의 對 한국 교류 동향

코로나19 관련
한중 지방정부
구호품 상호 지원

∙ (한국 → 중국) 2월 중순부터 중국 지방정부에 마스크 등 구호물품 발송
－한국 12개 지자체(광역 기준)에서 중국 27개 지역으로 총 46회 발송
∙ (중국 → 한국) 3월 중순부터 한국 지방정부에 마스크 등 구호물품 발송
－한국 16개 지자체(광역 기준)에서 구호품 수령/중국 51개 지역에서 총 160회 발송

코로나19 기간
한·중 지방정부
교류(화상회의)
실시

∙ 충청남도-중국 14개 도시 간 교류 회의 순차 실시(2020년 6월 1일 ∼ 8월 26일)

우호교류 협약
화상 체결식(서울
금천구-랴오닝성
단둥시)

∙ 일시: 2020년 8월 5일(수) 10:30

∙ 충청북도-중국 헤이룽장성 기업 교류 회의(2020년 7월 24일)
∙ 경상북도-중국 허난성 화상회의 등(2020년 8월 7일)

∙ 장소: 금천구청 기획상황실/중국 단둥시정부 회의실
∙ 참석
－한국측: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재천 (사)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사)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 등
－중국측: 랴오닝성 부성장, 단둥시 당서기 및 단둥시 시장, 주한중국대사, 단둥시 기업대표 등
∙ 주요 내용: 금천구-단둥시 간 우호 교류 협력 협약 체결식 및 기업 교류회

화상 수출 상담회
(울산광역시지린성 창춘시
간의 수출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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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양 도시의 지자체 장이 참석.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창춘 제일자동차그룹 바이어 9개사, 울산 자동차부품 기업 7개사 참여
∙ 성과: 전국 최초 지자체 장이 참여하는 비대면 화상 수출 상담회.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 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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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베이징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구(촌) 방역 업무 방안(시행안)
2020.1.30. 베이징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업무지도소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사구(社区 Community)(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무원에서
발표한 ‘최근 발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업무 방안(近期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工作方案)’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 근거, 베이징시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업무방안을 특별히 제정한다.

1. 총체적 요구
‘빠른 발견, 빠른 보고, 빠른 격리, 빠른 진단, 빠른 치료’의 원칙에 따라, 대중이 참여하는 공동예방과 통제를 실시하고
상호 긴밀히 연관된 융단식 관리를 진행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케 한다. 또한 전염 상황의 발생과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며 종합적인 예방통제조치의 확실한 실행과 질병 전파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통하여 전염 상황 예방과
통제 인민의 전쟁에서 필승한다.

2. 주요 임무
조건

임무

<병례 미발생 사구>
‘외부차단 전파방지(外防输入)’ 전략을 실시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2)
(3)
(4)
(5)

→

(1) ∼ (5)
+
(6) 엄격한 접촉 관리
(7) 소독과 격리 강화

→

(1) ∼ (7)
+
(8) 인원 집중 제한

<병례 발생 혹은 전염 발생 사구>
사구 주민 중 확진자 1명 발생 혹은 1가구, 1공사현장, 1아파트동 동일 라인에 2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내부 확산방지, 외부 수출방지(内防扩散、外防输出) 방침’ 하에
상기 5가지 조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조직적인 동원 강화
적시적인 정보 공지
건강교육 실시
분류 관리 강화
환경관리 강화

<사구 전염 상황>
사구 주민 중 14일 내에 2건 이상의 연결고리가 불명한 전염병례가 발생할 경우, 동시
전염 인원 수가 많거나 전염 규모가 비교적 커서 지속적인 전파세를 보일 경우 ‘내부
전파 방지 및 외부 수출 방지(内防蔓延、外防输出)’ 전략을 기반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조직적인 동원 강화
구(區)와 가도(街道), 향진(乡镇) 지도자를 사구로 파견하고 책임과 직무를 확실히 한다. 가도와 향진의 지도하에 사구는
사구 간부와 관할 경찰, 사구 의료인원, 관리사무소 인원 등으로 사구예방통제업무팀을 구성하고 사구와 촌위원회 및 아파
트동장 3단계 방호망을 형성한다. 주민과 자원봉사자 참여를 적극 격려하며 전임과 겸임이 결합된 업무팀을 구성하여
후베이(湖北) 등 전염 상황 다발 지역 인원 이동 상황에 대하여 긴밀히 연관된 융단식 조사를 실시한다. 전 방위적인
사구, 아파트동(자연촌), 가구 조사를 통하여 잠복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가도 및 향진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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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시적인 정보 공지
사구는 공지사항을 발표하여 전염병 다발지역에서 복귀한 인원은 즉시 소재지 사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대중들에게 진료정보를 공지하고 매일 위생건강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예방통제정보를 공지, 외출 및 여행위험을
경고한다.

(3) 건강교육 실시
사구는 사구와 촌에 설치된 홍보 부스, 안내문, 현수막 설치, 위챗 계정, 위챗 단톡방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질병예방
중요 정보를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공기질이 양호한 조건하에 가족별 환기 진행을 독려, 매일 2∼3회,
회당 30분 이상을 권장하며 일상 청결과 소독을 강화하고 가족모임 감소, 개인별 마스크 착용, 악수 안하기, 손 자주
씻기, 모이지 말기, 헛소문을 믿고 퍼뜨리지 말기, 기침할 때 입과 코 막기 등을 권장한다. 사구는 대형 집회행사를 조직하지
않으며 공공장소 청결과 소독 및 통풍을 독려하여 교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4) 분류 관리 강화
귀경 혹은 베이징 방문 인원에 대한 분류 관리를 진행한다. 정보망 가입 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족별 관리를
진행한다. 전달시스템을 구축, 가도와 향진정부는 후베이 관련 지역에서 귀경 혹은 베이징을 방문한 인원 명단을 사구에
전달한다. 사구는 본 사구 내 후베이 지역 이탈 14일 미만 혹은 후베이 지역 인원과의 접촉 상황이 있는 인원 정보(혹은
자체검사 진행 후 발견상황)를 접수 후, 관련 인원들이 자가격리 의학 관찰을 수락하고 외출을 금지하도록 감독하며 이를
위한 기본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이는 반드시 매 개인까지 시행되어야 하며 서류상 등록을 거쳐 사구에서 관리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열, 호흡곤란,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인원은 사구에서 즉각
가도와 향진정부에 보고하고 가도와 향진정부에서 위행건강부서에 보고하여 신속한 진료안내를 진행해야 한다. 사구는
기타 전염병 다발지역에서 귀경 혹은 베이징을 방문한 인원들이 14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한다. 발열과 몸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당 인원이 근처 의료기관 발열창구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5) 환경관리 강화
애국위생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위생 정비를 적극 추진하며 사구 내 이용자가 많은 공공장소 청소와 소독 및 환기를
진행한다. 환경위생 개선 특히 농산물시장 환경정비와 야생동물 불법판매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위생 정비조치가
각 사구와 각 기관, 각 가구에 시행되도록 노력한다. 사구는 위생 정비를 중심으로 의약소독을 보조로 하는 병원균 매개체
종합 방어책을 시행하고 주민단지와 쓰레기 처리장, 건설현장 등 중점장소에 대한 위생청소와 쓰레기 오폐물 처리를 진행해
야 한다. 전방위적인 병원균 매개체 방어와 소멸을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병원균 매개체 전파를 방지한다.

(6) 엄격한 접촉 관리
각급 의료위생기관은 사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규범화된 전염병 역학조사를 진행, 과학적으로 근접 접촉자 판정을
진행한다. 베이징시의 각 구정부는 격리장소를 지정하고 자가격리 조건이 안 되는 근접 접촉자에 대해 집중 의학 관찰을
진행한다. 위생건강부서는 자가격리 의학 관찰 조건이 부합되는 근접 접촉자 정보를 각 가도와 향진에 통보하여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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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향진 정부가 즉각 사구에 전달토록 한다. 사구는 사구 내 의료인원을 조직하여 근접 접촉자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진행하여 근접 접촉자 자가 의료관찰 조치의 실시를 보장한다. 매일 수시 방문을 통하여 근접 접촉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
고 해당 인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사구 의료인원은 근접 접촉자의 발열, 호흡곤란, 기침 등 증상을 발견할
경우 본 구 의료건강부서에 즉각 보고하여 검사와 진단, 격리치료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환자 격리조치와 지정병원
수송을 위한 각종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7) 소독과 격리 강화
사구는 병례 발생 가족과 아파트, 사무실, 회의실 등 전염병 발생 장소에 대한 소독 진행, 질병통제기관의 지도하에
공공장소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진행한다. 주민이 사구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사구는 감독 역할을 이행한다.

(8) 인원 집중 제한
구정부는 시정부에 보고하고 사구 내 재래시장, 집회 등 인원 밀집형 행사를 제한 혹은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극장, PC방
등 공공장소를 폐쇄하고 필요 시 공사정지, 영업정지, 휴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구는 정부를 협조하여 관련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

3. 업무보장
(1) 조직 및 지도 강화
당조직 건설의 지도하에 공동방지 공동통제 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 구(區)와 가도, 향진, 사구의 책임을 명시하고 출석
체크(吹哨报到)와 민원접수 후 신속처리 업무지침에 따라 진일보 업무조직 시스템을 완비시킨다. 사구의 예방통제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간부를 지정하여 사구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사구의 아파트 전체에서 일정 부분,
일정 가구에 이르는 단계별 책임 제도를 강화하여 각 개인에 책임을 지고 각 가구와의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예방통제조치의 추진을 확실히 한다. 사구 당조직의 지도역할을 발휘하고 당원의 솔선수범 역할을 발휘하여 공동방지 공동
통제를 강화, 결사적인 방어로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는 대중적인 전염병 방어망을 구축한다.

(2) 즉시 상황보고
각 가도와 향진은 매일 사구의 전염상황과 방역상황을 각 구 예방방지지도소조(防控领导小组)에 보고하며 무병례 발생 시
보고는 생략한다. 예방방지 과정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구는 가도, 향진 및 위생방역부서에 즉각 보고한다.

(3) 독려 및 조사 강화
각 구 위생건강위원회와 각 구 사회조직위원회(社会工委), 민정국은 사구의 예방방지업무에 대한 독려와 조사를 강화하
고 예방방지 업무추진이 안되거나 미흡한 가도와 향진, 사구에 대한 문책을 진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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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호주
코로나19 동향
주요 타임라인

34

1월

∙ 2020년 1월 호주 내 최초 코로나19 확진 판정

3월

∙ 3월 중순, 2천 명대로 확진자 급증
∙ (3.18) 호주국민 사실상 출국 금지 조치(해외여행 금지)
∙ (3.19) 외국인(호주국민 및 영주권자 외) 호주 입국 전면금지 조치

4월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2인 초과 모임 금지 및 3인 이상 모일 시 벌금 부과 등)
∙ NSW주 최초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본다이 설치
∙ (4.25) 정부 스마트폰 추적앱 ‘코비드 세이프(COVID Safe)’ 출시

5월

∙ 확진자 수 안정화로 1단계 제재 완화 시행
※ 레스토랑, 카페, 쇼핑센터 및 도서관, 놀이터 등 오픈

6월

∙ 2단계 제재 완화 시행
－(NSW주) 지역 내 여행, 최대 50명 종교 집회, 최대 50명 이내 클럽 허용 등
－(VIC주) 미술관 및 각종 아트센터 6.27.字 재개관 등(학교 겨울방학 시작)

7월

∙ 빅토리아주 2차 웨이브 발생
－(원인) 호텔 자가격리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사설 경비업체의 관리 소홀
－(7.8) 3단계 봉쇄조치 시행(음식과 생필품, 일과 학업을 위해서만 외출 가능)

8월

∙ 빅토리아주 2차 웨이브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4단계 봉쇄조치)
－(8.2) 멜번 광역권 야간 통행금지 실시(저녁 8시∼새벽 5시) 등
∙ 빅토리아 인근 주별 경계 봉쇄 확대

9월

∙ 빅토리아주 봉쇄 조치 단계적 완화 시작
－(9.28) 하루 평균 22명으로(8월 하루 평균 400명 확진) 확진자 감소함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
해제, 최대 5명 야외 모임 허용 등

10월

∙ 빅토리아주 2차 규제 완화 조치
－(10.18) 기존 집 밖으로 5km 이내 이동제한에서 25km로 확대
－(11.1자 시행 예정) 이동제한 거리 해제, 식당 및 카페 운영 재개(당초 포장만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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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집계

1. 호주 확진자 현황(2020년 10월 18일 기준)

※ 출처: health.gov.au

2. 주별 확진자 현황(2020년 10월 18일 기준)
7월

8월

9월

10월
18일

7,834

16,905

25,746

27,078

27,390

3,095

3,189

3,756

4,050

4,224

4,338

1,361

1,649

2,159

10,577

19,080

20,169

20,315

781

1,033

1,058

1,067

1,083

1,122

1,157

1,164

SA
남호주

337

438

440

443

450

463

468

483

WA
서호주

392

551

589

611

666

655

684

714

ACT
수도준주

84

106

107

108

113

113

113

113

TA
타즈마니아

69

221

228

228

229

230

230

230

NT
노던준주

19

27

29

29

31

33

33

33

구 분

3월

4월

5월

6월

전체

4,382

6,753

7,195

NSW
뉴사우스웨일즈

2,182

3,016

VIC
빅토리아

968

QLD
퀸즐랜드

※ 출처: health.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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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방역 정책

COVID Safe
인증제 도입

주요 내용

∙ (NSW주) 식당, 카페, 숙박업체 등이
정부에서 승인하는 COVID 안전 3단계
절차를 통과하면 ‘COVID Safe’ 인증마크를
제공하여 현관에 부착함으로써 종업원 및
고객의 안전 보장
∙ 절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 여부,
손 세정제 배치, 종업원 위생 수칙 등
※ 출처: NSW주정부 뉴스레터, 2020.9.22.

택시 이용 시
QR코드 입력

∙ (NSW주) 택시를 이용할 경우 카페, 식당
처럼 위치 추적을 위해 QR코드 입력 시행
－작년 하반기 도입된 디지털 운전면허증
애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 입력할 수
있도록 연동설치
※ 출처: NSW주정부 뉴스레터, 2020.10.21.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1. 주정부 주요 정책
주정부

NSW

36

경제대책 내용
∙ 6개월간 세입자 강제퇴거금지 조건 하에 건물주 대출상환 유예
∙ 소규모 업체들에 최대 1만 호주달러 지원
∙ 건설업(고용의 1/4을 차지)을 위해 허가절차 단축
∙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설업 작업시간 연장(주말/국경일 가능)
∙ 푸드트럭/배달전문음식점 규제 간소화

VIC

∙ 소규모업체 지원에 5억 호주달러 펀드 조성
∙ 적격업체에 1만 호주달러 지원(1회)
∙ 실업자는 공공근로/직업전환훈련 참여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가족에게 보조금 지급

QLD

∙ 코로나19 경제적 구제 패키지(2,700백만 호주달러) 운영
－세금납부 연기, 수수료 면제, 시장다각화 보조금 등
∙ 2개월 급여세 환급 또는 3개월 급여세 면제 등
∙ 가구당 전기/수도요금 200호주달러 감면(중소기업도 해당)
∙ 직원 고용을 위해 25만 호주달러 무이자 융자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위한 Market Ready 사업(110만 호주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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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경제대책 내용

SA

∙ 급여세 6개월분 면제(연매출 4백만 호주달러 미만 기업) 또는 유예
∙ 토지세(기준에 따라 50∼100%) 및 술판매 면허세 감면
∙ 기업 및 커뮤니티의 일자리 지원(2억 5천만 호주달러)
∙ 실직수당 수령자에 추가 지원(1회, 500호주달러)

WA

∙ 총 6억 7백만 호주달러 부양책 발표
∙ 전기/수도/차량등록/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동결
∙ 복지수당 수령자 추가 지원(300∼500호주달러)
∙ 중소기업 지원(1억 1,400만 호주달러)
∙ 대상기업에 급여세 지원(17,500호주달러 보조) 및 유예

2. 시정부 주요 정책
시정부

경제대책 내용

시드니

∙ 영업모델 수정, 온라인 역량증진 등을 위한 보조(200만 호주달러)
∙ 고용유지를 위한 2,300만 호주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 가속화
∙ 문화/커뮤니티/아동돌봄 등의 임차료 6개월 면제(100만 달러)
∙ 시 소유 부동산의 상업적 임차에 대한 할인(1,600만 호주달호주러)
∙ 보건/건물 관련 수수료 면제, 행사예약 관련 수수료 면제
∙ 주차위반 탄력 대응, Alfresco Dining/시장 허가료 감면 등

멜버른

∙ 온라인이나 e서비스 구축 보조금 지원
∙ 사업체 지원 핫라인을 통한 1 대 1 상담 지원
∙ 적격자에게 시 소유/관리 건물의 임대료 1/2 인하
∙ 3개월간 음식업 등록료 및 푸드트럭 허가료 면제
∙ 시청 홈페이지에 식당/카페/먹거리 등 업체 소개

브리즈번

∙ 시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30일→7일, 20인 이하 기업)
∙ 옥외광고/간판/홍보 등에 관한 수수료 면제
∙ 시 부동산 임대/방문/촬영 등 이용료 면제
∙ Alfresco Dining 및 쇼핑몰 야외식당 수수료 면제(4개월)
∙ 푸드트럭 허가료, 이벤트 예약금 환불, 소상공인 주차료 면제

아들레이드

∙ 시 소유 부동산 임대료 면제(3개월, 소기업/커뮤니티 대상)
∙ Central Market 임대료 면제(3개월)
∙ Rundle Mall 관리/마케팅 목적의 별도 수수료 면제(3개월)
∙ 주차료 1일 최대요금 8호주달러 적용(UPark)

퍼스

∙ 50만 호주달러 미만의 개발에 대해 개발신청료 면제
∙ Wellington Square, East End 재생사업 등 조기 착공
∙ 시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30일→15일)
∙ 시 정부 세금/요금 동결 및 수수료 감면(음식업, 도시계획)
∙ 시 소유 부동산 임대료 3개월 유예
∙ 주차료 감면 확대 및 1일 최대요금 10호주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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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관련 동향

호주 입출국 기준

출국(호주 → 기타 국가)
자국민
(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한국인 포함)

예외적 허용 기준

입국(기타 국가 → 호주)

∙ 원칙적으로 출국 금지
－예외적 사유(항공사 및 해양 승무원, 해외
화물 운송 직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입국 가능 및 2주 의무 격리
면제 신청이 승인된 경우(해외 거주 가족의
사망 등) 출국 가능

∙ 제재 없이 출국 가능
∙ 매주 토요일 1회 아시아나 운항

∙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2020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예외적 허용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제한
면제신청 가능
－입국 시 14일 호텔 의무격리(주별로 정부 또는
자부담)
∙ 매주 금요일 1회 아시아나 운항

∙ 자동 면제: △호주 주재 외교관, △항공사 및 해상 승무원, △환승객(72시간 내), △사업
투자 비자(SUB188) 소지자 등
∙ 입국 허가 신청 및 심사에 의한 면제: △코로나19 대응 지원 목적으로 호주 정부 초청에
의한 방문,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중요한 기술 보유, △인도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중병 등)로 하는 여행 등
※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호주 입국자 수 6천 명(1주일 간)으로 제한(9월 25일자로 기존 4천 명에서 확대)

항공 재개 상황

∙ 호주-뉴질랜드 여행 안전지대(Travel Bubble) 시행에 따라 양 국가 상호 방문 시 2주 의무격리
해제(2020년 10월 16일)
∙ 모리슨 총리, ‘한국, 일본, 싱가포르, 남태평양 국가들과 여행 재개 협의 중’ 발표(202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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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제 교류 및 對 한국 교류 동향

코로나19 전후
한국-호주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한국-호주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
<한호 지방정부 대표단 상호 방문 등을 통한 대면교류 중심>
코로나19
이전

① 2019년 기준 약 40건 이상의 대표단 방문을 통한 한호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② 매년 한호 자매 교류의 날 행사 개최
※ NSW주 등 6개 주 정부와 시드니시 등 24개 지방정부와 자매·우호도시 결연
③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LGPA) 초청에 의해 한국 지자체 대표가 2019년 행정역량
경연대회 참가 및 호주 지방정부와 교류
<당초 예정된 대면 교류 행사 취소 및 비대면 온라인 교류 전환>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후
국제 교류 활동
예시 및 2021년
국제 교류 전망

① 호주 정부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대면 교류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예정된 대면
행사(2020년 행정역량경연대회, 대표단 방문 일정 등) 취소
② 2020년 한호 자매 교류의 날 행사 등 호주사무소와 호주 지방정부간 협력으로 행사 개최
지속(대표단 미참석)
→ 한호 지방정부 국제교류 거점공간으로서 시도협 호주사무소의 역할 증대

구 분
블랙타운시
(국제교류담당
과장 피터 필머)

윌로비시
(윌로비 시장
게일 지엘스
기드니)

호주지방정부
사무총장연합
<LGPA> (CEO
클레어 설리번)

지자체 의견
코로나19
이후

대구-수성구-블랙타운시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돈독한 자매도시 파트너십
유지 및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워왔으나 올해 2월부터 대면 행사 전체 취소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이 국제교류의 유일한 교류의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대구 수성구와 지속적인 언택트 교류 추진 예정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내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다양한 플
랫폼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강동구-윌로비시 2011년 우호
도시)

향후 전망

화상회의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대면회의와 같은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다양한 다문화 파트너와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시 차원에서 이런 방식의 국제교류를 장려할 예정

코로나19
이후

∙ 2020년 한호 지방공무원 간 1:1(Peer to Peer) 교류 프로젝트 온라인 개최
∙ 537개 지방정부 회원 대상, 다양한 주제의 웨비나 개최

향후 전망

온라인 만남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국제교류와 온라인의 만남이 분명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기존에 구축된 관계의 경우 특히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용이할 것이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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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뉴질랜드 확진자
현황(2020년
10월 6일 기준)

뉴질랜드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전 국민 해외여행 금지 등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행하였고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저신다 아던 현 총리 및 노동당 정부 2020년
10월 17일 총선에서 압승)

※ 출처: covid19.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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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코로나19 경보
단계 시스템

∙ 뉴질랜드는 코로나 확산 초기 ‘코로나19 경보 단계 시스템’을 만들어 위기 수준에 따라 단계별
바이러스 확산 방지 행동지침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
∙ 확산 정도에 따라 정부에서 경보를 내릴 때마다 각 단계별 행동지침대로 시행(단계별로 해외여행,
사회적 거리, 카페 및 레스토랑 영업 가능 규정 등 포함)

※ 출처: covid19.govt.nz

온라인 스쿨링

뉴질랜드 교육부 및 교육진흥청은 4월 중순 온라인 스쿨링을 준비하여 코로나19 경보 발령 단계에
맞게 담당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 가정학습 진행 방식을 전파하였고 연령대별 TV 교육방송 무료
제공(평일 9∼15시)
1단계 발령

2∼3단계 발령

4단계 발령

등교

일부 휴교 → 등교 또는 온라인 스쿨링 선택 가능

전국 휴교령 → 온라인 스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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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earningfromhome.govt.nz

※ 출처: tvnz.co.nz

대외 개방 관련 동향

입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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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코로나19
현황(2020년
10월 19일 기준)

총 확진자

총 사망자

사망률

820만 명 이상

220,523명

약 2.8%

코로나19 확산
추이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발생 추이

※ 출처: 뉴욕타임즈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us/coronavirus-us-cas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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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뉴욕주의
집단 감염 조치
계획(Cluster
Action Initiative)

확진자 밀도가 높은 집단 감염지와 주변 지역을 3단계로 분리하여 방역하는 계획으로 단계별로
집단 모임, 예배 가능 인원, 사업체·식당·학교 운영 방침을 달리하여 집단 감염지에서 주변지역으
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조치를 어기고 집단 모임을 후원할 경우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당 조치 계획은 10월 6일부터 최소 14일간 적용됨

[그림] 집단 감염 조치 계획 시행 예시(뉴욕 브루클린 지역)

① 집단 감염지(빨간색 구역):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 지역. 집단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예배 가능 인원은 수용 인원의 25%(최대 10명)로 제한. 필수 사업체만 운영 가능하며 식당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 실시
② 경고 지역(오랜지색 구역): 집단 감염지의 인근 지역. 집단 모임의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고,
예배 가능 인원은 수용 인원의 33%(최대 25명)로 제한. 고위험군 비필수 사업체는 운영할
수 없으며, 식당은 야외식사가 가능하고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 실시
③ 주의 지역(노란색 구역): 경고 지역의 인근 지역. 집단 모임의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고, 예배
가능 인원은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 모든 사업체의 운영이 허가되며, 식당은 테이블별 인원
을 4명으로 제한하여 정상 운영 가능. 학교는 학생 및 교사들이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대면 수업이 가능
∙ 뉴욕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무작위 진단검사 실행: 뉴욕시는 대면 수업을 시작함에 따른
확산 위험을 줄이고자 매달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
학교의 크기에 따라 10∼20%의 인원이 매달 진단검사를 받게 됨(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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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간 협력 방역 체계 구축 사례: 지리적으로 인접한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는
‘Tri-State Advisory’를 결성하여 위험도가 높은 타 주에서 3개주를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하는 합동 여행 지침을 발표. 3개주 전역의 도로, 공항, 웹사이트, 소셜미디
어를 통해 동일한 방역 관련 정보 및 지침을 개재하고 홍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문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2020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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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관련 동향

CDC의 해외 국가
위험도 분류 및
해외 입국자 대응
방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해외 국가를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 기준을 이용하여 해외입국자 관련 대응 방안을 각각 수립함

위험도

분류 컬러

해외입국자 대응 방안

Level 1

연노랑

■

낮은 위험도 국가, 고령자 및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여행하기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

Level 2

노란색

■

중간 위험도 국가, 고령자 및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불필요한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

Level 3

주황색

■

고 위험도 국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

Level 4

연회색

■

위험도가 아주 낮은 국가

Level 5

진회색

■

위험도가 알려지지 않은 국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

※ 출처: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travel-during-covid19.html

∙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14일, 중간 위험도 이상의 국가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이 금지됨(특정 예외 상황은 제외): 중국, 이란, 대부분의 유럽국가,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 주정부 및 시정부에서 CDC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외 입국자 관련 대응, 자가격리 정책을
각각 마련하고 있음. 지역 간 감역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
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주정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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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대외 개방 지침

∙ CDC가 지정한 Level2, Level3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여행자 건강 양식(NYS Department
of Health Traveler Health Form)을 작성하여 공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00달러의
벌금 및 청문회 참석 대상이 됨
∙ CDC가 지정한 Level2, Level3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
∙ 뉴욕 주지사는 지역 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타 주에서 뉴욕주로 오는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지난 7일 동안 평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양성
판정률이 10%를 넘어가거나 주민 10만 명 중 10명 이상이 확정 판정을 받은 주를 위험도가
높은 주로 분류
※ 자료출처: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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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제 교류 동향

미국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 교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올해 추진된
교류들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협조 또는 가상 문화 및 교육 교류에 한정되어 있다.

산안토니오
자매결연위원회
(San Antonion,
TX)

산안토니오 자매결연위원회는 자매 및 우호결연 도시들의 음악가 17인과 함께 가상 음악콘서트
‘We Shall Overcome: Sister Cities & Friends’를 개최(2020년 10월 11일)
※ 참고자료: https://musicalbridges.org/watch

캘리포니아 롱비치 롱비치-칭다오 자매도시위원회는 디지털 펜팔 프로그램을 통해 18명의 대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Long Beach, CA)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9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2020년 7월
부터 시행)
-중국 칭다오시

스코츠데일시는 멕시코의 알라모스시와 50년간 자매교류를 계속해옴. 관광 사업에 전적으로 의지
아리조나주
하는 알라모스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음. 스코츠데일시는 전미자매도시 국제연합과 협력하
스코츠데일
(Scottsdale, AZ) 여 371,420달러를 모금하여 알라모스시 주민들에게 식품을 기부(2020년 6월)
-멕시코 알라모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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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對 한국 교류 동향

전라남도메릴랜드주

전라남도는 자매결연 지역인 메릴랜드주에 50만 회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 및 의료용품을 지원함

서울시-뉴욕 및
뉴저지 한인단체

서울시는 뉴욕한인회 및 뉴저지한인회를 통해 뉴욕 지역 거주 재외동포들에게 마스크 2만 5천

광주시-텍사스주
산안토니오(San
Antonion, TX)

산안토니오시의 시장은 자매도시인 광주의 프로야구팀인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가상 시구를

(2020년 4월 21일)

매를 지원함(2020년 7월 10일)

선보임(2020년 7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포트리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뉴저지주 포트리시 결연식을 진행함(2020년 10월 15일)
(Fort Lee, NJ)

충남 천안시 및
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뉴욕주
낫소카운티(Nass
au County,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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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와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는 낫소카운티가 주관하는 유관순상 수상자 지원 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맺음. 수상자는 $1000의 장학금과 한국을 방문하여 역사문화 탐방을 할 기회가
주어짐(202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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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프랑스
코로나19 동향
주요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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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동향

1월 24일

중국발 입국자 3명(중국계 프랑스인 1, 중국인 관광객 2) 코로나19 감염 최초 발견(유럽
최초 사례)

2월 25∼28일

북부 우아즈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이집트 등 여행
입국자 관련 감염) 사례 발견

2월 29일

감염병 위기대응 2단계 발령, 집단 감염지 집합 및 이동제한 학교 폐쇄, 전국 5천 명
이상 실내 집회 금지

3월초

알자스 지방 개신교 행사(2월 17일∼21일) 2천∼2천 5백 명 참가 후 지역 복귀로 프랑
스 동부(알자스) 및 전국으로 감염 확산

3월 12일

대통령령 발표, 각급 학교 폐쇄, 재택근무 권장, 100명 이상 집합 금지

3월 14일

확진자 4,500명 초과, 위기대응 3단계 발령, 필수 아닌 모든 사업장과 공공장소 폐쇄
및 이동 제한 권고(3월 15일 지방선거 1차 투표 참여 권장)

3월 17일

전국적 이동제한령, 예외적 사유가 아닌 이동 금지, 재택근무 일반화, 이동 사유서 지참
의무, 쉥겐 및 EU 국경 봉쇄, 지방선거 결선투표 연기

4월 14일

누적 확진자 10만 명, 사망자 1만 5천 명 초과

5월 11일

이동제한 단계적 해제 시작, 각급 학교 부분적 대면수업 재개, 식당 카페 제외한 상점
영업재개, 종교시설 예배 및 집회 금지 유지

6월 2일

이동제한 2단계 해제, 적색지역(파리 등) 제외 식당 카페 영업재개, 확산 정도 반영 각급
학교 부분적 개학, 공공 공간 10명 이상 집회 금지 유지

7∼8월

여름휴가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9월중 1일 신규 감염 1만 명 이상 지속 발생

9월 26일

최대 경계 지역(마르세유 등 2개) 카페 식당 영업 금지 등 제한 조치 발령

10월 10일

1일 신규 확진자 2만 명 초과 → 3만 명 기록(10월 16일) → 4만 명 초과(10월 23일
유럽 최초, 누적 확진자 1백만 명 육박)

10월 14일

최대 경계 지역(파리, 마르세유 등 9개 지역) 야간(21:00 이후) 통행금지 발령

10월 24일

야간 통행금지 54개 지역(4천 6백만 명, 전체 인구의 69%)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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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지역 구분
신규 조치 발표

경계 단계

도입 조치
• 30명 이상 공공 공간
집합 금지

해당 지역(9월 23일)

경계 지역
(Zone alerte)

• 인구 10만 명당 1주간
감염자수 50∼150명

강화 경계 지역
(Zone alerte
renforcée)

• 10명 이상 공공 공간
집합 금지
• 인구 10만 명당 1주간 감
• 파리, 리옹, 릴, 보르도,
• 야간(22시 이후) 술집
염자수 150∼250명
몽펠리에, 그르노블, 렌,
영업 금지
• 고령층(65세 이상) 감염자
루앙, 생테티엔, 툴루즈,
• 1천 명 이상 대형 행사 금지
수 50∼100명
니스 등 11개 지역
• 체육시설 폐쇄
• 재택근무 권장

최고 경계 지역
(Zone alerte
maximale)

• 인구 10만 명당 주간
250명 이상 감염
• 술집, 식당 폐쇄
• 고령층 100명 이상 감염
• 중환자 병상 30% 이상 점유

보건비상사태
(Etat d’urgence
sanitaire)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대통령 담화

구분 기준

• 전국 69개 데파트망
(전체 101개 중)

• 엑스-마르세유,
과들루프(해외영토)

• 인구 10만 명당 주간
250명 이상 감염
• 고령층 100명 이상 감염
• 중환자 병상 50% 이상 점유

1. 도입 배경
∙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달하고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 32%에 육박
∙ 독일, 네덜란드 등 인접 유럽국가처럼 2차 대확산이 진행 중
∙ 고위험군 국민 보호와 보건 시스템 유지를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강화된 보건조치 도입이 필요한 상황
∙ 이를 통해 1일 신규 확진자를 3천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2. 조치 내용
∙ 파리 등 9개 지역(파리와 수도권, 그르노블, 릴, 리옹, 엑스-마르세유, 몽펠리에, 루앙, 생테티엔,
툴루즈)은 최고 경계 지역에 해당
∙ 10월 17일(토)부터 야간(21:00∼06:00) 통행금지를 최소 4주 동안 시행하며 의회 동의 시 12월
1일까지 연장 가능
∙ 조치 위반 시 13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과 동일) 누적 적발 시 1,500유로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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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직업 활동, 학업, 보건상의 이유에 따른 예외적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사유서(내무부 사이트 양식)를 지참해야 함
∙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식당, 관광, 공연 등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
∙ 개인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사적인 모임은
최대 6명으로 제한(식당 테이블당 최대 6명)
∙ 전국의 모든 직장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보다 기업마다 노사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 가능 방안과
출퇴근 시간 조정 권유(정부기관의 경우 주 2∼3회 재택근무 시행)

3. 프랑스의 주요 보건 전략
∙ 검사-경고-치료를 축으로 코로나19에 대응 방침
∙ 대규모 진단 검사 시행과 관련 시설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바 항원검사, 자가테스트, 타액 및
혈액검사 방식 도입 등으로 보완 예정
∙ 코로나 접촉 추적 앱으로 지난 6월 도입된 ‘Stop Covid앱’의 실패를 인정하며 10월 22일 업그
레이드된 새로운 앱을 도입, 바이러스 전파 방식 및 테스트 장소 안내 등에 활용 예정

보건비상사태 발령 ∙ 10월 16일(금) 24:00시 전국에 보건비상사태 발령
－공공 공간 6명 이상 집합 금지
및 야간통금 확대
－사적 모임(결혼 피로연, 학생모임 등) 금지
시행
－식당 영업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테이블 거리두기, 방문객 명부작성 등)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간 개인당 4m2
－주 2∼3회 이상 재택근무
∙ 10월 23일(금) 24:00시 야간 통행금지 확대 시행
－기존 9개 지역에 시행하던 야간(21:00∼06:00) 통행금지를 전체 5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함
－시행 조치와 예외 및 벌칙 규정은 기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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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관련 동향

프랑스는 유럽공동체 방침을 준수, 6월 15일부터 유럽공동체 회원 국가 및 비회원 국가(안도라,
유럽공동체
국가로부터의 입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생 마르탱, 스위스, 바티칸)로부터의 입국은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

∙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입국 가능
유럽 이외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루안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국가로부터의 입국
등(국가 리스트 유럽공동체 방침 근거 15일마다 업데이트)
∙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는 입국 이전 및 이후 의무절차 이행하여 입국
－여행사유서, 72시간 내 코로나 진단서(가능한 나라), 입국 전 15일간 무증상 및 확진자 미접촉
자술확인서 등 서류 준비 필요
－입국자 전체 PCR 테스트 및 14일간 자가격리 후 여행 가능

항공운항 현황

인천-파리 노선 감편 운항 중(주 5∼7회, 외국항공 포함)

55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지자체의 국제 교류 동향

발생 초기에는
전국적 이동제한
속에 결핍 극복
위한 비대면 교류
시작

∙ 3∼5월 전국적 이동제한 및 각종 교류행사 일정 취소 및 연기
∙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효과적인 소통 경로로 일반화
∙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정보 공유 시작. 해외 교류 도시 또는 국내 도시,
다자간 도시 네트워크 활동으로 웨비나 개최
∙ 마스크 등 방역물자 결핍 극복 위해 자매도시에 마스크 보내기 활동.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한
한국과 중국 등 지자체에서 자매결연 관계인 프랑스 지자체로 마스크 발송 사례 다수

비대면 국제 교류 ∙ 코로나 위기 속에도 꼭 필요한 국제 교류 활동은 재개 및 지속 추진
활성화 및 다각화 ∙ 원조형 교류 재활성화, 레바논 베이루트 화학공장 폭파 참사에 따른 원조물자 보내기, 아프리카
- 프랑스 지자체의 취약 도시 지원사업 지속 추진
특징적 교류 사례 ∙ 자매도시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아이디어 교류행사: 언택트 마라톤 체육행사(동일 앱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거리를 참가자 각자가 달린 뒤 업로드 하여 이를 합산함),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연주회, 자매도시 관광포스터 대중교통 수단에 홍보하기, 국제 교류 성격의 각종 전시회
(도시 모빌리티 살롱, 메종&오브제 전시회 등) 디지털 방식 또는 디지털+대면 복합 방식으로
개최하기 등

2021년 프랑스
지자체 국제 교류
계획 – 지자체
국제 교류 포럼
논의 사항

∙ 2020년 9월말 프랑스 지자체 국제 교류 포럼(지자체 교류 관련 최대 행사로 인원을 제한, 오프
라인 및 온라인 참가를 병행하여 개최. 파리시장 외교부장관 등 현장 참가)을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자체 국제 교류 필요성 천명
∙ 원조형 교류, 아프리카 지자체 ODA 지원기금 등 정부의 지자체 교류지원 예산 2021년에 오히
려 증대(프랑스 노하우 수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지자체 국제 교류 네트워크 및 선진국형 자매우호도시와는 행정 사례 공유 및 문화, 청소년,
체육 교류 등 온라인 매체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지속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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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對 한국 교류 동향

화상회의 및
온라인 매체 통한
코로나 대응 정책
공유

∙ 서울-파리, 대구-릴 메트로폴, 서초구-파리15구, 수원시-뚜르시 화상회의 및 온라인 협의 통해

마스크 등
방역물자 지원 –
프랑스 지자체
초기 대응에 도움

유행 초기 방역 마스크 절대적 부족 현상을 겪었던 프랑스 지자체에 국내 지자체(홍천, 구로, 서울 등)

프랑스 지자체
국제 교류 포럼에
한국 세션 기획
국내 지자체 참가

∙ 프랑스 지자체 교류 관련 중심 행사인 ‘지자체 교류 포럼(2020년 9월)’에 한국 세션을 기획하여

코로나 대응 사례 상호 공유
∙ k방역 사례 전파: 협의회 제작 발송 ‘k-글로컬 뉴스레터’, 프랑스 사무소에서 자체 제작한 방역
및 선거(4월 15일 총선) 사례 프랑스 지자체에 전파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

에서 각각의 자매도시로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발송. 접수한 프랑스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국내 5개 지자체(서울 서초, 서울 양천, 수원, 창원, 구미) 교류관계관 화상 참여 및 서초구청장
녹화 영상으로 개막 전체 세션에도 참가
∙ 한-프 지자체 교류 현황 점검 및 비대면 교류 사례 아이디어 공유, 신규 교류 희망 지자체 소개
및 향후 웨비나 교류행사 계획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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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이탈리아
코로나19 동향
주요 타임라인

일자
1월 31일

로마에서 중국 관광객 2명의 코로나19 양성 반응 처음 확인

2월 21일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 발견

3월 8일

롬바르디아 전역과 기타 북부 14개 주 격리 실시

3월 9일

이탈리아 전역으로 격리 확대

3월 11일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업 활동 금지

3월 21일

필수가 아닌 모든 사업과 산업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 제한

4월 26일

‘2단계’ 시작 계획 발표

5월 16일

지역 내 이동 허용 등 규제 완화 계획 발표

6월 3일

지역 및 기타 유럽 국가 간 이동 허용

7월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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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관련
신규 보건부령
(10월 12일)

대상

확진자 자가격리 관련 조치

무증상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10일 경과 후 검사 실시해 1회 음성인
경우 격리 종료

유증상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단 격리 마지막 3일간 무증상인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1회 음성 판정 시 격리 종료

무증상 장기 확진자

무증상 확진자이나 양성 판정이 지속될 경우, 최근 일주일 내 증상이 없다면 2주
추가격리 후 주치의 등 방역당국 판단하에 격리 종료 가능

확진자 접촉 시

① 환자 접촉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② 10일간 자가격리 후 검사

※ 기존 한국에서 이탈리아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기간은 불변

코로나 확산 방지
관련 신규 총리령
(10월 13일 발표
10월 18일 추가)

1. 마스크 관련 사항(기존과 동일)
∙ 실내: 모든 실내 공간에서 의무 착용(단, 거주지 제외)
∙ 실외: 야외 24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마스크 지참 의무
∙ 대중교통: 의무 착용
∙ 예외: 6세 미만 아동,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질환 보유자,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 격렬한 운동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허용
※ 위반 시 400∼1000유로 벌금 부과 가능

2. 식당 및 운집 관련 사항
∙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의 영업시간은 테이블 영업 시
5∼24시, 테이블이 없는 경우 5∼18시로 제한
∙ 한 테이블당 최대 6명 착석 가능
∙ 24시까지 배달 및 포장 허용(단, 업장 근처 취식 금지)
∙ 매장 입구에 매장 내 동시 최대 수용 인원 표기 의무
∙ 21시 이후 업장 앞 운집 금지 및 서서 취식하는 행위 금지(테이블에 착석한 상태로만 취식 가능)
∙ 실내외 클럽, 주점 등에서 파티 및 운집 금지
∙ 피로연, 연회 등 개최 시 최대 30명까지 참석 가능
※ 집으로 손님 초대 시 최대 6명까지만 초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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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견학 및 수학여행 중단
∙ 프로경기를 제외한 축구, 농구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운동 금지
∙ 프로 운동경기의 개최는 가능하나 최대 관중 수용 인원의 15%만 입장
∙ 모든 공공행사는 대중의 참여가 통제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정부·공공기관의 회의는(특별한 경우 제외) 원격 진행
∙ 민간 회의도 가급적 원격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
∙ 게임장, 도박장 21시 이후 영업 제한
∙ 헬스장 및 수영장은 향후 일주일간 관련 위생 프로토콜 점검 후 지속 여부 결정

4. 지역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중지
∙ 전국 및 국제 규모의 박람회는 허용(1m 안전거리 및 프로토콜 준수 의무)

야간 통행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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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관련 동향

보건부 행정명령
발표(7월 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거주자 입국 허용(단, 입국 시 입국사유신고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

EU 내 코로나 위험
국가(6개국)로부터
의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
(10월 8∼15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체류 또는 경유한 자는 이탈리아

항공운항 현황

인천-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노선 비운항

격리 의무는 유지)

입국 시 ①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거나 ②국경(공항,
항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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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스페인
코로나19 동향
주요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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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동향

1월 31일

카나리아 제도에서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양성 판정

2월 중순

지역 사회에 전파 시작

3월 13일

전국 50개 주에서 확산 사례 확인

3월 15일

국가 봉쇄 제한 발효(이동 제한 및 상점 폐쇄)

3월 29일

모든 비필수 활동 중단

4월 28일

4단계 봉쇄조치 완화 계획 발표

5월 15일

모든 스페인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6월 21일

국가경계령 종료

7월 17일

바르셀로나 지역 사례 증가에 따른 카탈로니아 정부 이동제한 권고

8월 14일

자치주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발표(야간 영업 금지 등)

9월 21일

마드리드 자치주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강화

10월 1일

마드리드 부분 폐쇄 명령 발령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스페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스페인 정부
마드리드주
일부 경계령 발령
(10월 9일부터
15일간 시행)

∙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 확인되고 검사 결과 확진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자치주 내 중환자 병상 수의 35% 이상 차지한 지역에 대한
재유행 억제를 위한 조치
∙ 출퇴근, 등교, 의료·교육·행정기관 및 은행 방문, 노약자 지원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한 해당 지역
으로의 출입 제한
∙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의 모임 규모 최대 6명으로 제한(동거자 제외)
∙ 모든 상업시설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 및 22시 폐점
∙ 식당 등 요식업종 수용 인원 50%로 제한, 바 카운터 사용 불가, 손님은 22시까지 입장 가능하며
23시에 폐점(배달 업종은 예외)
∙ 종교시설 수용 인원 1/3로 제한 및 1.5미터 거리 유지 등

63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대외 개방 관련 동향

한국에 대한
개방 관련 동향

국경 개방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단기 방문 가능

∙ 여행 48시간 전까지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필수 작성, QR코드 제시
모든 스페인
－스페인 내 체류장소 및 건강상태 등 모든 정보 기입
입국자에 대한
－작성 완료 시 QR코드 부여
3단계
－스페인 도착 시 검역관에게 해당 QR코드 제시
특별검역절차 강화
∙ 발열 체크: 휴대용 체온측정기 혹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37.5℃ 이상 발열 증상자 분류
∙ 대면 심사: 입국자의 상태를 검역관이 육안으로 확인

항공운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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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노선 비운항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독일

독일

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독일
코로나19 동향
주요 타임라인

일자

동향

1월 27일

바이에른 뮌헨 근처 첫 사례 확인, 2월 지역 사회 전파 확산

3월 11일

대규모 행사 개최 관련 위험평가 및 권장조치에 대한 일반 지침 발표

3월 16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 폐쇄

3월 17일

비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의 입국 금지

3월 23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합의된 코로나19 확산 억제 시행 지침 발표

4월 10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4월 15일

일부 제한을 소폭 완화하여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 연장

4월 20일

일부 주별로 제한 조치 점진적 해제 개시

6월 16일

코로나19 추적 앱(Corona-Warn-App) 도입 발표

8월 27일

수상과 주지사 회의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새로운 수칙 마련

※ 〔붙임 2〕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1주 평균 신규 확진자수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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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대응 정책 사례

주요 대응 정책

∙ 수상과 주지사 회의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새로운 수칙 마련(8월 27일)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전국(작센안할트주 제외)에서 50유로 벌금 부과
－대중교통 이용 시 직원이 직접 벌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체제 마련 예정

인원 제한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9월 29일)

위험 지역 분류

∙ 베를린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4개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10월 7일)
－미테, 노이쾰른, 템펠호프-쇠넨베르크,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
－베를린 음식점과 술집, 상점 등에 대해 야간 영업 제한

지역 봉쇄

독일 바이에른주의 베르히테스가데너란트 위한 봉쇄(10월 20일)

대외 개방 관련 동향
주요 개방 현황

1. 한국에 대한 개방 관련 동향
상호주의를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 입국 제한

2. 해외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의무화

3. 항공운항 현황
인천-프랑크푸르트, 뮌헨 노선 운항(주 2,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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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1일 신규 확진자 추이

※ 출처: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2020.10.23.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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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관련 동향(2020년 1∼11월 기준)

발생 추이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일자

동향

1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2명)

3월 21일

1일 신규확진자 1천 명 초과(1,035명)

5월 1일

정점 도달, 6천 명 초과(6,201명)

5월 6일

누적 확진자 20만 명 초과(201,101명)

5월 9일

3천 명 이하 발생(3,896명)

5월 31일∼9월 5일

2천 명 이하 발생(5월 31일 1,936명)

7월 28일

누적 확진자 30만 명 초과(300,111명)

9월 6일

3천 명 이하 발생(9월 6일 2,988명)

9월 초순

증가세로 반전

9월 22일

누적 확진자 40만 명 초과(403,551명)

9월 23일

6천 명대 발생(6,178명)

10월 3일

1만 명대 발생(12,872명)

10월 15일

1일 확진자 18,980명(현재 누적 확진자 673,622명)

2.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
일자

70

사망자 수

3월 8일

첫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발생(2명)

3월 23일

누적 364명

3월 27일

누적 1천 명 초과(1,172명)

3월 30일

누적 2천 명 초과(2,050명)

4월 1일

누적 3천 명 초과(3,125명)

4월 10일

누적 1만 명 초과(10,813명)

4월 21일

누적 2만 명 초과(20,273명)

5월 7일

누적 3만 명 초과(30,321명)

6월 24일

누적 4만 명 초과(40,073명)

10월 15일

총 누적 사망자 43,293명

지자체 국제교류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동향: 영국

주요 동향

향후 전망

일자

동향

3월 23일

전국 봉쇄조치 시작(이동 제한, 사회 모임 금지, 상점 폐쇄 등)

3월 25일

모든 선거일정 연기 발표(2021년 3월 5일까지 순연)

5월 11일

특정 분야부터 봉쇄조치 완화

6월 1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필수 상점 운영 재개

7월 4일

식당, Pub, 미용실, 레저시설 및 관광지, 결혼식(30명 이하 하객) 허용 및 운영 재개

6월 8일

모든 입국자에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7월 4일

코로나19 감염률 낮은 국가(59개국)에 자가격리 면제조치 발표

8월 15일

프랑스, 네덜란드, 모나코 등 6개국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매주 명단 갱신)

6월 29일

국지적 지역 봉쇄(Leicester지역) 발표

7월 3일

코로나19 확산억제 대응책 5대 요소 발표(지역 봉쇄 조건)
① 모니터링(Monitoring): 과학적 데이터 검증
② 협업(Engagement): 지방정부와 문제점, 해결 방안 협업
③ 검사(Testing): 해당지역의 실질적 검사 실시
④ 국소적 접근제한(Targeted Restrictions):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장소나 개인 단위
등 특정 장소(hotspots) 접근 제한
⑤ 국지적 지역 봉쇄(Local Lockdown): 해당 지역 전역에 대해 지역 봉쇄 적용

10월 12일

지역 방역(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개편
∙ (지역/조치 범위) 각 지역별로 확산 위험성을 평가하여 해당 지역에 한정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되, 단계별로 취할 조치들은 통일
∙ (단계별 조치) 검토 결과에 따라 중간(medium), 위험(high), 매우 위험(very high)
단계로 나누어 조치
① medium 단계: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Rule of Six, 요식업 심야영업
금지 유지
② High 단계: 실내에서 상이한 가구간 모임 금지, 개인 정원 등 야외에서는 Rule
of Six 모임 허용
③ Very High 단계: 4주 한도로, 모임은 공원 및 해변 등 공공장소에만 Rule of
Six 하에 허용, Pub 및 바 영업중단(식당은 영업허용), 해당 지역과 타 지역
간 이동자제 권고, 지역 차원의 추가 조치도 가능(실내 체육관, 카지노, 여가시설
영업금지 등)

∙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다시 100명대로 진입하고 있어 지역별
봉쇄조치 지역 확대 및 단계 상향
∙ 전국 봉쇄 시기 1차 확산 정점(5월 1일) 당시 신규 확진자 6,201명 수준을 9월 24일(수) 초과
(6,634명)한 이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0월 3일부터는 매일 1만 명 이상 신규 확진으로
동절기 고비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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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정책 대응 사례

일자

대응 사례

3월 19일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기준 금리 인하(0.75% → 0.25% → 0.1%)

3월 20일

∙ 직업유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가 급여의 80%를 부담(근로자당 월 최대 2,500파운드 상한)
∙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평균 월 수익의 80%를 정부가 부담(최대 2,500파운드
상한)
∙ 초기 3개월 지원 → 10월 말까지 지원조치 시행

3월 23일

전국적 이동 제한과 상점 폐쇄 조치(외출 제한)

3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법 2020’ 채택,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규제
권한 확보

3월 26일

정부, 백신 개발을 위한 Global fund에 2.1천만 파운드 투자 발표

7월 5일

문화유산 조직 지원 위한 15.7억 파운드 지원 대책 발표

7월 2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상점, 슈퍼마켓, 대중교통)

8월 3일

외식업계 지원 대책 ‘Eat out to Help out’ 발표
8월 한 달간(월∼수) 식사비 50% 할인 등

9월 14일

Rule of Six(6인 초과 사회적 모임 금지) 시행으로 실내외 가구 간 접촉 최소화

※ 출처: www.health.org.uk/news-and-comment/charts-and-inforgraphics/covid=19-policy-tracker(The Health
Foundation Covid-19 Policy Tracker), www.gov.uk/coronaviru, 영국대사관 내부 코로나바이러스 주재국 보고
자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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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제 교류 동향

지자체의
국제 교류 활동
추진 및 동향

1. 광역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
∙ 2020년 5월 예정이었던 런던시장 선거가 2021년 5월로 연기되며, 다수 활동 계획이 취소 또는
연기. 국제 교류 계획으로서 한 예가 유로2020 토너먼트(2020년 6∼7월 예정이었음)로, 런던에서
열리려던 다수의 주요 경기 및 결승전 등이 연기 조치되었음
∙ 코로나19 발발 이후 주요 활동은 시 대표, 국제 네트워크 또는 해외 도시 그룹들과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전략 개발, 시민, 지역사회, 기업, 시민사회 지원책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춘 논의였음
(정보, 아이디어, 배울 점 공유). 그 예가 4월 C40가 발족한 ‘Global Mayors COVID-19
Recovery Task Force(도시 리더들의 경제회복책 및 COVID-19 극복 이후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구축 논의)’와 관련하여 5월 7일 런던시장이 원칙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8)을
승인
∙ 서울시장이 주최한 CAC(Cities Against COVID-19) Global Summit 2020에서 6월 2일
런던시장이 기조연설을 했음

2. 광역맨체스터 지자체연합기구(GMCA)
∙ 3월, 영국 전국 봉쇄령 이후 국제 교류 활동 중지됨
∙ 광역맨체스터 시장(Andy Burnham 시장)의 국제 교류/거래 활동 등이 모두 중단되었으나, 국제
협력팀은 다른 도시들과의 대화, 원격 교류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음
∙ 3∼4월 동안 코로나19 위기가 경제/거래(Trading), 국제학생, 관광, 연결성(Connectivity), 내부
투자(Inward Investment) 등에 미치는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를 실시하였으며, 영향평가에 이어 지역 및 국가적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광역맨체스터
국제 전략(Greater Manchester International Strategy)」을 업데이트 하고 10월 9일 발간하
였음
※ 광역맨체스터 국제 전략 링크: https://greatermanchester-ca.gov.uk/what-we-do/international/

3. 맨체스터시청(Manchester City Council)
∙ 코로나19 발발 이후 예정되어 있던 주요 국제 교류 및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음
∙ 해외 방문단의 맨체스터 방문 및 맨체스터 시측의 해외 방문 일정이 모두 연기되기도 하였음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

8) 런던시장이 승인한 원칙 성명은 앞으로 해당 대책위원회(Global Mayors COVID-19 Recovery Taskforce)의 업무/역할 등에 반영될 것임(런던시장은 C40 운영
위원회의 부위원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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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스터시청(Gloucester City Council)
코로나19 발발 이후 국제도시들과 추진한 국제 교류 활동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2020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글로스터셔의 첫 시장 및 기업리더단 방한 논의도 중단되었음

1. 광역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
코로나19 이후
지자체의 특징적인 ∙ 대부분의 활동들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 교류 활동
∙ 국제 계획/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 활동이 있었음. 예를 들어 파리, 브뤼셀, 리스
예시
본, 바르샤바, 플로렌스, 부다페스트 시장들과 함께 제조업체들이 PPE, 의료기구, 의료약품을
생산하도록 국가정부들 및 유럽기관들에 동원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였음

2. 광역맨체스터 지자체연합기구(GMCA)
∙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원격 행사 및 미팅을 주최하였음. 올해 9월 해외 도시 시장
및 정치인들과 코로나19 대응 및 녹색 회복을 논의하는 패널 등 다양한 국제 세션을 포함하는
4일간의 그린 서밋 2020(Greater Manchester Green Summit 2020)을 온라인으로 주최
∙ 도시대도시 지식교환: 서로 다른 두 도시의 지자체 직원들 간에 특정 분야/주제에 대한 지식
교환을 위하여 원격 세션 실시
∙ 광역맨체스터와 프랑스 리옹 광역시(Grand Lyon) 두 도시 간 기업들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협력 분야에 있어 MOU를 체결
∙ 광역맨체스터와의 컬래버레이션 기회의 모색을 위해 여러 대사관 및 주요 시장 협력관들과의
원격 행사들을 진행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광역맨체스터는 2만 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인구가
많은 편임. 올해 8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중국인 학생들이 맨체스터로 돌아오고
싶으나 중국과 영국 간에 운행 항공기가 없어 복귀를 못하였음. 맨체스터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맨체스터로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 맨체스터 소재 대학, 중국 영사관, 주 중국 영국대사관,
중국정부와 전세기편 확보 및 여행 승인을 받기 위해 지원
∙ 맨체스터시 소재 Christie 병원과 중국의 Hubei 암 병원 및 광역맨체스터 Salford Royal 병원과
중국 Wuhan Central 병원 간에 의료와 의학 관련 컬래버레이션 및 교류가 있었음

3. 맨체스터시청(Manchester City Council)
∙ 자매도시인 중국 우한 등으로부터 방호복(PPE) 지원이 있었음
∙ 중국 예술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Manchester Network for Creative and Cultural
Collaboration with China’ 수립에 진전이 있었음
∙ 러시아 대사관 및 지역사회 우호 단체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맨체스터 기념탑에 기념 명판을 세웠음
∙ European and International Mayors for Peace Secretariat과의 국제 교류 사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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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며, 그중 하나로서 히로시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대체하여 온라인상
으로 히로시마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맨체스터의 평화 계획/이니셔티브를 발표, 소개하였음
∙ 다양한 국제관계 파트너들과 국제 웨비나 행사 지원
∙ ‘Grow Green’과 같은 유럽연합 펀딩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2021년 국제 교류 1. 광역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
계획
런던시장 선거가 2021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새로운 런던시장이 선출된 이후에 런던시청의
새로운 경제 계획, 국제협력 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

2. 광역맨체스터 지자체연합기구(GMCA)
올해처럼 원격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이 계획 중에 있음

3. 맨체스터시청(Manchester City Council)
※ 구체적인 2021년 계획은 아니지만 아래는 최근 새롭게 발전된 잠재적인 국제 교류 컬래버레이션 계획

∙ 2020년 11월 중국 우한 자매도시와 문화 및 교육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계획을
재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 계획 중
∙ 독일 켐니츠 자매도시와 원격으로 문화적 유대를 촉진하고 기념하며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잠재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
∙ 스웨덴 볼렝에(Borlange) 도시와 2020년 4월 예정되어 있던 방문단 연기에 따른 원격 MOU
성명식과 온라인 회의 주최를 위한 잠재성을 모색 중
∙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맨체스터시에 위치한 루마니아 영사관과 협력 중
∙ 맨체스터시에 새롭게 신설될 스페인 영사관을 위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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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對 한국 교류 동향

지자체의 對 한국
교류 활동 추진 및
동향

1. 광역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
∙ 서울 주최 CAC(Cities Against COVID-19) Global Summit 2020 참가(런던시장 기조연설 등)
∙ 코로나19 발발 초기, 故박원순 서울시장과 런던시장 간에 전문지식 교환 및 팬데믹 극복 협력을
약속하는 서면을 교환
∙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한 정보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하여 서울시청 직원들이 비공식 글로벌
도시 WhatsApp(메신저앱) 그룹 대화에 조인
∙ 사디크칸 런던시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런던시 측의 우호관계 지속 뜻을 약속, 재확인
하는 서면을 보냄
∙ 팬데믹 발발 이후로도 서울-런던시청 상호간 빈번하게 국제 행사 초대장 교환이 있어 왔음

2. 맨체스터시청(Manchester City Council)
협력 체결 이후 구미시 측에서 방호복 기부를 위하여 올해 여름 동안 논의 중이었지만 아쉽게도
유럽연합 수입 규정 관련 인증(CE)이 없어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두 도시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3. 글로스터시청(Gloucester City Council)
코로나19 발발 이후 글로스터시는 파주시로부터 방호복 기부를 받았으며, 글로스터시 의료 서비스는
이를 방역 물품이 부족한 글로스터 시내 노인 요양시설 의료진에 배부하였음

※ 한국지자체와 자매/우호 교류를 체결한 영국 지자체(총 11곳) 중 요청 기한(10월 23일) 내에 회신을
보내온 광역 맨체스터청(GMCA), 맨체스터 시청, 런던 시청, 글로스터 시청(4곳) 측의 국제 협력관들의
답변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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