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4분기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2020. 1.

행 정 안 전 부
행정한류담당관실

목 차

1. 미국 도시재생 사례의 한국의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 고위공무원 안병윤

2. 스위스의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부이사관 황규철

3. 중국의 대기환경 관리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 부이사관 박병은

4. 일본 총무성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예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 부이사관 황명석

5. 지역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지원정책 사례 소개 ·
·
·
·
·
·
·
·
·
·
·
·
·
·73
UNDRR 아태지역사무소 / 부이사관 김중열

6. 2019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경제 및 산업 현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서기관 우희창

7. 싱가포르 정부 챗봇(Chatbot)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서기관 전한성

8.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동향과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미주개발은행(IDB) / 서기관 신승렬

9. 인니 정부개혁, 전자정부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서기관 김상진

10. UNESCO 아카이브 현황 및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유네스코 사무국 / 기록연구사 서정호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고위공무원 안 병 윤

1

미국 도시재생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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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례검토 배경
ㅇ 2020년 발표된 통계자료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보다
1,737명 초과(2,592만 7,799명 vs 2,592만 6,062명)
-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 주요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더 많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
ㅇ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성장하고 있는 미국 도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발전과 인구분산 정책의 대안을 마련
2. 미국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
1) 뉴욕 Brooklyn Navy Yard
- 미 해군 조선소로 사용하던 지역을 미디어·IT·영화제작을 위한
산업 단지 겸 클러스터로 추진
- 1987년부터 소규모 상공업체 유치 전략으로 변화, 98% 입주하여
뉴욕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고 있음
2) 뉴욕 Hudson yard 및 High Line park 개발
- 흉물이던 철도차량기지 지역을 대규모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공용지와 사무공간으로 개발,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
- 화물철도 폐선구간을 도시공원으로 재 조성(우리나라 서울역 고가도로
1.

개발의 모델)

오리건주 Portland 시의 친환경도시로 재탄생
- 쇠락한 제철 및 조선 산업 중심도시가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중소기업 유치로 살기좋은 도시중의 하나로 재탄생
4) 테네시주 Chattanooga시의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 극심한 환경오염 도시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자본의
유치, 초고속 인터넷망의 공급으로 작은 Little Sillicon Valley로
불릴 정도로 변화
3)

* 세 번에 걸쳐 ‘outstanding livability’ 상 수상, 2009년에는 투자하기 좋은
100대도시중 8위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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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1)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 중요
- 사례의 공통점은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주거 생활공간으로
도시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임 → 산업화 시대에서 IT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일과 생활이 친환경적으로 함께하는 도시공간이 중요
2) 지역전체로 개발의 확산을 가져오는 핵심지역의 선행 개발
- 도시 전체지역을 모두 개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불가 →
핵심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개발효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
3) 민간영역의 역할과 공공부분 역할의 조화 → 도시재생 vision의
공유와 협업쳬계
- 도시 재생은 대규모 재원의 소요, 이해관계의 대립 등 추진과정에 많은
갈등을 수반 → Vision을 만들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와 더불어
이에 관계된 공공, 시민단체, 주민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
4)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여와 불가피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감내
- 일단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자본유입을 위해서는
자본수익의 보장이 불가피
-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도시 저소득층이 개발의 결과로
밀려나는 현상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이를 감안하지 않은 우리나라 공공개발 중심의 현재 지방 도시 재생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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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검토 배경
ㅇ 2020년 발표된 통계자료는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
-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보다 1,737명 초과(2,592만
7,799명 vs 2,592만 6,062명)
ㅇ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
고 수도권 인구비중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
- 1970년 28.3% → 1980년 35.5% → 1990년 42.8% → 2000년 46.3%
→ 2010년 49.2% → 2019년 12월 50%
- 최근에는 비수도권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에서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실정 → 19년 부울경 유출 인구
4만 5,100명 중 3만 7,400명이 수도권으로 이주
ㅇ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 현상에 대한 1차적인 원인 분
석은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거주 환경을 들고 있음
-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 주요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더 많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
- 지역 대학을 졸업하는 지역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족의 비이주 등으로 인해 성공을 거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미국의 산업화시대 번성하던 도시들이
쇠퇴를 거쳐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우리나라 지역발전과 인구분산 정책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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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
1) 뉴욕 Brooklyn Navy Yard
< 배경과 연혁 >
ㅇ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보로우(East River 옆 위치)의 125만㎡
(44개 빌딩, 연면적 50만㎡, 4개 부두) 현재는 뉴욕시 최대의 산업
단지로 다양한 산업·문화·상업 시설 밀집
ㅇ 이 지역은 1801년부터 1966년까지 미 해군 조선소로 사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7만여명 근무, 미주리 전함(일본 항복을 받은
곳) 등 건조한 군사시설 지역이었으나
ㅇ 1969년 연방정부가 조선소 폐쇄 후 시설 전체를 뉴욕시가 인수
하여 1881년까지 위락시설로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개발 공사를 설립하여 미디어·IT·영화제작을 위한 산업
단지 겸 클러스터로 추진
ㅇ 1987년부터 소규모 상공업체 유치 전략으로 변화, 98% 입주
하여 뉴욕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고 있음
주요 추진 내용 >
ㅇ 첨단산업 분야“일자리 창출”에 주안점
- 뉴욕 특성상 주택단지로 활용하였으면 더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산업단지로 추진
- 소규모 상공업 시설 유치전략을 채택하여 기존 입주된 대형
임대업체를 제외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
<

*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개발 공사(CEO: David Ehrenberg)에 따르면
2019년까지 450개 업체 1만여명의 고용창출

년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스타이너 스튜디오)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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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주, 현재 뉴욕주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대부분이
이곳에서 촬영 → 1천여명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특히, 첨단과학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의 기업 유치를 위해
신생 첨단기술 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제공해 미
동부 지역의 IT, 에너지, 생명공학 산업을 집약시키는 테크
허브(Tech Hurb)로 재탄생됨.
ㅇ 스타트업(창업)부터 스케일업(성장)까지 가능하도록 단지 구성
- 창업할 경우 10년간 법인세 면제, 전기 및 가스 요금도 35
∼45% 할인, 고성장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등 지원
- 산학 협력을 통한 기업 유치(뉴욕대학과 산업 디자인 연구
등) 기업간 소통과 연계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ㅇ 기업에게 생활공간까지 일괄제공, 일과 주거의 조화
- 네이비 야드 내 15층 규모의 WeWork의 도크 72를 2018년
완공하고 최신 프로젝트로 사무실 임대를 넘어 교육, 주거
등 생활 전반의 경험을 공유하는 생활공간 프로젝트 추진
* 위워크 사무실이 작업공간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도크
72는 작업공간 외에도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파, 식당,
체육관, 야외 농구장, 이발소, 세탁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제조공간 80 : 사무공간 20” 이 되어
네이비 야드를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목적 달성

추진 방식 >
ㅇ 민관 합동 개발 운영
- 연방정부 지정 고용창출 장려지역 및 주정부 지정 경제개발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적인 개발지원
- 제조업 시설(공장)은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개발 공사(BNYDC, CEO:
David Ehrenberg)에서 개발 및 운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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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으로 뉴욕시에서 이사진을 임명하지만 정치성을 배제한 전문가
로 구성하고 자율성 있게 운영, 직원 200여명

-

상업 시설과 미디어 분야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 및 운영 관리

지역 상생 협력
- 입주 기업이 뉴욕시 특히, 브루클린 지역 인력을 계속 충원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비용 부담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 Employment Center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기술 훈련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기업 내 여름 인턴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 2019년 네이비 야드 내 고등학교 신설
완료하였고 모든 교과과정은 단지 입주 기업과 협의하여 구성

* 다른 학교는 4∼5년 전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것에 비해 현재 기업에 필
요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뉴욕 Hudson yard 및 High Line park 개발
< 배경과 연혁 >
ㅇ Hudson yard 지역은 철도 차량기지 지역으로 면적은 118만㎡
이며 맨하턴 서쪽의 핵심지역이나 도시공간적으로는 활용도
가 떨어져 왔음
- 2012년부터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이 개시되어 1단계 사업이
2019년 완성되어 2024까지 3단계에 걸처 완공될 예정
- 이지역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개발시도가 있었으나 시정부의
정책의지나 개발 자본의 부족 등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음

2)

* 1956년 ‘freedom tower’ 건축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제안자가 개발권
획득에 실패
* 1993년과 1996년 뉴욕 양키즈의 야구경기장 개발 제안은 줄리아니 시
장은 찬성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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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 뉴욕의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경기장 건립 추진은 대중들
과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무산

은 1931년부터 화물철도로 운영되던 구간으로
1991년 폐선이후 슬럼화 되고 있었으나
- 1999년 ‘High Line의 친구들’이란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폐선철도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ㅇ High Line park

주요 추진 내용 >
ㅇ 민간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
- 지역은 민간자본이 자본 규모 250억 달러(약 28조원)를 투입
하여 초대형 복합 주거 및 사무, 쇼핑, 여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EB-5 투자프로그램에 따라 해외 자본까지 유치
- 사업시행자는 옥스포드 자산개발(Oxford Properties)과 연합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옥스퍼드 자산개발은 철도차량기지
지역의 개발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상의 공간에 관한 사용승
인도 99년가 철도관리공사로부터 획득
ㅇ 단계적 추진으로 동쪽지역은 1단계 사업으로 10번가에 두동의
오피스 타워와 그 사이에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8개의 오피스와 주거타운 건물을 건축하고 공공플라자를 건축
하는 것을 포함
- 2단계 사업은 30번가와 33번가의 인근지역으로 7개 동의 주
거빌딩과 West Tower로 불리는 사무용건물, 학교용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포함
- 또한 High Line의 3단계 사업이 2단계 사업 지역을 관통하
도록 연계되어 시행되어 구역내 이동성을 강화시킬 예정
< 추진 방식 및 특징 >
ㅇ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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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을 시
사하고 있음
- 또한, 이 프로젝트의 일부 자금은 투자시 영주권을 제공하는 EB-5
투자프로그램에 따라 이민자 자본을 유치한 것임
- 250

* EB-5 투자프로그램은 슬럼지역 개발 소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허드슨 개발 사업 지구 선정시 지역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진 지역을 묶어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주로 허드슨 개발지역에 사용했다는 일부 비
판이 있음 (안내자의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 1단계 사업의 핵심중의 하나가 public plaza개발 사업으로 지역내 공공
을 위한 휴식, 예술 등 복합 위락공간을 창조하여 시민 전체의 쇼핑 오
락,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여 개발 효과를 극대화
- 소위, 벌집 타워로 불리는 Vessel은 public plaza의 상징 건축물로서
첼시마켓과 연결되는 High Line과 함께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개발의 공공성의 강화는 민간자본에 의한 용산지역 개발 사업의
실패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여짐
ㅇ 소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창의성이 중요
- High Line 개발사업은 소규모 개발 사업이나 첼시마켓과 허
드슨 야드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자원으로 그 효과는 매우 큼
- 우리나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의 모델로 민간의 창의
성과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임
- 대부분의 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 고려할 때 추진방식에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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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Portland 시의 도시재생
< 배경과 연혁 >
ㅇPortland시는 오리건주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1930년 대 이후 제철 및 조선 산업이 발달하여 제조업 도시로
발전하였으나 병행하여 극심한 환경오염이 유발 됨
-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불황과 70년대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활
력은 떨어지고 생활환경 악화로 도시공동화 현상 발생
- 특히, 도시생활 환경 측면에서는 1943년 개통된 도심을 관통
하는 ‘하버 드라이버’가 도심과 윌래밋 강을 단절시켜 생활
불편을 초래
ㅇ1960년대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되돌
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1966년 맥콜 주지사가 ‘환경
재생 공약’을 가지고 당선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
- 이후 해안 개발의 사유화 금지, 하버 드라이버의 공원화 등
환경문제 해결 정책을 추진
- 특히 맥콜 주지사는 도심을 관통하는 하버 드라이브가 도심과
월래밋 강을 단절시키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 → 1974년
하버드라이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을 ‘워터 프론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결정
- 1976년 고속도로 건설 반대파였던 ‘닐 골드슈미츠’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고속도로 건설 전면 중단 → 도로 예산을 라이트
레일 건설, 버스 체계 개선에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으로 포틀랜드시를 재 구성

3)

주요 추진 내용 >
ㅇ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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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첫 단추는 도시생활 환경의 복원으로 보고 훼손
된 환경의 재생 조치 시행
- 해안을 사유화 하려는 민간개발 업자를 규제하는 ‘Beach
Bill(1967)’를 마련하여 오리건주 584km에 달하는 해안선에
대한 민간개발의 금지 → 이에 따라 시민들은 지금도 어느해
안이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
- 미국 최초로 유리병 재활용과 환급금 지급을 규정한 ‘Bottle
Bill(1971)’ 입법화
ㅇ 도심내 용도지역 규제(Zonning) 정책의 시행
- 건물의 복합이용(mixed use)의 원칙으로서 도시중심부에 유동
인구가 유지되고 활기가 돌게하기 위해 상업지구와 주거지역
의 균형, 주간과 야간의 인구의 균형을 맞추는 도시계획
- 지역내 토지와 건물의 용도 지정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화기 대립 → 이해관계 조정과 도시개발을 위해 민관협력
기관인 ‘프로스터 포틀랜드(Proster Portland)’구성
ㅇ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 정책의 시행
- 한 지구단위를 하나의 환경시스템으로 보고 개발계획을 수립
→ 건물의 상하수도와 도로 및 가로수의 빗물활용 시스템, 교
통망을 연결하여 친환경적인 개발 및 재생에너지 사용
- 1999년부터 ‘Park 2020’이라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 모든
시민들이 도보로 10~15분 사이에 공원에 갈 수 있도록 공원을
확충, 통근자의 6%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의 확충 등 추진
- 이런 노력의 결과 포틀랜드시는 1990~2013년 사이에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13%나 감소, 미국 전체의 배출량이 7% 늘어
난 것과 대비하면 친환경 도시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임
ㅇ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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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도심부에 대규모 기업 유치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 유치를 통해 도심권 기업의 80%이상은 직원 20명이하의
작은 기업들로 구성
-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스터 포틀랜드(Proster
Portland)’는 ‘스타트업 PDX챌린지(수상자에게 1년에 5만달
러의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 외곽지역에 독일 다임러 자동차의 상용차 생산 공장이 유치
되었지만 도시지역의 활력을 주는 것은 도심 지역의 중소 일
자리라는 현지 평가임
< 추진 방식 및 특징 >
ㅇ 정치 ·행정 영역에서 변화의 주도
- Portland시의 도시 재생의 시작은 명시적으로 맥콜 주지사가 일련의 친
환경적인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후 본격화되고 행정영역에서 견인되었
다는 점이 다른 도시재생 사례와 특이함
-

* 물론 맥콜 주지사의 당선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공약의 지지
의 결과이긴 하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와 설계를
하지 않은 점에서 뉴욕과 챠타누가의 경우와 다름

친환경적인 거주·생활 환경의 개선이 지역 일자리로 연결
- 포틀랜드시의 도시재생은 ‘하버 드라이버’의 철거를 통해 그
지역을 공원화 한 것에서 시작되고 모든 시민들이 10~15분 안에
걸어서 공원에 도착하는 도시 재설계로 심화
- 쾌적한 생활환경이 구축됨으로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이를 기초로 기존
의 일자리들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자본이 재투입 되어 일자리가 늘어남
ㅇ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 재구성된 도심에 대규모 기업이 아닌 소규모 창업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도시 환경과 일자리가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가 가능
- 이러한 도시환경 특징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배가시켜
ㅇ

- 12 -

창업자본의 유입을 가속시키고 일자리로 연결됨
테네시주 Chattanooga시의 도시재생
< 배경과 연혁 >
ㅇChattanooga시는 테네시주 동부지역의 테네시 강변의 중소도시
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테네시강종합개발사업(TVA)의 영향
등으로 도시가 활성화, 1940년대에는 ‘Dynamo Dixie’로 불릴
정도로 번성함
- 1958년에는 미국에서 ABC, NBC, CBS 세 개 방송국이 있는
가장 작은 도시가 되었으며
- 1960년대 초에는 테네시 주에서 interstate 고속도로가 완비된
최초의 도시가 됨
ㅇ 1960년대 이후 산업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도시가 쇠퇴하면서
환경오염(특히 대기오염), 인구 감소, 도시 인프라 붕괴, 도심
공동화 등 심각한 문제를 맞이함
- 인구는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걸쳐 각 10%
이상씩 감소하였으며 도심지역은 흑인 빈민 구역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임
- 1969년 연방정부는 Chattanooga가 미국 전역의 도시 중 가장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발표할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
ㅇ1990년대 지역 리더들이 Chattanooga시의 문화, 일자리 등 도시
재생을 위한 ‘Vision 2000’를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200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되는 등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고 있음

3)

* 세 번에 걸쳐 ‘outstanding livability’ 상 수상, 복한주거개발 분야에서 9차례의
수상, 도시미관에 관한 대중예술 전문가들이 주는 상 등 살기 좋은 도시
및 도시 미관에 관한 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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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는 ‘US Airways Magazine’의 표지도시, 2009년에는 투자하기 좋
은 100대도시중 8위에 선정

주요 추진 내용 >
ㅇ 계획적인 도심과 강지역 재개발
- 민간재단인 ‘Lyndhurst Foundation’을 중심으로 시작된
Chattanooga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그룹은 공동화되고 있는
도심과 강주변의 재개발을 추진
<

* 이런 중심 개발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 대도시정책 담당인 Bruce
Katz’는 혁신지역 개발로 명명하며 실리콘 벨리의 구굴지역, 런던의
Tech City, 뉴욕의 첼시지역 개발을 사례로 듦

도심재개발은 일과 생활을 한 공간에 집중시키는 개념으로
진행 되어 지역주민에게 즐길거리와 지역전체의 매력적인 요
소를 만들어 인구유입, 특히 젊은이와 혁신기업가‘를 유치하
도록 설계됨
- 이 프로젝트로 Miller Park(1976), Miller Plaza(1988),
-

Tennessee Aquarium(1992), Walnut Street Bridge(1993,
reopen),

Creative

Theater(1996)
*

Discovery

Museum(1995),

등이 완공되어 도심지역을 활성화 시킴

Imax

병행하여 수백객실의 호텔과 수천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투자자와 젊은
이들을 도시로 불러드림

도시전역에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

ㅇ

는 미국 전역에서 중소도시
중 최초로 전지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

- Chattanooga Electric Power Board

*

Chattanooga 시장은 서반구에서 가장 빠르고 값싸고 접급하기 쉬운 인
터넷 망이라고 소개

-

이러한 고속 통신망 덕분에 Chattanooga는 IT기업가와 그 외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되었으며 little Silicon
valley 로도 불리어 짊
- 14 -

추진 방식 및 특징 >
ㅇ 핵심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의 확산
-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Main Street’ 개발 프로그램처럼 핵심
지역을 개발함으로서 지역 개발의 확산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
<

* Bruce Katz’의 ‘Innovation District’개념이 보다 적절할 듯 하나 미국의 정책
프로그램 사례로 표기함

낙후되고 슬럼화 되어 가던 river front 지역과 도심지역을 재개발함으
로서 그 지역을 일자리, 즐길거리, 주거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 초고속 통신망과 연계되어 수많은 기업과 젊은이들이 공간으로
변모
ㅇ 민간의 자발적인 시작이 공공영역으로 확대 → 민간 , 시정부 ,
대학, 연구기관, 지역 지도자들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
- 당초 시작은 1977년 설립된 민간재단인 ‘Lyndhurst Foundation’을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 Moccasin
Bend 지역 개발 연구에서 부터 시와 카운티 정부의 펀드가 이루
어지고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 미팅을 활용함
-

* 이 연구에서 river front 개발과 도심개발을 선도 프로젝트로 제안

과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지원하에 테네시 대학에 Urban Design Studio를 설립하여 차타
누가의 미래상을 담은 ‘Image of the city’를 발표

- Lyndhurst Foundation

* ‘Image of the city’에서 Miller Park, Miller Plaza, Tennessee Aquarium,
Walnut Street Bridge reopen, Creative Discovery Museum 구상이 담김

-

주민의 참여와 Vision의 공유를 위해 챠타누가의 지도자들은 1933년
Chattanooga Venture’를 구성하고 시의 Vision 마련을 위한 타운미팅을
계속하여 ‘Vision 2000’를 발표

* ‘Vision 2000’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많은 계획을 포괄하였으며
이후 Chattanooga Venture’는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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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적인 도심개발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의 비판이 있음
- 도심재개발로 고도기술기업들의 진입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
새로 유입되는 경쟁력 있는 젊은 노동자가 아닌 기존 거주자 등에게는
개발의 효과가 미치지 못함
- 오히려 집값의 상승 등으로 기존 거주자들이 개발로 인해 몰려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남

ㅇ Chattanooga

* ‘최근 10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Chattanooga는
소득 불균형이 큰 10대 도시에 포함,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지역의 백인
비율이 7.2%에서 45.9%로 높아짐

3.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 중요
-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들의 공통성은 기존 번성했던 쇠락 도시들의
재생임을 고려할 때 도시들의 특징이 공장의 폐쇄, 도심의 공동화 등
도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공간임
- 포틀랜드나 챠타누가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들 도심지역을 주거
하기 쉬운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에서 도시 재생이
시작됨을 알 수 있음
- 뉴욕의 Brooklyn Navy Yard나 Hudson yard 역시 버려진 조선소,
철도 부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오피스 지역과
창업지역으로 재생시킨 경우임
- 이는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할 때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이 도시 재생에 있어서 핵심임을
알게 해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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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체로 개발의 확산을 가져오는 핵심지역의 선행 개발
- 대도시내 일단의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뉴욕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인 포틀랜드와 챠타누가의 사례는 전형적인 핵심지역
개발의 성공사례임

2)

* 소위 ‘main street’ 개발 전략을 통해 도시 재개발이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짐

포틀랜드시는 하버드라이버를 공원화 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시키고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서 도시재생을 시작
하였으며 챠타누가의 경우는 ‘River front’와 도심 재개발을 통해
도시전체의 친환경적인 재생을 추진
- 이런 핵심지역 개발의 유의미성은 핵심지역 개발로 인해 도시가
다시 활성화 되면서 민간자본이 호텔이나 위락시설의 투자, 소규모
창업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
3) 민간영역의 역할과 공공부분 역할의 조화 → 도시재생 vision의
공유와 협업쳬계
- 친환경 공약으로 당선된 주지사가 전체적인 도시재생 분위기를
주도한 경우도 있지만 도시재생에 있어서 보다 보편적인 성공사례는
챠타누가의 경우처럼 공공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영역이
직접적으로 추진한 경우와 뉴욕의 개발 사례처럼 대규모 민간자본이
도시개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시작한 경우임
-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대규모 민간자본이든 민간재단이든 시민단체이든
도시재생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의 처음부터 완성단계
까지 추진한다는 점임
-

* 이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재생이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의 결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해, 지자체장의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확보라는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과 다른 점임 ⇒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소규모적으로 생색내기용인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나,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 등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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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도시구조를 바꾸는 도시재생의 도시에 대한 주나 시정
부의 규제영역임을 고려할 때 행정과 공공영역의 협조는 필수
적인 사항이며 주민의 이해관계과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 공공과 민간, 시민단체간의 협업을 통해
각종 보조금과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의 조정, 계획단계이전부터 vision의 공유, 계획
에의 참여 등이 성공적인 요소임
* 포틀랜드시의 도심내 용도지역 규제(Zonning) 정책의 시행, 이해관계
조정과 도시개발을 위해 민관협력기관인 ‘프로스터 포틀랜드(Proster
Portland)’구성, Chattanooga시의 Lyndhurst Foundation과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지원하에 테네시 대학에 Urban Design Studio
를 설립하여 차타누가의 미래상을 담은 ‘Image of the city’를 발표
Chattanooga Venture’를 구성하고 시의 Vision 마련을 위한 타운미팅을 통해
‘Vision 2000’를 마련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4)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여와 불가피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감내
- 일단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함 (뉴욕 허드슨 야드의
경우만도 200억달러 이상이 소요)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입하기위해서는 자본수익률이 보장되어
야 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고려하면 개발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인상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
-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대규모 민간자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자금지원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도 개발대상지역의 표를 의식
하는 정치적 계산법에 따른 한계가 있음
-

* 우리나라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대부분 전통시장을 낀 구시가지로 중소
상인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많은 유권자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표를 사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실질적인 도시재생 수요와 결부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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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부이사관 황 규 철

2

스위스의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 동향
추진배경
2.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개념
3. 추진경과
4. 법령안 내용
5.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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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 동향(요약)
□ 추진배경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 여행, 건강,
보험, 상거래, 행정업무 등을 하고 있음
m 이러한 서비스에 접속/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수많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 한편,
같거나 유사한 패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보안에도 취약해
지는 문제점이 발생
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스위스 정부는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을 추진 중임
m

□ 추진경과

온라인 신원증명에 대한 광범위한 컨설팅 실시(2015년)
m 민간(기업)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부는 규제 프레임웍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정책방향 결정(2016년)
m 온라인 신원증명법 초안(D-eID Act) 대한 컨설팅(2017년)
※ 민간영역(private sector)에서 디지털 아이덴터티를 발급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지속
m 단일 디지털 아이덴터티(SwissID)를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발족(2017년 11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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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eID Act(

온라인 신원증명법) 승인(하원/상원,

2019

년

봄/여름)
m 온라인 신원증명서 발급(시스템 개발/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아 법 시행은 국민투표 후에 가능할 것
으로 보임
※ 현재 법령에 반대를 위한 국민 서명 운동 진행 중
□ 시사점

한국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DI(Digital Identity)를
빠르게 보급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최신의 인증/보안 기술을
도입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m 반대로, 스위스는 빠르게 변하는 인증/보안기술발전에 유연
하게 대응하고자 DI발급을 민간에 맡기려는 정책을 수립했
으나, 개인정보/보안적 측면에서 민간 보다는 정부가 DI발
급업무를 직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아 시행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함
m 두 국가 국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온라인 신원증명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보안/인증 수단을 각각의 서비스(기업)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m 스위스가 우리보다 한참 늦게 DI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만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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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 동향
 추진배경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음
- 은행, 여행, 건강, 보험, 상거래, 행정업무 등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 중
m 이러한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즉, 온라인 신원증명은 인터넷
활동을 위한 필요적인 요소가 되었음
m 하지만 인터넷에는 신원증명(디지털 아이덴터티)을 위한
기술적 요소가 반영이 안되어 있어, 각각의 서비스(사이트)별로
신원증명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m 즉, 사이트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용자도 새로운 서비스에 접속·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원증명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m

이러한 결과로, 이용자는 수많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 한편, 같거나 유사한 패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보안에도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스위스 정부는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을 추진 중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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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개념
□ 기본 방향

표준화된 온라인 신원증명 체계를 구현하여 하나의
아이디/패스워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m 정부에서 관련 기업·조직·기술 등을 관리
<현재와 개선방향 비교>
m

□ 정책대상 구성요소

이용자, 일반국민)
- 자연인, 신원증명서(디지털 아이덴터티) 소유자/관리자
- 온라인 접속/거래 등에서 신원증명서를 사용

m Identity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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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증명서 발급·증명 기관)
- 정부 기관(여권발급소 등), 정부가 인정한 기관(은행 등)
- 신원증명서를 발급·확인·증명하는 역할
m Relying Party(서비스 제공기관)
-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온라인 상점 등) 및 정부기관
m Identity Provider(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

(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대상 구분>

<

□ 업무/이용 절차

개인으로부터 Identity 속성(정보)를 받아
저장. 다른 Identity System을 이용할 수도 있음
m Validation : 기존 정보와 비교 등을 하여 문제가 없으면
Identity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
m Issuance : 등록된 사용자에게 증명서(documents) 또는
신용증표(credentials) 등을 발급해 줌
m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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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증표(credentials)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인증하고 시스템에 로그인
m Authorization 및 Service delivery : 개인에게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특정한 기능(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m Authent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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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온라인 신원증명에 대한 광범위한 컨설팅 실시(법무경찰부,
2015년 5월)
- 정부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장의 요
구와 기술의 발전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
m 정부와 시장(민간)의 역할을 구분할 것임을 발표(연방각의,
2016년 1월)
- 시장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부는 규제 프레임웍 개발
m D-eID Act(온라인 신원증명법 초안)에 대한 컨설팅(연방
각의, 2017년 2월-2017년 11월)
- 민간영역(private sector)에서 디지털 아이덴터티를 발급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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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
m 단일 디지털 아이덴터티(SwissID)를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발족(2017년 11월)
m 우체국 고객정보를 SwissID에 활용 시작(2017년말)
m D-eID Act(온라인 신원증명법) 승인(하원/상원, 2019년
봄/여름)
m 온라인 신원증명서 발급(시스템 개발/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아 법 시행은 국민투표 후에 가능할 것
으로 보임
※ 현재 반대를 위한 국민 서명 운동 진행 중
-

 법령안 내용

유효한 스위스 ID를 가진 스위스 국민 및
외국인 모두 발급 가능
m (Identity Provider)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eID를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 EIDCOM(연방 eID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기관만
eID 발급 가능
m (Relying Parties) eID를 사용하는 기업/기관으로 보안수준,
조직운영 등에 대해 Identity Provider(eID 발급기관)과
계약 체결 필요
m (Identity Owner)
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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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 법령안 규정 범위>

정부의 역할) 연방경찰청은 신원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 EIDCOM eID발급기관(Identity Provider)을 인정하고
그 리스트를 공고
m (보안수준) 상/중/하 세단계로 구분.
- 상 : 전자투표에 사용
- 중 : 은행계좌 개설 등
- 하 : 온라인 쇼핑, 민원포털 이용 등
m (개인정보보호) 스위스 개인정보보호법 수준 이상으로 유지
m (Lifecycle) eID 발행부터 폐지까지 모든 절차를 규정
m (

수수료) 경찰청과 EIDCOM은 업무처리 건당 수수료를 청
구할 수 있음. 연방정부는 요금정책을 결정할 것 임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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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온라인 신원증명) 정책에 있어 한국과 스위스는 큰 차이를

m DI(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서를
보급하는 등 비교적 일찍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고,
- 스위스는 최근에 와서야 관련 정책을 추진중으로 빨라야
2020년은 되어야 관련법(eID Act)이 시행될 것임
m 한국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DI를 빠르게 보급
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최신의 인증/보안 기술을 도입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m 반대로, 스위스는 빠르게 변하는 인증/보안기술발전에 유연
하게 대응하고자 DI발급을 민간에 맡기려는 정책을 수립했
으나, 개인정보/보안적 측면에서 민간 보다는 정부가 DI발
급업무를 직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아 시행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함
m 두 국가 국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온라인 신원증명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보안/인증 수단을 각각의 서비스(기업)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m 스위스가 우리보다 한참 늦게 DI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만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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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부이사관

3

박병은

중국의 대기환경 관리 정책
검토 배경
2. 중국의 대기환경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3. 향후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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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ㅇ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小

康社會) 구현 등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의 국
민들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함
ㅇ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말 국가주석직 취임 직후부터 “생
태문명 건설”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력한 환경관리 정책들을
발표 시행하고 있음
ㅇ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개선 정책 중 특히 베이
징 및 그 주변지역을 둘러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대기환경
이 매년 발표되는 통계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
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이러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최근 중·미 무역갈등으로 인
한 중국 내부의 경기둔화의 우려로, 무리한 일률적 규제(공
장 가동중지 등)는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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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ㅇ 중국의 대기오염, 특히 징진지지역(베이징, 텐진, 하북성)과 그 주
변의 대기 오염은 한반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음
ㅇ 중국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중국정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한중양국의 합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ㅇ 중국정부는 중국정부 나름대로 다각도로 강력한 대기오염 방지대
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을 살펴보는 것
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 대책 수립 및 중국정부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각종 협의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임
ㅇ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2020년까
지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발
전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
특히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베이징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이 두드
러지는데, 베이징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을 베이징시장
에 임명하는 등의 조치로 정부가 베이징의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
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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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대기환경 관련 주요 정책 추진경과
1.“생태문명건설”의 대두
ㅇ 시진핑 주석,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기초로「생태문명
건설」 주창
ㅇ 제18차 당대회(’12.11)에서 생태문명건설을 포괄하는 “오위일체
(五位一體)*”를 중국특색사회주의 기초로 제시

* 기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 생태문명건설
ㅇ 2018.3월 헌법 개정시 「생태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개
념을 헌법에 삽입함
ㅇ「푸른하늘보위전(蓝天保卫战)」을 3대 공격전에 포함
ㅇ 2019년 정부중점업무의 하나로 오염관리와 생태문명 건설 강화,
녹색발전 적극 추진을 포함

2. 최고 지도층의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 강조
(1) 시진핑 국가주석
① 청산녹수(靑山綠水)가 바로 금산 은산(金山 銀山)이다
- 2013.9.7.일 카자흐스탄 방문시 대학에서 “청산녹수(靑山綠水)가
바로 금산 은산(金山 銀山)이다”라고 말한 후 현재까지 시진핑정
부의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명언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음
- 시진핑 주석 본인도 2016.9.3.일 G20비즈니스서밋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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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음
- 의미는 청산녹수(환경 보전)도 원하고 금산 은산(경제발전)도 원
하지만 두가지 개념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강조
② 양호한 생태환경이 가장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복지이다.
- 2018.5월,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양호한 생태환경이 가장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복지이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
요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날로 높아지는 아름다
운 생태환경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라고 연설
- 이 개념도 2013년부터 시진핑주석이 주요 행사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임
③ 가장 엄격한 제도와 법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2013.5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정치국 회의시 및 2018.5월,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와 법으로 생태환
경을 보호하고, 제도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제도 시행을 강화해
제도가 강한 구속이 되고, 닿아서는 안되는 고압선이 되도록 해
야한다” 라고 강조
④ 생태환경 파괴 책임이 있는 간부는 반드시 엄격하게 책임을 물
어야 한다.
- 2017.5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정치국 회의시 “평생 책임 추궁
의 원칙으로 생태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는 간부를 문책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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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들은 간부들의 단속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
⑤ 2019 양회(2019.3)시 생태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은 유기적 통일,
상생개념이며, 경제발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환경을 희생
하면서 경제성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경제가 질 높은 발전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는 넘어야
할 중요고비이므로 이를 악물고 비탈길을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
(2) 리커창 총리
- 제12기 전인대 5차 회의(’17.3.5)에서 신속히 공기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인민의 절박한 희망이자 국가 지속발전의 내적 동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보위전(蓝天保卫战)>
5대 중요과제 발표
- 주요 국제회의나 내부회의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
하면서 국무원의 핵심정책이 환경 관리라는 점을 명확히 함

3.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1)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13~’17년)」(‘13.9, 일명 “대기 10조”)
ㅇ 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첫 번째 특별지침으로서 , 대기오염 심화로
인한 국민건강 및 사회적 피해 증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조치로 수립
ㅇ (주요 목표) 전국, 중점지역, 베이징시에 명확한 목표 제시
- 전국 : ‘17년까지 전국 지급 이상 도시 PM10 농도 ’12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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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축 및 우량일수 점진적 제고
- 중점지역(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 PM2.5 농도 각각
25%, 20%, 15% 감축
- 베이징 : PM2.5 연평균농도 약 60㎍/㎥ 달성
ㅇ (주요내용) 대기오염의 실질적 감축에 필요한 10개 조항으로 구성
- 오염원 방지 강화를 통한 배출감축,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전환,
기술개선 촉진을 통한 과학기술 개발능력 제고
- 에너지구조 조정을 통한 청정에너지 공급 제고, 산업공간구조 개선,
환경경제정책 개선
- 법규체계 개선을 통한 관리감독 엄격화, 측정 및 예경보 긴급대
응체계 구축을 통한 중오염날씨 대응 등
(2) 「13․5 경제사회발전규획(’16~’20년)」
ㅇ (주요 목표 및 내용) 5개 목표 실현함으로써 2020년 전면적인 소
강(小康) 사회 건설
- (5대 목표) 중고속 성장(연평균 6.5% 예상) 유지, 민생 향상, 국
민소양과 사회문명 함양, 생태환경 개선, 제도 성숙화
- (5대 발전이념) 혁신발전, 조화발전, 녹색발전, 개방발전, 공유발전
ㅇ (환경 분야) 생태문명 건설 및 녹색발전을 위해, ‘자원절약과 환경
보호를 국가 기본정책으로 견지’ 등 6개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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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진지 등 수도권(2+26) 특별대책 실시(`17.2)
ㅇ 환보부, 발개위, 재정부, 에너지부 등 공동, “2+26”*도시에 19가
지 임무 부여
ㅇ 베이징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베이징시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대기환
경 개선대책 실시

* 北京，天津，
* 山西省 太原、阳泉、长治、 晋城市，
* 河北省 石家庄、唐山、邯郸、邢台、
保定、沧州、廊坊、 衡水市，
* 山东省 济南、淄博、济宁、德州、
聊城、滨州、菏泽市，
* 河南省 郑州、开封、安阳、鹤壁、
新乡、焦作、濮阳市 (河北省 定州、
辛集市，河南省 济源市 포함)

ㅇ (실질적 산업구조조정 전개) ① 철강과잉생산 완화, ② 10월말
전 위법 소규모 산란오(散亂汚)* 기업 정리

* 산란오 기업 : 산업정책과 해당 지역 산업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물 배출 기업
ㅇ (동절기 청결난방 전면 추진) ③ 동절기 청정난방 실시, ④ 10월
말전에 소규모석탄보일러 완전 제로화, ⑤ “2+26” 도시의 석탄

- 38 -

총소비 마이너스 성장 실현
ㅇ (공업 분야 대기오염 종합처리 실시) ⑥ 특별배출제한치 설정,
⑦ 배출허가관리전면 실시, ⑧ 휘발성유기화합물 종합처리
ㅇ (공업 기업의 오염절정기(난방철)를 피한 생산) ⑨ 시멘트, 주조
업종 등의 난방철 생산제한, ⑩ 중점도시의 철강생산 제한, ⑪
전기용해 알루미늄, 화공업종의 생산조정
ㅇ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⑫ 천진항의 도로운송 석탄 접수
금지, ⑬ 자동차 배출가스 모니터링 강화, ⑭ 기관합동으로 디젤
차 관리강화, ⑮ 자동차 연료 및 요소관리 강화
ㅇ (도시관리수준 제고) ⑯ 날림먼지 관리 강화, ⑰ 노천소각 전면
금지
ㅇ (중오염대응 강화) ⑱ 날씨 예보능력 제고, ⑲ 중오염 예보 및
긴급예안 수정작업 가속화
(4) 푸른하늘보위전 5대 대책(`17.3, 제12기 전인대 5차회의시 리커창
총리가 발표)
ㅇ (석탄으로 인한 오염문제 해결) 북방지역 청정난방을 위해 300만
가구이상 석탄연료를 전기연료로 대체, 북방지역 지급 이상 도시의
석탄보일러 전부퇴출, 석탄발전소 초저배출 개조 2020년까지 완료
ㅇ (모든 중점 산업오염원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오염배출
기준 미달기업은 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준미달시 생산정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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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
ㅇ (자동차 배기가스 정비 강화) 황표차(오염배출량이 큰 황색번호
판 차량) 기본 퇴출, 노후자동차 퇴출 가속화, 중점지역 國6기준
연료보급 가속화
ㅇ (중오염[5급 이상, 매우나쁨단계] 이상 날씨에 효과적 대응) 스모
그 형성에 대한 연구 강화, 과학적이고 정밀·정확한 대응 제고,
중점지역의 연합대응 확대 및 긴급조치 강화
ㅇ (엄격한 환경집법과 감찰, 문책 실시) 무단배출․조작행위 엄벌,
지방정부 및 기업의 법집행 소홀․방임행위 등 엄격한 책임추궁
(5)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18~’20년) 행동계획(’18.7)
ㅇ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13~’17년) 후속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이를 이행할 지방정부 3년 계획 마련
ㅇ (목표) ’15년 대비 ’20년 SOx, NOx 배출총량 15% 저감, 주요
성시(省市) PM2.5 농도 18% 저감, 대기질 우수 및 양호일수
80%까지 제고
ㅇ (주요내용) △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의 친환경화, △에너지 구조
조정 및 청정․저탄소․고효율 에너지체계 구축, △운송 구조조정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토지용도 구조개선 및 면오염원 정
화, △특별행동 이행 및 오염배출량 대폭 감소, △역내 통합오염
방지 및 重度오염 효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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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처리 문제해결 행동방안
ㅇ 대기오염문제가 겨울로 접어드는 추·동절기에 심해지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4. 강력한 감찰 등 법령 및 정책 집행
ㅇ ’17.4월 중앙감찰대(5천명) 투입 및 18만개 기업 정리, ’17.7월 북
경시 172개 퇴출 업종 발표
ㅇ ’18.6~’19.4 감찰요원 1.8만명 투입(중점지역), ’19.7~8월 8개 중
앙생태환경보호감찰팀 상해․복건․해남․충칭․감숙․청해 등 6개 성
(시)과 2개 중앙기업 집중 감찰

※ ’13~’17 철강생산능력 1.7억 톤, 시멘트 생산능력 2.5억 톤, 석탄발전 용
량 2,500만 kW 등 감축
ㅇ 베이징의 경우, ’13년 이후 2,600여 인쇄, 주조, 가구 등 업종의
오염기업들을 폐쇄
ㅇ ’17년 “산란오” 기업 5,500개 영업정지, 2018년까지 노후 자동차
216.7만 대 퇴출
ㅇ 환경오염 기업들 적발 및 조치, 환경오염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해당 도시의 지도층(시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 및
결과 등을 중앙국영방송(CCTV) 등에 지속적으로 내보냄으로써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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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ㅇ 각 지방정부의 책임자(성장·시장·현장)들의 성과평가시 대기환경
개선 실적 및 목표 달성도를 포함하여, 강력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시진핑주석 등을 포함한 최고지도층에서 환경개선이 곧 경
제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의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
ㅇ 더욱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환경 개선의 필
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ㅇ 다만, 최근 중·미 무역갈등으로 인한 중국 내부의 경기둔화의 우
려로, 대기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무리한 일률적 규제
(공장 가동중지 등)는 지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허
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ㅇ 경제상황 등 각 지역별 여건과 기업별 환경관리수준에 따른 차등
화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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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부이사관

4

황명석

일본 총무성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예산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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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2020년도 예산안 개요
2.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
3. 특징 및 시사점

일본 총무성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예산안) (요약)

일본 내각은 2020년도 예산안을 각의결정( 19.12.20)하였으며, 총무성은
2019년에 비하여 0.8% 증가한 예산 16조 7,692억엔(일반회계)을 편성하고,
Society 5.0시대의 지역사회 등 5대 분야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 2020 총무성 예산안 개요
❍

일반회계 16조 7,692억엔으로 전년보다 1,397억엔 증
(단위: 억엔)

구 분
지방교부세 등 재원이월

2020년도

2019년도

비교증감액

증감율

예정액 A

예산액 B

(A-B) C

(C/B) %

158,093

159,850

▲ 1,758

▲ 1.1

9,599

6,444

3,155

49.0

은급비*

1,640

1,980

▲ 340

▲ 17.2

기타 정책경비

7,959

4,464

3,495

78.3

총무성 소관 합계

167,692

166,295

1,397

0.8

일반세출

* ‘은급비(1953년전 공무원, 군인 대상 연금)’의 비교증감액 ▲340억엔은 수급자의 감소에 의한 것임

대 전략에 따라 예산편성
- ① 도쿄 일극 집중의 시정과 지역활성화 ② Society5.0시대의
지역사회 ③ 안정적인 지방행정 기반의 확보 ④ 방재․감재/복구․
진흥 ⑤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확보

❍ 5

□ 특징 및 시사점

지방교부세, 은급비를 제외하면 총무성 정책경비는 7,959억엔이고
전년에 비해 3,495억원이 증가하여 78% 정도 대폭 증가
❍ 총무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Society5.0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
하는 한편 도쿄 일극 집중 시정 관련하여 소폭 감소
❍ 총무성은 Society5.0 시대 관련 마이넘버카드 보급, 소비확대 등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낮아(’19.11월 현재 14.3%
교부) 2020년 상당한 예산 투입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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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일본 내각은 2020년도 예산안을 각의결정( 19.12.20)하였으며, 총무성은
2019년에 비하여 0.8% 증가한 예산 16조 7,692억엔(일반회계)을 편성하고,
Society 5.0시대의 지역사회 등 5대 분야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1. 총무성 2020년도 예산안 개요
□ 일반회계 16조 7,692억엔으로 전년보다 1,397억엔 증가
(단위: 억엔)

구 분
지방교부세 등 재원이월

2020년도

2019년도

비교증감액

증감율

예정액 A

예산액 B

(A-B) C

(C/B) %

158,093

159,850

▲ 1,758

▲ 1.1

9,599

6,444

3,155

49.0

은급비*

1,640

1,980

▲ 340

▲ 17.2

기타 정책경비

7,959

4,464

3,495

78.3

총무성 소관 합계

167,692

166,295

1,397

0.8

일반세출

* ‘은급비(1953년전 공무원, 군인 대상 연금)’의 비교증감액 ▲340억엔은 수급자의 감소에 의한 것임

□ 동일본대지진 특별회계 3,406억엔으로 전년보다 133억엔 증가
(단위: 억엔)

구 분

2020년도
예정액 A

2019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액
(A-B) C

증감율
(C/B) %

총무성 소관 계상액
(지방교부세)

3,398

3,246

152

4.7

부흥청 소관 계상액

8

28

▲ 19

▲70.1

총무성 관계비 합계

3,406

3,274

133

4.1

□ 5대 전략에 따라 예산편성
- ① 도쿄 일극 집중의 시정과 지역활성화 ② Society5.0시대의
지역사회 ③ 안정적인 지방행정 기반의 확보 ④ 방재․감재 /
복구․진흥 ⑤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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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
Ⅰ 도쿄 일극 집중의 시정과 지역 활성화
1.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 창출

5.8억엔

(1)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관계인구 창출·확대등)

2.9억엔

(2)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교류 추진

2.8억엔

(3)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제시로 지방 인구 흐름 창출

0.1억엔

2. 지역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16.2억엔

(1)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용창출과 소비확대 추진 등

9.1억엔

(2) 과소대책의 추진

6.9억엔

(3) 지역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0.2억엔

Ⅱ Society5.0시대의 지역사회
3. Society5.0을 지탱하는 ICT인프라 정비

4,219.0억엔

(1) 5G·광화이버 등의 전국 전개지원

97.0억엔

(2) 마이넘버카드의 보급과 마이넘버제도의 이용·활용 촉진

1,664.3억엔

(3)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와 관민 공동이용형

2,457.6억엔

캐시리스 결제기반의 구축

4. 산업 고도화·신규산업 창출

459.5억엔

(1) 지역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5G의 활용추진

37.4억엔

(2) 정보은행 등에 의한 데이터 유통·활용추진

2.5억엔

(3) 양자암호, 네트워크 고도화, AI·자연언어 처리 등의 기술개발·표준화

349.1억엔

(4) 로컬 10,000프로젝트·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9.0억엔]

(5) 경쟁적 자금에 의한 파격 이노베이션 창출

12.7억엔

(6) 새로운 전파이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이용환경 구축

57.8억엔

5. 해외전개·국제정책연계

65.3억엔

(1) ICT인프라시스템, 우편 분야, 행정상담제도, 소방용 기기 등의 해외전개 26.9억엔
(2) G7·G20를 기점으로 한 AI·데이터 유통 등의 ICT글로벌전략의 추진

0.4억엔

(3) 방송 콘텐츠 해외전개 지원을 통한 인바운드 확대 등의 지역 활성화 실현 37.9억엔

6.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이바지하는 생활 지원
(1) 원격의료나 8K, AI등의 의료분야로의 활용추진

26.6억엔
6.5억엔

(2) 4K·8K 방송의 추진

11.0억엔

(3) 공유경제의 활용추진

0.4억엔

(4) 스마트시티 추진

2.2억엔

(5) 정보장벽 프리 촉진을 향한 기기개발지원과 자막프로그램 등의 제작촉진 등6.5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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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이버안전 강화, ICT의 안심안전 확보

168.9억엔

(1) ‘IoT·5G 안전 종합대책’추진

34.3억엔

(2) 안심·안전 및 적정한 ICT 이용환경의 구축

134.6억엔

8. 디지털 정부의 행정 고도화·효율화

135.4억엔

(1) 마이넘버카드의 보급과 마이넘버제도의 이용·활용 촉진(재게)

[1,664.3억엔]

(2)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와 관민 공동이용형

[2,457.6억엔]

캐시리스 결제기반의 구축(재게)
(3) 지자체 정보시스템·업무 과정 등 표준화,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

7.1억엔

(4) AI 등의 공동개발·이용추진·지방공공단체 보유 데이터 활용추진

11.2억엔

(5) 행정 절차에 관한 일련의 업무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구조정비

9. Society5.0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117.1억엔

3.7억엔

(1) 모든 국민의 Society5.0 참가를 서포트하는 디지털 활용지원 인원 추진

1.0억엔

(2) 지역 ICT 클럽의 커리큘럼·교재의 체계화를 통한 디지털 인재 육성 추진

2.7억엔

10. 다양한 노동의 실현

2.6억엔

(1) 살고싶은 지역에서 풍요롭게 살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2.6억엔

이바지하는 텔레워크·위성오피스 추진

Ⅲ 안정적인 지방행정 기반의 확보
11. 지방의 일반재원 총액 확보 등

168,254.8억엔

(1) 지방의 일반재원 총액의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화 등

168,254.8억엔

12. 2040년경을 내다본 지방행정체제의 구축

1.0억엔

(1) 지역과 조직의 틀을 넘은 연계 추진

1.0억엔

(2) 지자체 정보시스템·업무과정 등 표준화,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재게)

[8.1억엔]

Ⅳ 방재·감재/복구·진흥
13. 동일본대지진 등에서의 진흥,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등 3,441.3억엔
(1)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지방의 복구·부흥사업 등의 사업비 및

3,423.5억엔

재원의 확실한 확보
(2) ICT에 의한 부흥 추진

0.4억엔

(3) 재해지에서 소방 방재 체제의 충실강화

7.9억엔

(4) 지방공공단체의 재해 등, 대응능력·응원체제 강화

9.5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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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규모 재해에 대응한 소방 방재능력·지역방재 능력 정비

115.2억엔

(1) 긴급 소방 구조대의 충실·소방 광역화의 추진 등에 의한

91.7억엔

소방 능력 강화 및 화재예방대책 추진
(2) 지역 방재력의 핵심이 되는 소방단 및 자주방재조직 등의 충실 강화

15. 재해 시의 정보전달 환경정비

23.5억엔

53.4억엔

(1) 지방공공단체의 방재 정보 등 전달체제의 강화

13.1억엔

(2) 피난소 등의 공중 무선LAN 환경정비

8.6억엔

(3) G공간정보의 이용·활용 추진

0.5억엔

(4) 방송 네트워크의 강인화

31.1억엔

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확보
16. 우정사업 유니버설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

7.6억엔

(1) 유니버설 서비스의 확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 사업전개,

7.6억엔

우체국의 편리성 향상

17. 은급의 적절한 지급

1,649.1억엔

(1) 은급의 적절한 지급

1649.1억엔

18.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정비

822.7억엔

(1) 공적 통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통계작성 프로세스 적정화와

3.6억엔

조사실시기반의 정비
(2) 국세조사의 원활한 실시 및 경제통계 개선
(3) 국민이 통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하는 것을

815.8억엔
3.3억엔

목표로 한 통계 데이터 등의 고도화 및 이용촉진

19. 행정 업무개혁 가속화

16.2억엔

(1) 정책평가 등의 조치를 통한 EBPM 추진

0.6억엔

(2) 행정평가국 조사기능 및 행정상담기능의 충실·강화

9.3억엔

(3)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업무개혁(BPR)의 추진 등

20. 주권자 교육 추진과 투표하기 쉬운 환경 정비
(1) 민주주의의 담당자인 젊은이들에 대한 주권자교육 추진
(2) 투표하기 쉬운 환경 정비의 심화

6.3억엔

2.6억엔
1.2억엔
1.4억엔

21. 그 외 주요사항

317.7억엔

(1) 정당 교부금

317.7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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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시사점
❍ 지방교부세, 은급비1)를 제외하면 총무성 정책경비는 7,959억엔이고
전년에 비해 3,495억원이 증가하여 78% 정도 대폭 증가
❍ 일본 전국지사회 등은 2020년도 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를
상회하는 16.6조엔 확보 및 동일본대지진 관련 재원 증액 확보
등에 대해서 높이 평가
❍ 총무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Society5.0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
하는 한편 도쿄 일극 집중 시정 관련하여 소폭 감소
❍ Society5.0 시대 관련 마이넘버카드 보급 등을 주력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성과가 낮아(’19.11월 현재 14.3%교부) 2020
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총무성 예산만으로는 지자체, 지역 등과 관련된 예산규모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

1) 1953년전에 일본 공무원, 군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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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년도 일본 총무성 주요 업무계획 예산내역

(단위:억엔)
2020년도 예산액(2019년도 당초 예산액)

Ⅰ 도쿄 일극 집중의 제정과 지역 활성화
1.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 창출

5.8억엔

(1)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등)

2.9 (5.7)

·전국 각지에서 관계인구가 지역과 관계하며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모습을 목표로,
관계인구와
임하는

지역과의

지방공공단체에

지속적인
대한

협동

지원

사업과

활동을

관계인구도

심화시키는

의식한

동시에,

지역

전국을

활성화에
향한

정보

발신을 통해 심화한 대응을 사회 전체로 전개
【주 경비】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 2.4억엔

·지방공공단체와 기업과의 매칭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으로의 사람·정보의 흐름
창출을 더욱 가속
【주 경비】 위성오피스·매칭지원사업 0.1억엔

·취직

빙하기

세대도

포함하여

도시부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지방에

체재하고,

노동으로 수입을 얻으면서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배움의 장을 통해 지역에서의 삶을
체감하는 ‘시골 워킹홀리데이’를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와 종합 홍보를 시행
【주 경비】 시골 워킹홀리데이 추진사업 0.4억엔

(2)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교류 추진

2.8 (2.8)

·지역부흥 협력대를 한층 더 확충하기 위해 전국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더 넓게
제도의 주지를 함과 동시에, 대원·지자체 담당 직원 쌍방의 연수에 의해 대원의
원활한 활동 지원
【주 경비】 지역부흥 협력대 추진에 필요한 경비 1.5억엔

·지방 이주 관련 정보의 제공과 상담 지원의 일원적인 창구인 ‘이주·교류 정보가든’의
정보제공기능

강화와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제공,

도시와

농어촌 교류 지원 등으로 지방 이주·교류를 추진
【주 경비】 ‘이주·교류 정보 가든’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0.9억엔
도시·농어촌 지역연계로 어린이 농어촌 교류추진사업 0.3억엔

(3)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제시로 지방으로의 인구 흐름 창출

0.1 (신규)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를 파악하여 지방 특유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부의
이주

관심층에게

제시하고,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

창출을

위해

이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성과를 올리는 대응에 대한 착안점을 명시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 공공단체와 인식을 공유하여 사회 전체로 전개
【주 경비】 지방의 인구 흐름 창출을 향한 효과적 홍보 0.1억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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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16.2억엔
(1)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용창출과 소비확대 추진 등

9.1 (10.1)

(a) 로컬 10,000프로젝트·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
·산학연계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흡수력이

큰

9.0 (10.0)

지역밀착형

사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로컬 10,000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비확대를 더욱 촉진
·지방공공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에너지

사업을

일으키는 마스터플랜 책정을 지원하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재해
시 자립 에너지확보의 관점도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
【주 경비】 지역경제순환 창조사업 교부금 9.0억엔

(b) 지역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후술)
·혁신기술을
확대하기

활용하여
위한

기여하는

기업의

혁신기술의

선진사례에

생산성
실제

대해

향상을

사례와

효과적인

[0.2 (신규)]

도모함과

지역의
홍보를

동시에,

강점을
통하여

살린

지역

경제순환을

지역

경제순환에

지방공공단체와

인식을

공유하여 사회 전체로 추진
【주 경비】 지역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0.2억엔(신규)

(c) 공유경제의 활용추진

[0.4 (0.5)]

·지역경제 선순환의 확대를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과제 해결과 새로운
생활 산업의 실증·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공공단체의 대응 지원
【주 경비】 공유경제 활용추진 사업 0.4억엔

(d) 지역운영조직의 형성촉진

0.1 (0.1)

·지역 과제 해결에 대한 주민의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포섭하고 연계시키는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
※지자체·마을회, 부인회, 자원봉사, NPO, 소방단, 경제단체, 우체국 등
【주 경비】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0.1억엔

(e) 지역을 지탱하는 인재 확보·육성

0.1 (0.1)

·전국 각지에서 관계인구가 지역과 관계하며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모습을 목표로,
관계인구와
임하는

지역과의

지방공공단체에

지속적인
대한

협동

지원

사업과

활동을

관계인구도

심화시키는

의식한

동시에,

지역

전국을

활성화에
향한

정보

발신을 통해 심화한 대응을 사회 전체로 전개
【주 경비】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 2.4억엔 (재게)

·지역부흥 협력대를 한층 더 확충하기 위해 전국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더 넓게
제도의 주지를 함과 동시에, 대원·지자체 담당 직원 쌍방의 연수에 의해 대원의
원활한 활동 지원
【주 경비】 지역부흥 협력대 추진에 필요한 경비 1.5억엔 (재게)

·취직

빙하기

세대도

포함하여

도시부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지방에

체재하고,

노동으로 수입을 얻으면서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배움의 장을 통해 지역에서의 삶을
체감하는 ‘시골 워킹홀리데이’를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와 종합 홍보를 시행
【주 경비】 시골 워킹홀리데이 추진사업 0.4억엔 (재게)

·JET 청년과 지역부흥 관계자 간의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여, JET 청년의 지역
국제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참가·기획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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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추진
【주 경비】 JET 지역 국제화 수업 개최에 필요한 경비 0.1억엔

(2) 과소대책 추진

6.9 (6.9)

(a)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향한 대응 지원
·Society5.0시대의
이바지하는

기술을

소프트

활용한

사업과

기반

2.9 (2.9)

대응을
촌락의

비롯하여
정착

과소지역의

촉진단지

조성,

자립·활성화에
빈집을

활용한

정착 촉진 주택 정비, 폐교 건물 등을 유휴시설로 활용한 지역진흥 시설 정비 등을
지원
【주 경비】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 교부금 중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사업 등

2.9억엔

(b) 촌락 네트워크권 추진

4.0 (4.0)

·기반 촌락을 중심으로 주변의 복수 촌락을 하나로 정리한 ‘촌락 네트워크권’(작은
거점)에서

‘생활’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주체의

연계에

의한

Society5.0시대의

기술을 활용하는 생활 지원 대응과 ‘생업’을 창출하는 활동 지원
【주 경비】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 교부금 중
과소지역 등 촌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사업 4.0억엔

(3) 지역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기술을
확대하기
기여하는

활용하여
위한

기업의

혁신기술의

선진사례에

생산성
실제

대해

향상을

사례와

효과적인

0.2 (신규)
도모함과

지역의
홍보를

동시에,

강점을
통하여

살린

지역

경제순환을

지역

경제순환에

지방공공단체와

인식을

공유하여 사회 전체로 추진
【주 경비】 지역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0.2억엔 (신규)

Ⅱ Society5.0 시대의 지역사회
3. Society5.0을 지원하는 ICT 인프라 정비

4,219.0억엔

(1) 5G·광화이버 등 전국 전개지원

97.0 (126.6)

(a) 고속·대용량의 무선국을 지원하는 광화이버 정비
·5G·IoT

등의

고도

무선환경의

실현을

위해,

52.7 (52.5)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전기통신 사업자가 고속·대용량 무선국을 전제로 하는 광화이버 등을 정비할 때,
사업비 일부 보조
【주 경비】 고도 무선환경 정비추진사업 52.7억엔

(b) 5G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정비 촉진

44.3 (74.1)

·휴대전화 등 지역 정비사업
과소지 등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지방공공단체가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 시설을 정비할 경우나, 무선통신 사업자가 5G 기지국 등의 고도화
시설을 정비할 때, 사업비 일부 보조
·전파 차폐 대책 사업
철도 터널이나 의료시설 등에서 휴대전화의 전파가 닿지 않는 장소에 일반사단법인
등이 휴대전화의 중계시설을 정비할 때, 사업비 일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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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비】 휴대전화 지역 정비사업 15.1억엔, 전파 차폐 대책 사업 29.2억엔

(2) 마이넘버카드의 보급과 마이넘버제도의 이용·활용 촉진

1664.3 (260.8)

(a) 마이넘버카드의 보급·활용 촉진

1,601.4 (214.7)

·디지털 정부 각료회의 등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카드신청 접수·발행체제의 정비 및
시정촌의 카드 교부체제 강화를 추진
·2019년

5월

31일에

공포된

디지털

절차법에

근거하여

국외전출자의

마이넘버카드·공적카드인증 이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정비 실시
【주 경비】 개인번호 카드 교부 사업비 보조금 755.6억엔
개인번호 카드 교부 사무비 보조금 609.9억엔
마이넘버카드·공적개인인증의 해외 계속이용에 필요한 경비 235.0억엔(신규)

(b) 마이넘버제도 정보연계의 원활한 실시

63.0 (46.1)

·지방공공단체에서 정보연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정비에 대한 지원 실시
【주 경비】 사회보장·세(稅)번호 제도 시스템 정비비 보조금 63.0억엔

(3)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와 관민 공동이용형 캐시리스 결제기반 구축
2,457.6 (119.3)
(a)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와 관민 공동이용형 캐시리스 결제기반 구축
2,457.6 (119.3)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 방안(마이너
포인트 부여, 4,000만 명을 대상으로 2만엔의 선불 등에 대한 5,000포인트 부여)을
실시하고,

마이넘버카드의

보급과

캐시리스

결제

확대를

도모하면서

개인

소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관민 공동 이용형 캐시리스 결제 기반을 구축.
그때,

통일

규격의

QR코드

결제(JPQR)등의

보급으로

지역의

캐시리스화를

추진.【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임시·특별조치’관계】
【주

경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활성화와

관민

공동

이용형

캐시리스

결제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 2,457.6억엔

4. 산업의 고도화·신규산업 창출

459.5억엔

(1) 지역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5G의 활용추진

37.4 (신규)

(a) 지역과제 해결형 로컬5G의 실현을 향한 개발·실증

37.4 (신규)

·지역의 기업과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체가 개별의 요구에 따라 독자적인 5G
시스템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어 지역 과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로컬 5G" 등의 실현을 향해 지역의 요구를 토대로 한 개발 실증을 추진
【주 경비】 지역 과제 해결형 로컬 5G의 실현을 위한 개발 실증 37.4억엔(신규)

(2) 정보은행 등에 의한 데이터 유통·활용 추진

2.5 (1.0)

(a) 정보은행 등에 의한 퍼스널 데이터의 활용추진

2.5 (1.0)

·정보은행의 사회구현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 활용에 대해 필요한 규칙 검토에
이바지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데이터

윤리를

담당하는

인재의

정보은행을 통한 데이터 제휴를 위한 기능의 표준화 실시
【주 경비】 정보 신탁기능 활용 촉진사업 1.5억엔

(3) 양자암호, 네트워크 고도화, AI·자연언어처리 등 기술개발·표준화 349.1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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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a) 방송용 주파수의 유효활용을 위한 대응 추진

2.5 (신규)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나 화이트 스페이스의 이용 확대 등 방송의 미래상을 내다본
방송용 주파수의 효과적 활용 증대를 위한 기술 방책과 기술적 조건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지상 방송용 주파수의 핍박한 상황을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실현을 도모함
【주 경비】 주파수 핍박 대책 기술시험 사무 71.2억엔

(b) 양자암호의 기술개발 추진
·현대

암호의

안전성

14.4 (신규)

파탄이

우려되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

국가

간이나

국내

중요기관간의 기밀정보 교환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 규모의
양자암호통신망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주 경비】 글로벌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14.4억엔 (신규)

(c) 위성통신 양자암호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3.4 (3.6)

·세계적인 인공위성의 산업 이용 활동의 활성화로 위성 이용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위성

통신에

네트워크의

대한

구축

위협이

가능을

되고

위해,

있는

높은

사이버

보안

공격을

위성

막아

통신에

안전한

이바지하는

위성

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 표준의 획득 등에 의한 일본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추진.
【주 경비】 위성통신의 양자암호기술 연구개발 3.4억엔

(d)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초고정밀 영상이나 IoT·빅 데이터·AI

9.5 (9.7)

등의 보급에 의해서 급속히 증대하는 통신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 대용량, 저소비 전력, 유연한 접속을 달성할 수 있는
광네트워크 기술의 연구 개발 추진
【주 경비】 새로운 사회 인프라를 담당할 혁신 광네트워크기술의 연구개발 9.5억엔

(e) 다언어 번역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개발

14.0 (신규)

·세계의 '언어 장벽'을 없애고 글로벌하며 자유로운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차기 계획을 책정·추진함과 동시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일
외국인과 재류 외국인에 대응하고,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스트레스 없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도록

AI에

의한

다국어

번역

기술의

지속적 고도화 (문맥에 맞는 어휘의 통일, 화자의 의도를 보완하는 동시통역)에 관한
연구 개발을 추진
【주 경비】 다언어 번역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개발 14.0억엔 (신규)

(f) 공장의 무선화 추진

103.4의 내수 (100.4의 내수)

·생산라인의 유연한 변경이나 고장 등을 미연에 막는 예지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시스템의 도입이 기대되는 제조현장에서 무선 시스템의 혼합에 의한 통신의 정체와
산업

기계의

전파

잡음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공장의

무선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공장의 무선 통신을 최적제어 · 높은 신뢰 기술 등)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화를 실시
【주 경비】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103.4억엔의 내수

(g) 전략적인 국제표준화의 추진
·ICT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개발

16.6 (17.1)
성과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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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실용화를

가속화하고,

이노베이션의

창출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의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주 경비】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사업 12.2억엔의 내수 (후술)

(h) 기초·기반 연구개발의 추진

288.7 (287.0)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 연구기구(NICT)의 기초적·기반적인 연구개발 추진
【주 경비】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 연구기구 운영비 교부금 279.4억엔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 연구기구 시설정비비 보조금 0.9억엔

(4) 로컬 10,000프로젝트·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산학연계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흡수력이

큰

[9.0 (10.0)]

지역밀착형

사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로컬 10,000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비확대를 더욱 촉진
·지방공공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에너지

사업을

일으키는 마스터플랜 책정을 지원하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재해
시 자립 에너지확보의 관점도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
【주 경비】 지역경제순환창조 사업 교부금 9.0억엔 (재게)

(5) 경쟁 자금에 의한 파격 이노베이션 창출

12.7 (16.3)

(a) 전략적인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추진

12.2 (15.3)

·경쟁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창조, 젊은 ICT 인재육성,
중소기업의

참신한

기술

발굴, ICT의

이익

활용에

의한

지역사회의

활성화,

외국과의 공동 연구에 의한 국제표준 획득 등에 공헌
【주 경비】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사업 12.2억엔

(b) “남다른 재능(異能) vation” 프로그램 추진

[12.2의 내수 (15.3의 내수)]

·ICT 분야에서 인공 지능으로는 예상 못할 전례 없는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글로벌 가치 창조를 창출하기 위해 큰 가능성이 있는
기상천외하고

야심

많은

기술

과제에

대한

도전을

지원.

이색

다양한

‘도전’을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발신
【주 경비】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사업 12.2억엔 (재게)

(c) ICT 분야의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
·ICT

분야의

기술

구축의

0.5 (1.0)

사회

구현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임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 연구 실시
【주 경비】 연구개발형 ICT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0.5억엔

(6) 새로운 전파이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이용환경 구축

57.8 (43.9)

(a) 가상공간의 전파 모의시스템 기술의 고도화

30.1 (신규)

·향후 새롭게 이용이 예상되는 무선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시험에서의 검토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의

압축,

실제

환경에서는

곤란한

대규모의

복잡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선 시스템을 대규모·고정밀도로 모의 가능한 ‘전파 모의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실시
【주 경비】 가상공간 전파 모의시스템 기술의 고도화 30.1억엔 (신규)

(b) 다른 시스템 간 주파수 공용기술의 고도화 등

27.7 (43.9)

·5G등의 새로운 전파 이용 요구에 대응하고 기존 무선 시스템과의 주파수 공용을
높이기 위해 기존 무선 시스템 전파의 빈자리를 시간이나 공간(장소)별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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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 새로운 무선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주파수 공용 기술 개발
등을 실시

【주 경비】 다른 시스템 간 주파수 공용기술의 고도화 27.7억엔

5. 해외전개·국제 정책연계

65.3억엔

(1) ICT 인프라 시스템, 우편분야, 행정상담제도, 소방용 기기 등의 해외전개 26.9(23.6)
(a) ICT 인프라 시스템, 우편분야 등의 해외전개
·통신·방송·우편시스템,
인프라

프로젝트

제안(관민

방재/의료

시스템에

ICT,

대해,

미션·데몬스트레이션),

26.0 (22.4)

스마트시티,

보안,

전파시스템
사전조사

등의

①안건

발굴(규제/니즈의

등),

③안건

형성(정비계획책정·모델사업실시)과

ICT
②안건
같은

전개 단계에 맞춘 지원 실시로 해외전개 촉진
·대상국의 종합적인 과제 해결에 공헌하고,

우리의 강점인 ‘질 높은 ICT 인프라’의

수출을 가속시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골격 방침)2019’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인프라 시스템 수주 약 30조 엔’를 ICT 분야에서 공헌
·대규모 글로벌 ICT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재적 수요, 안건 형성 상황의 조사
등을 실시해, 각 기관·각국과 제휴하면서 우리 기업의 참가를 지지
·우편·우체국의
업무

근대화·고도화에

노하우나

관련

의욕이

기기를

있는

인프라

나라에

시스템

대해서,

전체로서

일본

우편의

뛰어난

제공·수출하면서

각종

비즈니스를 창출
·2010년 이후, 재해에 강한 환경 친화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세계에 보급시키기
위해 임의 출연금을 제공하고, UPU의 재해 대책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
·위의 기존 대응 지원의 용도를 우편 네트워크의 사회적, 경제적 활용, ICT 및 최첨단
기술의 활용으로의 대응으로도 확대
【주 경비】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패키지 지원 사업 3.3억엔
주파수의 국제 공조 이용 촉진 사업 13.0억엔
글로벌 ICT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0.2억엔(신규)
국제기구에 기여(만국우편연합 출연금) 5.3억엔의 내수

(b) 각국의 공적 옴부즈맨과의 연계·협력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의

0.2 (0.2)
MOC(협력각서)에

기초한

협력사업의

실시와

각국의 공적 옴부즈맨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상담제도를 해외에 전개
【주 경비】 행정민원 구제제도 국제교류사업 0.2억엔

(c) 소방용 기기 등 해외전개 추진

0.7 (0.4)

·일본제품의 해외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폭넓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일본의 규격·인증제도의 보급을 추진하고, 일본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
【주 경비】 일본규격에 적합한 소방용 기기 등의 경쟁력 강화 0.2억엔
국제소방 방재포럼을 활용한 소방 방재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 추진 0.4억엔

·각국별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국제규격·기준의 분석, 검토 등을 실시하고, 소방용
기기 등의 국제표준화 대응 추진

【주 경비】 소방용 기기의 국제동향 대응 0.1억엔

(2) G7·G20을 기점으로 한 AI·데이터 유통 등 ICT 글로벌 전략 추진
(a) G7·G20을 기점으로 한 AI·데이터 유통 등 ICT 글로벌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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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3)
0.4 (2.3)

·‘인간

중심의

AI’실현을

향해

G20에서

정리된

국제적인

AI원칙의

보급·전개를

추진하는 등, G7·G20을 기점으로 한 AI·데이터 유통 등의 ICT 글로벌 전략 추진
【주 경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거출 0.7억엔의 내수

(3) 방송 콘텐츠 해외전개 지원을 통한 인바운드 확대로 지역 활성화 실현 37.9 (38.0)
(a) 국제방송 실시
·방송법

규정에

일본의

문화,

함양하여

35.9 (35.9)

따라
산업

국제

필요한
등의

친선의

사항을

사정을

증진과

지정하여

해외에

NHK에

소개하고,

외국과의

경제

국제

방송을

일본에

교류의

발전

요청함으로써

대한

올바른

인식을

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재외방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주 경비】 일본방송협회 교부금 35.9억엔

(b) 방송 콘텐츠의 해외전개

2.0 (2.0)

·방송국과 지자체, 현지 산업, 관광업 등의 관계자가 폭넓게 협력하여, 일본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 콘텐츠를 해외와 공동 제작하고, 해외 발신을 지원
·방송

콘텐츠의

특산품이나

높은

농산품의

발신력을
판로

활용하여,

확대,

대일

지역에의

이해의

외국인

향상에

관광객

기여하여

증가,

지역

지방

활성화와

일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공헌
·2020년도까지 방송 콘텐츠 관련 해외 매출을 500억엔으로 증가시킬 목표
(성장 전략 계획(2019년 6월 21일 각의 결정))
【주 경비】 방송 콘텐츠 해외전개강화 사업 등 2.0억엔

6.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이바지하는 생활지원

26.6억엔

(1) 원격의료와 8K, AI 등 의료분야로의 활용 추진

6.5 (8.8)

(a) 의료·간호·건강데이터 이용·활용 기반 고도화의 추진

6.5 (8.8)

·의료·간호·건강 분야의 네트워크화 추진
ICT를 활용한 의료·간호·건강 분야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5G와 4K·8K등의
새로운 통신·방송 기술의 활용을 위한 원격 의료 모델의 구축이나 PHR(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민간 사업자가 취급하는 때의 규칙 만들기 등에 기여하는 조사·검토, 보급
계발 등을 실시
·의료·간호·건강 분야에 있어서의 선도적 ICT 이활용 연구 추진
의료 등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ICT 이활용(8K 등 고정밀기술의 의료응용, 고도의
원격의료 실현에 필요한 네트워크 등의 연구, AI·IoT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개발)을
실시

※AMED(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사업으로 실시

【주 경비】 의료·간호·건강데이터 활용기반 고도화 사업 6.5억엔

(2) 4K·8K 방송 추진

11.0 (10.3)

(a) 위성방송용 수신환경 정비사업

11.0 (10.3)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새 4K8K위성 방송(좌선 원편파 이용)에서는 그 일부의
수신 설비에서 중간 주파수(2.2~3.2GHz)의 전파가 누설하여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무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시청자에게 대응 TV로의 전환이 가속되는 기회를 포착하여 적절한 수신
환경을 정비하고 전파의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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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비】 위성방송용 수신환경 정비사업 11.0억엔

(3) 공유경제의 활용 추진

0.4 (0.5)

·지역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향해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과제해결과 새로운
생활

산업의

실증·구현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대응을 지원
【주 경비】 공유경제 활용 추진사업 0.4억엔

(4) 스마트시티의 추진
·각

도시·지역의

근거한

도시

데이터를

2.2 (2.2)

과제

OS를

활용하여

해결을

구현한

촉진하기

오픈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

제공하는

관계부처에서

상에,

데이터

관광,
이용,

구축하는

방재

등

활용형

아키텍처에

복수의

스마트

분야에서

시티

구축을

관계부처와 일체가 되어 추진
【주 경비】 보다 더 고도의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시 OS구현 지원사업 2.2억엔

(5) 정보장벽 프리 촉진을 향한 기기개발지원과 자막프로그램 등의 제작 촉진 6.5 (5.5)
(a) 정보장벽 프리 촉진을 향한 기기개발지원 등
·고령자·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을

실시하는

동시에,

ICT의

고령자·장애인을
장애

당사자

2.2 (1.5)

혜택을
위한

누릴

ICT

참가에

수

있는

기기·서비스

의한

개발을

정보

장벽

프리

제공·개발에

대한

촉진하는

장애

관련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사를 실시
【주 경비】 통신·방송 분야의 정보장벽 프리 촉진 지원 사업 2.0억엔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ICT 기기·서비스의 접근성 확보에
관한

자가진단에

기여하는

구조를

위한

검토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적기관의

웹

접근성 대응을 촉진
【주 경비】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 0.2억엔

(b) 자막 프로그램 제작 촉진

4.3 (4.0)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방송을 통한
정보 액세스 기회의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①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및 수화 프로그램의 제작비 등에 대한 조성
②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자동자막 부여 등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
【주 경비】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화 프로그램 등의 제작 촉진 4.3억엔

7. 사이버 보안의 강화, ICT의 안심 안전 확보

168.9억엔

(1) ‘IoT·5G 보안 종합대책’ 추진

34.3 (33.3)

(a) 사이버 보안 인재의 육성
·교묘화·복잡해지는 사이버
육성하기

위해

NICT의

15.0 (14.9)
공격에

‘내셔널

대해

실천적인

사이버

대처

트레이닝

능력을 가진

보안

인재를
실천적

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및

주요

인프라

사업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①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사이버 방어연습 (CYDER)
②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

관련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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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한

고도의 사이버 연습(사이버 콜로세움)
③ 일본의 장래를 담당하는 젊은 보안 이노베이터 육성 (SecHack365)
【주 경비】 내셔널 사이버 트레이닝 센터 구축 15.0억엔

(b) IoT의 안심·안전하고 적절한 이용환경의 구축
·전파를
공격의

사용하는
위협이

IoT

기기가

증대하고

급증하고

있음에

15.7 (14.6)

다양화함과

따라,

아래의

동시에,

대응으로

이들에

대한

국민생활이나

사이버
사회경제

활동의 안심·안전 확보 등을 실현
①국내 인터넷에 접속된 IoT 기기를 조사하여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한
IoT 기기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NOTICE’를 실시
②일본의 차세대 통신을 담당하는 기반인 5G(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
서플라이 체인 대책을 포함하여 각 구성 요소의 보안을 종합적이고 계속적으로
담보하는 체제를 정비
③지역에서의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가)지역의

IoT

시스템

보안요건

등의

가이드라인화, (나)지역의 IoT 보안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응 및 (다)공중무선
LAN 보안대책에 관한 주지계발 등을 실시
【주 경비】 IoT 안심·안전하고 적절한 이용환경의 구축 14.6억엔

(c)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보공유 추진

3.6 (3.9)

·통신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를 비롯한 산업계의 다양한 주체의 사이버 방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정보나

취약성

정보를

보다

신속히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확립
①통신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를 비롯한 산업계가 사이버 공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공유

기반에서

취약성

정보를

새로운

공유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자산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실현
②날마다

공개되는

심각도·신뢰도

다종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성
그

정보에

결과를

대해서

정보

공유

AI를

활용한

기반으로

고정밀의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실현
③종합통신국을 중심으로 소관사업자 등과의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체제 구축
【주 경비】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 추진사업 3.6억엔

(2) 안심·안전하고 적절한 ICT 이용환경의 구축

134.6 (139.6)

(a)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심·안전한 이용 확보,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대책 등
134.6 (139.6)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불만·상담에 대한 대응, 소비자 보호 규칙의 실시 상황
파악, 청소년이 안심·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 대책과 관련한 조사 검토 등을 실시
【주 경비】 전기통신 사업 분야의 소비자 이익확보를 위한 사업경비 4.7억엔

인터넷 상의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관련한 검토 경비 2.0억엔 (신규)
·중요 무선 통신 방해 대응 등 안심·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전파
감시 강화 시책을 실시
【주 경비】 전파 감시 등의 실시 91.8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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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정부의 행정 고도화·효율화

135.4억엔

(1)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및 마이넘버제도의 활용 촉진 (재게)

[1,664.3 (260.8)]

(a) 마이넘버카드의 보급·활용 촉진 (재게)

[1,601.4 (214.7)]

·디지털 정부 각료회의 등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카드신청 접수·발행체제의 정비 및
시정촌의 카드 교부체제 강화를 추진
·2019년

5월

31일에

공포된

디지털

절차법에

근거하여

국외전출자의

마이넘버카드·공적카드인증 이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정비 실시
【주 경비】 개인번호 카드 교부 사업비 보조금 755.6억엔
개인번호 카드 교부 사무비 보조금 609.9억엔
마이넘버카드·공적개인인증의 해외 계속이용에 필요한 경비 235.0억엔(신규)

(b) 마이넘버제도 정보연계의 원활한 실시 (재게)

[63.0 (46.1)]

·지방공공단체에서 정보연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정비에 대한 지원 실시
【주 경비】 사회보장·세(稅)번호 제도 시스템 정비비 보조금 63.0억엔

(2)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와 관민 공동이용형 캐시리스 결제기반 구축
(재게) 2,457.6 (119.3)
(a)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와 관민 공동이용형 캐시리스 결제기반 구축
(재게) 2,457.6 (119.3)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 방안(마이너
포인트 부여, 4,000만 명을 대상으로 2만엔의 선불 등에 대한 5,000포인트 부여)을
실시하고,

마이넘버카드의

보급과

캐시리스

결제

확대를

도모하면서

개인

소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관민 공동 이용형 캐시리스 결제 기반을 구축.
그때,

통일

규격의

QR코드

결제(JPQR)등의

보급으로

지역의

캐시리스화를

추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임시·특별조치’관계】
【주 경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활성화와
관민 공동 이용형 캐시리스 결제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 2,457.6억엔

(3) 지자체 정보 시스템·업무 과정 등 표준화,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

7.1 (3.3)

(a) 지자체 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4.2 (신규)

·지자체 행정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주민 기본 대장 분야 및 세무 분야에 있어서의
지자체 정보 시스템이나 양식·장표의 표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 시스템
등 표준화 검토회’에서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표준 사양서의 작성 등을 실시
【주 경비】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 표준화에 필요한 경비 4.2억엔 (신규)

(b) 지자체 업무 과정의 표준화

1.4 (1.4)

·지자체의 기간적인 업무(주기·세 등)에 대해서 인구 규모별로 복수 지자체에 의한
검토

그룹을

짜고,

그

그룹

내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단체

간

비교를

실시하여

AI·RPA 등의 IC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 모델을 구축
【주 경비】 지자체 행정 스마트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한 경비 1.4억엔

(c) 지자체 클라우드의 추진

0.5 (0.9)

·지자체 클라우드의 도입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실시하는 지자체 클라우드
도입이

끝난

지방공공단체의

경비

분석

클라우드의 기본방향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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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등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지자체

【주 경비】 지방공공단체의 원활한 지자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검토 0.5억엔

(d) 지방공공단체의 정보보안 대책 추진

1.0 (1.0)

·기술의 진전이나 보안상의 위협의 변화도 감안하여 차기 보안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용

방식

등을

포함하여

차세대

지자체

정보시스템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대책 조사연구를 실시
【주 경비】 차세대 지자체 정보시스템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대책 검토에 필요한 경비 1.0억엔

(e) 소방 방재 분야의 스마트화 추진

[1.0 (0.5)]

·대규모 재해 시에 국가 및 지방에 있어서, 최신의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방재

정보

시스템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검토를 실시 (후술)
【주 경비】 방재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조사·검토 0.3억엔 (후술)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대응하는

소방

현장에서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 개발을 실시 (후술)
【주 경비】 소방로봇 시스템의 실증배치를 통한 최적화 개량·양산형 사양 책정 0.7억엔 (후술)

(4) AI 등의 공동개발·이용 촉진·지방공공단체 보유 데이터 활용 추진

11.2 (8.9)

(a) 지역의 AI·IoT 서비스 구현·공동이용 추진

6.0 (6.3)

·지역에 있어서의 AI·IoT 등의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실장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책정 지원, 인적 지원, 초기 투자 등에 대한 보조 등을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
【주 경비】 지역 IoT 구현·공동 이용 종합 지원 시책 4.0억엔
지역 정보화 추진 (본성) 1.2억엔
지역 정보화 추진 (지방) 0.3억엔

(b) 지자체의 AI 서비스 공동개발 추진

3.0 (신규)

·지자체 행정 분야에서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 지자체에서의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클라우드 베이스의 AI 서비스의 공동 개발 실증을 실시. 그 성과를
"지자체 AI 활용 가이드북(가칭)"으로 정리
【주 경비】 지자체 AI 공동개발 추진사업 3.0억엔 (신규)

(c) 지역 오픈 데이터 추진사업
·지자체

행정의

고도화,

지역경제의

2.0 (2.0)
활성화

및

지역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오픈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직원 맞춤 오픈 데이터 연수, 민간
니즈와 지방공공단체 보유 데이터와의 조정·중개 등을 실시
【주 경비】 지역 오픈 데이터 추진사업 2.0억엔

(d) 지방공공단체 보유 데이터 활용 추진

0.2 (0.6)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식별 가공정보의 작성, 제공 등 지방의
데이터 활용 추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주 경비】 지방공공단체 보유 데이터 활용의 추진 0.2억엔

(5) 행정절차에 관한 일련의 업무 과정을 디지털로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정비
117.1 (118.3)
(a) 행정절차에 관한 일련의 업무 과정을 디지털로 실시하기 위한 환경정비
116.8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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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감리사무의 효율화 및 전파 이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무선국 데이터베이스(종합 무선국 관리파일)를 기반으로 한 전국 규모의 업무처리
시스템의 구축·운용 등을 실시
【주 경비】 종합 무선국 관리 파일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 116.8억엔

(b) 지방공공단체의 온라인 이용 추진
·지방공공단체의
시스템의

현상

온라인

이용

조사와

과제

0.3 (신규)

증대를
분석을

추진하기
실시하는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전자신청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전자신청

시스템과 관계 시스템에 대해 엔드투엔드를 도모하기 위한 방책의 조사연구를 실시
【주 경비】 온라인 이용 추진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절차의 업무효율화 검토 0.3억엔 (신규)

9. Society5.0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3.7억엔

(1) 전국민의 Society5.0 참가를 서포트하는 디지털 활용 지원인원 추진

1.0 (0.5)

(a) 디지털 활용 지원인원 추진사업
·고령자등이

주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ICT를

1.0 (0.5)

지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까운
‘디지털

장소에서

활용

지원

심리적으로

인원’

마련에

가까운

대해 전국

전개를 위한 계획 검증을 실시
【주 경비】 디지털 활용지원 인원 추진사업 1.0억엔

(2) 지역 ICT 클럽의 커리큘럼·교재의 체계화를 통한 디지털 인재육성 추진 2.7 (8.6)
(a) IoT 기기 등의 보급을 토대로 한 인재육성

1.7 (3.3)

·향후, 다양한 분야·업종에서 방대한 수의 IoT 기기의 이익 활용이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유저나 젊은이·스타트업 등의 IoT 시대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 전파 이용과
관련한 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
·이 때문에, IoT 기기 등의 전파 이용에 관한 교재 등의 작성·갱신, 강사 육성,
인재육성 수법의 확립 및 검증을 실시하여 필요한 인재의 육성에 이바지함
【주 경비】 IoT 기기 등의 전파이용 시스템의 적정 이용을 위한 ICT 인재육성 1.7억엔

(b) ICT 인재육성·교육기반 구축

0.9 (5.4)

(기초단계) · 프로그래밍 등의 ICT 활용 스킬에 대해서 차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에
대해,

지역일체가

되어

지식·경험을

전수하는

‘지역

ICT

클럽’의

자주화를

향해

커리큘럼·교재의 체계화 등 기반 구축이나, 좋은 사례의 공유 등 보급 전개를 실시
(응용단계) · Society 5.0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ICT활용 및 데이터 분석력을 높이고
IoT응용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
【주 경비】 ICT 인재육성·교육기반 구축사업 0.9억엔

(c) 단체장·지방의원 등 맞춤 연수의 강화

0.1 (신규)

·지자체의 혁신 기술 도입에 의한 지역 과제의 해결을 위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ICT 이용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 기술의
활용 수법, 선진 지자체의 추진 체제 등에 대해서 단체장·지방의원을 위한 연수를 강화
【주 경비】 ‘Society5.0시대의 지방’ 연수 강화 0.1억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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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양한 노동의 실현

2.6억엔

(1) 살고 싶은 지역에서 풍요롭게 생활하고, 다양한 노동이 가능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텔레워크·위성오피스의 추진

2.6 (2.0)

(a) 텔레워크의 보급 추진
·ICT를

이용해

시간과

2.6 (2.0)
장소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일하는

방식인

‘텔레워크’에 대해 전국적인 보급 전개를 더욱 추진함으로써 노동개혁을 가속화하고,
살고 싶은 지역에서 풍요롭게 살고 다양한 노동이 가능한 사회를 실현함. 그로 인해,
‘텔레워크 데이’의 국민운동 전개, 전문가 파견, 세미나의 개최, 선진 사례 수집 및
표창에 의한 도입 모델의 적극적인 전개를 실시함
【주 경비】 텔레워크 보급 전개 추진사업 2.5억엔
지방공무원의 노동개혁·여성 활약의 추진에 맞춘 전략적 홍보·정보발신 0.1억엔

(b) 위성오피스 정비에 대한 지원

[4.0의 내수 (3.5의 내수)]

·지역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텔레워크 환경 실현을 위한 위성오피스 정비 지원
【주 경비】 지역 IoT 구현·공동이용 종합지원 시책 4.0억엔의 내수 (재게)

Ⅲ 안정적인 지방 행·재정 기반의 확보
11. 지방의 일반 재원 총액 확보 등

168,254.8억엔

(1) 지방의 일반 재원 총액 확보와 지방 재정의 건전화
(a) 지방 교부세 등

168,254.8 (166,514.6)
167,889.4 (166,149.2)

·2020년도 지방 교부세 등의 일반 재원 총액에 대해 2019년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을 확보한 후에,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도 필요한 금액을 확보
(b) 기지 교부금·조정 교부금

365.4 (365.4)

·기지 교부금

291.4 (291.4)

국가가 미군에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자위대가 사용하는 비행장, 연습장 등이
소재한 시정촌에 대해 교부하는 기지 교부금
·조정 교부금
미군

자산이

74.0 (74.0)
소재한

시정촌에

대해

세금

재정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조정 교부금

12. 2040년경을 내다본 지방행정체제의 구축

1.0억엔

(1) 지역과 조직의 틀을 넘어선 연계 추진
(a) 지역과 조직의 틀을 넘어선 연계 추진

1.0 (2.1)
1.0 (2.1)

·인구감소 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형태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연계 중추도시권이나 정착 자립권을 비롯한 지방공공단체간의 광역연계를 추진
【주 경비】 권역의 광역연계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 1.0억엔

(2) 지자체 정보시스템·업무과정 표준화,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 (재게)
(a) 지자체 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재게)

[8.1 (3.8)]
[4.2 (신규)]

·지자체 행정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주민 기본 대장 분야 및 세무 분야에 있어서의
지자체 정보 시스템이나 양식·장표의 표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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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표준화 검토회’에서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표준 사양서의 작성 등을 실시
【주 경비】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 표준화에 필요한 경비 4.2억엔 (신규)

(b) 지자체 업무 과정의 표준화 (재게)

[1.4 (1.4)]

·지자체의 기간적인 업무(주기·세 등)에 대해서 인구 규모별로 복수 지자체에 의한
검토

그룹을

짜고,

그

그룹

내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단체

간

비교를

실시하여

AI·RPA 등의 IC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 모델을 구축
【주 경비】 지자체 행정 스마트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한 경비 1.4억엔

(c) 지자체 클라우드의 추진 (재게)

[0.5 (0.9)]

·지자체 클라우드의 도입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실시하는 지자체 클라우드
도입이

끝난

지방공공단체의

경비

분석

결과

등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지자체

클라우드의 기본방향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
【주 경비】 지방공공단체의 원활한 지자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검토 0.5억엔

(d) 지방공공단체의 정보보안 대책 추진 (재게)

[1.0 (1.0)]

·기술의 진전이나 보안상의 위협의 변화도 감안하여 차기 보안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용

방식

등을

포함하여

차세대

지자체

정보시스템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대책 조사연구를 실시
【주 경비】 차세대 지자체 정보시스템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대책 검토에 필요한 경비 1.0억엔

(e) 소방 방재 분야의 스마트화 추진 (재게)

[1.0 (0.5)]

·대규모 재해 시에 국가 및 지방에 있어서, 최신의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방재

정보

시스템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검토를 실시 (후술)
【주 경비】 방재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조사·검토 0.3억엔 (후술)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대응하는

소방

현장에서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 개발을 실시 (후술)
【주 경비】 소방로봇 시스템의 실증배치를 통한 최적화 개량·양산형 사양 책정 0.7억엔 (후술)

Ⅳ 방재·감재/복구·부흥
13. 동일본대지진 등의 부흥, 재해에 강한 마을 조성 등

3,441.3억엔

(1) 동일본대지진 관련 지방의 복구·부흥사업 등의 사업비 및 재원의 확실한 확보
3,423.5 (3,250.0)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 회계에서 수용 3,398.2억엔 및 반환금 25.3억엔의 합계
3,423.5억엔을 지진 부흥 특별교부세의 재원으로 교부세 및 양여세 배부금 특별
회계에

계상.

(전년도의

지방단체에

연도조정

분

교부

기반

319.0억엔을

지진

재해

포함)으로

부흥

특별교부세

동일본대지진

3,742.5억엔

복구·부흥사업

등에

관한 재원을 확보
(2) ICT에 의한 부흥 추진

0.4 (1.0)

(a) 부흥 마을 조성에 맞춘 ICT 기반정비

0.3 (0.6)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향한 새로운 마을 조성과 아울러, 초고속 광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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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환경, 공공시설 등을 위한 통신 기반·시스템 등의 ICT 기반의 정비 지원
【주 경비】 재해지역 정보화 추진사업 0.3억엔

(b) ICT 기반 복구에 대한 지원

0.1 (0.5)

·동일본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지역의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 시설, 케이블 TV 등
유선방송시설, 공공시설 간을 연결하는 지역 공공 네트워크시설 등의 ICT기반 복구를
지원
【주 경비】 정보통신 기반 재해 복구사업 0.1억엔

(3) 재해지 소방 방재체제의 충실 및 강화

7.9 (26.7)

(a) 재해지의 소방 방재시설 복구 지원

4.1 (22.5)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소방청사와 소방단 거점시설 등의 소방 방재시설·설비
의 복구 지원
【주 경비】 소방 방재시설 재해 복구비 보조금 3.2억엔
소방 방재설비 재해 복구비 보조금 0.9억엔

(b) 재해지의 소방 활동 지원

3.8 (4.2)

·피난 지시구역에서의 대규모 임야화재 등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 활동 지원
①피난 지시구역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차량 등의 정비 등을 지원
②후쿠시마현내 소방본부의 소방차량 등 및 후쿠시마현 밖에서의 헬리콥터에 의한
소방응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③후쿠시마현 내외의 소방본부 등의 소방응원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주 경비】 원자력 재해 피난 지시구역 소방 활동비 교부금 3.8억엔

(4) 지방공공단체의 재해 대응능력·응원체제의 강화

9.5 (4.7)

(a)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위한 안심·안전대책 추진

8.6 (3.9)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소방·구급 체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원 체제의 구축(각
회장에서 40부대 200명의 경계 체제 상정)및 NBC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재
등의 정비를 추진(응원 체제 구축이나 기자재 등 정비에 필요한 경비 보조)
※올림픽은 42경기장, 패럴림픽은 21경기장
【주 경비】 테러대책 대응 자기재의 정비에 의한 소방·구급체제 구축 7.2억엔

·테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5단체(예정)에서 국민 보호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공공단체에 따른 피난 시행 요령의 작성을 촉진
【주 경비】 국민 보호 공동 훈련의 충실 및 강화 1.2억엔
국민 보호 체제 정비 0.2억엔

(b) 지방공공단체의 재해 대응능력·응원 체제 강화
·지방공공단체의

지원계획·업무

계속

계획책정과

0.8 (0.8)
관련된

연수회나

시정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재해훈련 등을 실시
【주 경비】 지방공공단체의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연수 추진 0.3억엔
소규모 시정촌의 모든 관공서에서 재해대응에 관한 실천적 훈련 등 0.1억엔 (신규)

·화산 분화 시 적절한 피난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과 분화에 따른 영향의 연구 시행
【주 경비】 주민 등 피난 대응 지원 0.1억엔 (신규)
강회가 소방 활동이나 위험물 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0.1억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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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

호별

수신기

등의

재해

정보

전달

수단의

정비와

관련한

과제

공유·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기술에 관해 전문가를 파견
【주 경비】 재해 시 정보전달체제 강화 0.2억엔 (후술)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전국

지방공공단체의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피해를 본 시구정촌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일원적인 구조 직원 파견의 원활한 운용
추진
【주 경비】 대규모 재해 시, 피해 시구정촌에 인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경비 0.2억엔

14. 대규모 재해에 대응한 소방 방재력·지역 방재력의 정비

115.2억엔

(1) 긴급 소방구조대의 충실·소방의 광역화 추진 등에 따른
소방력의 강화 및 화재 예방대책 추진

91.7 (93.2)

(a) 긴급 소방구조대의 충실

68.8 (70.0)

·‘긴급 소방구조대 기본계획’에 기초한 부대를 증강하기 위해 차량·기자재 등을 정비
※2019년 4월 1일 시점 6,258대
【주 경비】 긴급 소방구조대 시설정비비 보조금 49.9억엔

·침수지역과 토사붕괴 현장에서 활동하는 특수차량 등, 효과적인 소방 활동에 필요한
차량·기자재를 정비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3개년 긴급대책 관계]
【주 경비】 대규모 수해·토사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소방구조대 긴급대책사업 13.9억엔

(b) 소방의 광역화 추진 등 소방 방재체제의 충실 및 강화

15.6 (16.3)

·각 지역의 다양한 소화·구급·구조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 광역화와
소방 업무의 일부 연계·협력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추진
【주 경비】 시정촌의 소방 광역화 및 연계·협력 추진 0.2억엔

·주민 생활의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 수조(내진성 저장 수조) 등의 소방
방재시설 정비를 촉진
【주 경비】 소방 방재시설 정비비 보조금 13.5억엔

·구급차의 적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급 안심 센터 사업 (#7119)의 전국 전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구급 활동 기록의 디지털화 등을 검토
【주 경비】 #7119의 전국 전개 등에 의한 구급 수요 대책의 충실 강화 0.2억엔

·휴대전화 등으로 119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긴급 통화 시 위치 정보
통지 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대해 검토
【주 경비】 119번 통보의 향후 과제 등에 관한 검토 0.1억엔

(c) 여성 소방대원의 활약추진 증대
·소방대원을

목표로

하는

여성의

취업설명회

개최와

소방본부의

0.4 (0.4)
증가를

선진적

도모하기

대응

위해

여학생을

지원(시범사업)에

대상으로

더해,

새로운

한
홍보

모체의 활용을 포함하여 여성 소방대원 PR홍보와 소방본부의 간부 대상 설명회의
신규개최 등 소방본부로의 지원을 강화
【주 경비】 여성 소방대원 활약추진의 증대 0.4억엔

(d) 화재 예방대책 추진
·각종

건축물의

방화안전대책

1.7 (1.6)
실태조사로

화재

예방

실효성

향상

검증·재검토 및 출입검사에 의한 소방법령과 관련된 위반시정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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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제체계의

【주 경비】 화재 예방의 실효성 향상, 위반 제정 추진에 따른 안심·안전의 확보 0.3억엔

·노후화에 의한 부식·열화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효과적인
예방

보전과

관련된

방안이나

위험물

취급자의

보안

강습

커리큘럼의

재검토,

위험물 시설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 검토
【주 경비】 위험물 시설의 자연재해 대책 등에 관한 검토 0.5억엔

·과소지역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연료공급체제 구축을 주시하고, AI·Io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급유취급소의 안전대책 방향성에 대해 검토
【주 경비】 과소지역 등의 연료공급 인프라 유지를 위한 안전대책 0.2억엔

(e) 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소방 방재력의 강화

5.1 (4.9)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제품화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실용화 추진
【주 경비】 소방방재과학기술 연구추진제도 1.3억엔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대응하는 소방 현장에서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 개발 실시
【주 경비】 소방 로봇시스템의 실증배치에 따른 최적화 개량·양산형 사양 책정 0.7억엔
화재 연소 시뮬레이션 고도화에 관한 연구 개발 0.6억엔
소화 활동 시 순직·수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 개발 0.1억엔 (신규)
화산 폭발에 따른 낙진이 소방 활동과 위험물 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0.1억엔 (신규)(재게)

(2) 지역 방재력의 중심이 되는 소방단 및 자주 방재 조직 등의 충실 강화 23.5 (23.4)
(a) 소방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방재력의 충실 강화를 위한 대응 지원

1.7 (1.1)

·장래의 인구 전망이나 재해 발생의 우려 등을 근거로 하여 소방단 체제에 관한
중기적인 계획의 책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 방재력의 내실 강화를 위한 지역논의
【주 경비】 소방단 체제에 관한 중기적인 계획책정 시범사업 0.2억엔 (신규)

(b) 소방단 장비·훈련의 충실 강화

18.7 (18.8)

·소방단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조용 기자재 등을 탑재한 소방펌프
자동차의 무상대출을 시행하는 동시에 구조용 기자재 등의 정비를 추진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3개년 긴급대책 관계]
【주 경비】 지역 방재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소방단에 관한 긴급대책사업 16.4억엔

·소방 장비의 충실을 위해 구조용 기자재 등의 기술 강습 실시
【주 경비】 구조용 기자재 등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한 기술 강습 실시 0.5억엔 (신규)

(c) 소방단에 여성과 청년의 가입 촉진

2.3 (2.5)

·여성과 청년 등의 입단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기업과 대학 등과
연계하여 수행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여성 소방 단원 활성화 대회나 지역 방재력
향상 심포지엄 등을 개최
【주 경비】 기업·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청년 등의 소방단 가입 촉진 지원사업 1.2억엔
전국 여성 소방 단원 활성화 대회 0.2억엔

·소방단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방 PR 동영상 콘테스트, 포스터, SNS, 잡지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실시
【주 경비】 소방단 가입 촉진 홍보 실시 0.5억엔

(d) 자주 방재 조직의 충실 강화
·자주

방재

조직의

재해대응

0.9 (1.0)
능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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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주

방재

조직과

소방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을 지원
【주 경비】 자주 방재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 0.1억엔 (신규)
재해 전승 10년 프로젝트 0.3억엔

15. 재해 시 정보전달 환경정비

53.4억엔

(1) 지방공공단체의 방재 정보 등 전달체제 강화

13.1 (10.8)

·지방공공단체의 호별 수신기 등, 재해 정보 전달 수단의 정비에 관한 과제 공유·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문을 파견
【주 경비】 재해 정보 전달체제의 강화 0.2억엔

·대규모 재해 시에 국가 및 지방에서 최신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방재 정보시스템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검토를 실시
【주 경비】 방재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조사·검토 0.3억엔 (신규)

·최근 대규모 지진, 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잦은 상황에서 지방공공단체 등의 요구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핵심 정보 전달 수단인 J경보 기능을 강화
【주 경비】 J경보의 운용 · 보수 · 개정 4.9억엔

(2) 피난소 등 공중무선 LAN 환경정비

8.6 (11.8)

(a) 피난소 등 공중무선 LAN 환경정비

8.6 (11.8)

·방재 거점(학교 등의 피난처·피난 장소, 관공서) 및 재해 발생 시의 정보 전달 수단의
강화가

요망되는

공적인

거점(박물관,

문화재,

자연공원

등)에서

Wi-Fi

환경의

정비를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주 경비】 공중무선 LAN 환경정비 지원사업 8.6억엔

(3) G 공간정보의 활용 추진

0.5 (0.6)

(a) G 공간정보의 활용 추진

0.5 (0.6)

·L-ALERT (재해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활용 추진 증대를 위한 보급 계발 등을 실시.
또한 G 공간 정보의 활용에 관한 인재 육성과 보급 계발을 실시하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과제 해결 등을 촉진
【주 경비】 지역 방재를 위한 G 공간 정보 활용 추진 0.5억엔

(4) 방송 네트워크의 강인화

31.1 (83.5)

(a) 방송 네트워크의 강인화

31.1 (83.5)

민방라디오의 난청 해소 지원
·라디오의 난청 해소를 위해 중계국의 경비비용 일부를 보조
【주 경비】 민방라디오 난청 해소 지원 사업 2.0억엔

중계국 등의 내재해성 강화 지원
·대규모 재해 시, 중계국의 계속 진행 방송을 위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중계국의
내재해성 강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주 경비】 지상 기반방송 등에 관한 내재해성 강화 지원 사업 1.6억엔

방송 네트워크 정비 지원
·방송 네트워크의 강인화로 재해 발생 시에 정보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①TV·라디오 등의 예비 송신소 설비, 재해 대책 보완 송신소, 긴급 지진 속보 설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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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케이블 TV간선의 2 루트화 등
③재해정보 등 방송·전송시스템(자동기동 라디오 보급에 이바지하는 자동 독상장치,
지역 BWA기지국 등)의 정비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
【주 경비】 방송 네트워크 정비 지원 사업 3.8억엔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의 광케이블화에 관한 긴급대책
·2018년 7월의 호우로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의 국사, 전송로 등을 긴급 점검하여
국소적인

수해

강화(케이블

과제에

텔레비전

대처하기
네트워크

위해
광화)를

케이블
위한

텔레비전
긴급대책을

네트워크의

내재해성

실시

·

[방재

감재,

국토강인화 3 개년 긴급 대책 관계]
【주 경비】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의 광케이블화에 관한 긴급 대책 사업 10.0억엔

Ⅴ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의 확보
16. 우정사업 유니버설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

7.6억엔

(1) 유니버설 서비스의 확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 사업전개,
우체국의 편리성 향상

7.6 (5.4)

(a) 우체국의 활용 촉진

0.2 (0.2)

·우체국을 국민생활의 안심·안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선
새로운 사업 전개 및 우체국 편리성의 향상 촉진
·우정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
【주 경비】 우체국 활성화 추진사업(우체국×지방자치단체 등×ICT) 0.2억엔

(b) 유니버설 서비스의 확보
·개정

우정

민영화법의

규정을

7.3 (5.2)
근거로

하여

우정

3사업의

유니버설

서비스가

착실하게 제공되도록 적절히 지도·감독
·유니버설 서비스를 미래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적절한 실시 및 방안
검토
【주 경비】 우정행정의 적정한 감독 0.5억엔

17. 은급의 적절한 지급

1,649.1억엔

(1) 은급의 적절한 지급

1,649.1 (1,990.6)

(a) 수급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은급 지급

1,649.1 (1,990.6)

·은급 청구에 대해 적정·신속한 처리를 함과 동시에, 정중한 상담대응으로 수급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
·수급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연액 수준을 확보
【주 경비】 은급비 1,639.7억엔

18.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정비

822.7억엔

(1) 공적 통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통계 작성프로세스의 적정화와 조사 실시기반의 정비
3.6 (3.0)
(a) 통계위원회 기능의 충실 강화

1.0 (0.7)

·담당 각 부처에 한해 대응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계위원회의 지도하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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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대응하는

동시에,

소관

통계가

적고

통계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부처에는 기술적 관점에서 통계 간사를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통계위원회
사무국에 통계기술 전문가를 모아 각 부처에 파견한다.
【주 경비】 정부통계의 기술적 과제 해결 및 개별 통계의 품질 향상에 관한
분석 업무 0.1억엔 (신규)
통계위원회의 통계기술에 관한 전문가 파견업무 0.1억엔 (신규)

(b) 각 부처의 통계 작성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창구 설치

0.1 (0.0)

·각 부처의 통계 작성과 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상담·지원창구의 정비
【주 경비】 각 부처의 통계 작성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창구 설치 0.1억엔 (신규)

(c) 통계 전임직원의 증원

0.6 (신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국가의 통계조사 품질관리(조사 데이터의 체크체제 강화
및 통계조사원 업무 등의 지도체제 강화)를 위해 지방 실사기관의 핵심인 통계
전임직원을 증원한다.
【주 경비】 통계 전임직원의 증원 0.6억엔 (신규)

(d) 통계 조사원의 확보 육성 지원
·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

및

민간

1.1 (1.1)
등의

지식을

도입하면서

교육의

충실이나

통계

조사원의 지식 공유, 새로운 통계 조사원의 확보·육성을 도모
【주 경비】 통계 조사원의 확보 육성 지원 0.3억엔

(e) 통계 인재의 확보·육성 등

0.8 (1.1)

·각 부처나 지방공공단체를 위해 온라인 연수와 집합 연수를 조합함으로써 효과적인
통계 연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용 데이터 사이언스·온라인 강좌의 제공이나 정부
통계의 이용·활용에

관한

실천적인

세미나의 실시를

통해

통계 활용능력을

가진

‘데이터 사이언스력’이 높은 인재의 육성 등을 도모
【주 경비】 통계 인력의 확보·육성 등 0.7억엔

(2) 국세조사의 원활한 실시 및 경제통계의 개선

815.8 (101.1)

(a) 2020년 국세조사 실시

727.9 (25.1)

·국내 인구·세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개시부터 100년을 맞는 국세 조사를
착실하게 실시하여 지역 진흥, 경제 활성화 등 각종 행정 시책 기타 기초 자료를
얻는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답변을 더욱 추진하고 응답의 간편함과 정밀도의 향상,
게시자 부담의 경감을 꾀함
【주 경비】 센서 경비 727.9억엔

(b) 시대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경제통계의 정비

81.9 (69.8)

·5년에 한번(다음은 2021년)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 ‘경제 센서스-활동조사’의 보다
확실한

실시를

위한

기반정비와

‘경제구조

실태조사’(2019년에

창설)

및

‘공업통계조사’의 원활한 실시 등, 시대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포괄적인
경제통계 체계적 정비를 추진
【주 경비】 경제 센서스 경비 52.4억엔

공업통계조사 경비 4.9억엔

경제구조 실태조사 경비 23.1억엔

사업소모집단정비 경비 1.6억엔

(c) 산업연관표의 SUT체계 이행 및 생산물 분류의 책정에 따른 경제통계 개선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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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통계의 베이스인 SUT(공급·사용표)를 산업연관표에 거치지 않고 기초통계에서
직접 작성하는 ‘SUT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추진
【주 경비】 산업연관표의 SUT체계 이행을 위한 준비 경비 0.5억엔 (신규)
생산물 분류의 책정에 따른 조사연구 0.2억엔

(d) 가계통계의 개선 및 개인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新 지표의 지속 개발 5.2 (5.5)
·가계조사에서
나아가서는

온라인
조사

가계부의

결과

정도의

기능

확충을

향상을

실시하여

도모하는

동시에,

보고자

부담의

경감,

보다

속보성이

높은

소비동향 지수(CTI)의 지속 개발에 필수인 빅 데이터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응 추진
【주 경비】 가계통계 개선 1.6억엔
개인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 3.6억엔

(3) 국민에게 통계 사용을 더 쉽게하는 것을 목표로 한 통계 데이터의 고도화 및 이용
촉진

3.3 (3.5)

·보안을 확보하면서 고도의 데이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온사이트 시설)에서
조사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한층 추진하는 동시에,

정비하고,

사회

전체의

통계

‘정부 통계 종합 창구(e-Stat)’에서

통계 데이터를 고도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
【주 경비】 통계데이터 이용 활용의 촉진 1.7억엔

통계데이터의 오픈화 추진·고도화 1.6억엔

19. 행정의 업무개혁 가속화

16.2억엔

(1) 정책평가 등의 조치를 통한 EBPM 추진

0.6 (0.9)

·정책효과의 파악·분석방법의 실증적 공동연구에 의한 EBPM의 리딩케이스 제시
【주 경비】 정책효과의 파악·분석방법의 실증적 공동연구 0.6억엔

(2) 행정평가국 조사 기능 및 행정상담 기능의 충실·강화

9.3 (9.7)

·각 부처의 업무 실시 상황 등에 대해서 정책 효과나 각 부처의 업무 운영상의
과제를 파악·분석해, 개선 방책을 제시(총무성으로서 지방이 직면하는 과제의 해결을 지지)
·특정 과제에 중점화한 콤팩트한 조사나 정부로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에 대해
기동적인 조사를 실시
【주 경비】 행정 평가·감시 실시비 1.1억엔

·대재해 등의 긴급 시에 행정상담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이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 특별행정상담소 개설 등)
·전국 약 5,000명의 행정 상담 위원과 연계하여 행정 상담 기능을 충실·강화
【주 경비】 행정 상담제도 추진비 8.2억엔

(3)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업무개혁(BPR) 추진 등

6.3 (7.4)

·각 부처 업무의 근본적인 재검토 추진. 행정통칙법의 적정 운용. 독립행정법인의
전문성 등을 살려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책 추진
【주 경비】 정보 공개 제도, 행정 불복 심사제도 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경비 1.2억엔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 위원회 개최 등 경비 0.1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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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권자 교육의 추진과 투표하기 쉬운 환경 정비

2.6억엔

(1) 민주주의를 담당할 청년에 대한 주권자 교육 추진

1.2 (1.2)

·정치 및 선거에 관한 교육의 충실
① 고교생에 맞춘 부교재를 작성·배포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강연수업이나 주권자교육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 책정
등을 지원
·참가·체험형 학습의 촉진
① 지역에서 개최하는 참가·체험형 학습 이벤트의 실시 지원
【주 경비】 참가와 실천을 통한 정치의식 향상에 필요한 경비 1.2억엔

(2) 투표하기 쉬운 환경 정비의 업그레이드

1.4 (2.5)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의 조기 도입을 위한 조사·검증 사업
【주 경비】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 향상에 필요한 경비 1.4억엔

21. 그 외 주요사항

317.7억엔

(1) 정당 교부금

317.7 (317.7)

·‘정당조성법’에 근거한 법인 정당에 대해 교부하는 정당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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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아태지역사무소

부이사관

5

김중열

지역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지원정책 사례 소개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해외 컨설팅 지원방법
4.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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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지원정책 사례 소개(요약)
- 8 steps를 중심으로 □ 추진배경
◦

재난분야에 있어서 오랜 해외지원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 JICA의 8 STEPS
사례를 통해, 재난위험요인의 실질적 해결 방법과 절차, 지원 노하우를 공유

□ 주요내용
◦

는 저개발 국가 지역의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일의 흐름에 따라 8가지 8 STEPS으로 구성되어 있음

8 STEPS

▪ STEP 1 : 지역의 위험요인 정보를 수집
▪ STEP 2 : 지역의 재난위험을 이해
▪ STEP 3 : 국가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의 재난위험경감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
▪ STEP 4 : 장, 단기 시간을 고려하면서 지역의 잔존 위험을 확인
▪ STEP 5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필요한 재난위험경감 조치들을 리스트화
▪ STEP 6 : 재난위험경감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함
▪ STEP 7 : 필요한 수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함
▪ STEP 8 : 재난위험경감 조치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이후, 필요한 재난경감조치들의 우선순위와
실행을 위한 시간계획을 수립
◦ 예산배분까지 연계함으로써, 재난위험경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사업지원설계
◦

□ 시사점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ODA지원프로그램을 브랜드로 개발
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74 -

지역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지원정책 사례 소개
- 8 steps를 중심으로 1. 추진배경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원조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재난분야에 있어서 오랜 해외지원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 JICA의 8 STEPS 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 EU,

1)

□

구체적인 재난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ODA 컨설팅 지원절차 노하우를 알아보고자 함.

2. 주요 내용
 STEP 1 : 지역의 위험요인 정보를 수집
- collecting local hazard information□

위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요인(hazard)를 확인하고, 어디에 위험요인
(hazard)이 있고, 노출정도는 얼마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험(risk)을 먼저
파악하여야 함.

□ <

핵심질문>

재난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대상 지역 안에서 어떤 종류의 위험이 존재하는가?
▪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가?
▪

◦

◦

위험요인에 대한 data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상위기구에 의해서 준비된 위험요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재난의
역사적 기록과 경험 등에 근거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함.

1) 이 글은 일본 JICA의 8 STEPS Practical Method For Developing Local DRR Strategies/Plans 설명
자료에 근거하여 요약,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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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지역의 재난위험을 이해한다.
- Understanding local disaster Risks □

◦

□

◦

위험요인(Hazard)과 이에 대한 노출(Exposure)이 서로 중복될 때 이것이 위험
(Risk)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이 이러한 위험요인(Hazard)에
노출되어 위험(Risk)이 되는지를 확정함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위험(existing risks)과 발생
가능한 미래의 위험(future risks)을 모두 파악함
또한,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한 조건 하에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공공시설,
학교, 등 더 중요한 기반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함. 재난피해 발생 시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험을 확인하고 위험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2020년까지는 어떠한 위험(Risk)을 경감시키고, 2020년 이후에는
어떠한 위험(Risk)을 경감시키는 것과 같이 위험(Risk)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함

□ <

핵심질문>

▪ 어느 지역이 위험(Risk) 아래에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미래에 어느 지역이 위험(Risk)에 직면할 것인지? 그 이유는?
▪ 어떤 종류의 재난이 가장 위험(Risk)한 지?
▪ 도시개발계획의 내용과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 중요사회 기반시설과 기초 서비스 시설은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

데이터 확보 방법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핵심기반시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활용하고, 도시개발계획과 그것의 장래계획 등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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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의 재난위험경감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
□

다음으로

위험(Risk)한 지역을 확인했으면, 기존에 중앙정부나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핵심질문>

▪ 해당 지역에 위험(Risk)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 해당 지역에 위험(Risk)을 경감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진행될 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 재난위험경감관련 관련된 조직은 어디인지?

□

중앙정부에 의해 확정된 도시계획이나 재난위험경감계획에 근거하여,
각 재난유형에 따른 구조적 조치를 확정함
◦

또한, DRR을 위한 조직, 대비 등을 다루고 있는 문서들도 참조를 함

 STEP 4 : 장, 단기 시간을 고려 지역위험을 확인함
□

계획된 조치들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완료된 이후 여전히 남아 있는
잔존 위험을 확인함.

□ <

핵심질문>

▪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조치들이 완료된 이후에 어떠한 위험이 감소되었는가?

▪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는가?
▪ 남아있는 위험(Risk)은 무엇인가?

□

경감조치들을 마무리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적 조치들의 실행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시간의 진행순서에 따라 잔존위험의 변화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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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 지방정부에 의해 필요한 모든 DRR조치들을 리스트화 함
□

지방정부에 의해 필요한 모든 DRR 조치들을 리스트화 함
◦

□ <

잔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모든 구조적. 비구조적 조치를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리스트화 함
핵심질문>

▪ 재난경감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러한 조치들이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될 수 있는가?
▪ 어떠한 수준(중앙. 광역, 기초 등)의 정부가 그러한 조치들을 다룰 수 있는가?

□

<

브래인 스토밍 등을 통해 모든 조치들을 리스트하는데 다음과 같은 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예시>
구조적 조치(Structural)

경감(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도로보수(중기, 지방정부)
다리 높임(장기, 중앙정부)
대피지역에 대한
접근로 건설

비구조적
조치(Non-structural)
토지이용규제

재난경보전파체계 개선

 STEP 6 : 재난위험경감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함
□

다음 단계로는 어떠한 재난위험경감조치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설, 비용효과측면, 재정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잔존 위험(Risk)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리스트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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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이고 비구적인 조치의 가장 좋은 균형을 추구함.

◦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승인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확보함.

□ <

핵심질문>

▪ 잔존 위험을 줄이는데 어떠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가?
▪ 위험을 줄이는데 어떠한 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조치들인가?
▪ 어떻게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나 스스로가 시장으로서 관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가정하고, 관할 지역을 보다 회복력 있게(Resilience)하는데 있어
필요한 리스트를 도출하도록 함
◦ 핵심은 단순히 용이한 정책이 아니라 , 위험 (Risk)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들이어야 함.

□

 STEP 7 : 필요한 수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함
□

우선순위가 정해진 조치들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발견함. 예를
들어, 각 조치별로 지방정부예산,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 국제사회
등 외부 지원펀드에 대한 요청 등 다양한 소요재원 확보전략을 마련함.

□ <

핵심질문>

▪ 관련된 조직들은 어디인가?

▪ 어떻게 관련된 조직들이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 관련된 조직들 사이의 협상절차는 무엇인가?(예들 들어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다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진행한다든지, 자금지원기관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

실행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확인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내부 외부의 자금지원을 찾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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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R

예산배분과 관련된 사례

예산배분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사례, 필리핀 재난위험경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에 따르면, 예산배분은 시 전체예산의 5%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 DRR

에 따르면, City of San
Pedro도시는 자체적으로 결의를 통해 2018년 61,500,000 php이상을
재난위험경감 및 관리예산으로 배분

◦ City of San Pedro, resolution N0-2018-52

 STEP 8 : 재난위험경감 조치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계획,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처음 출발이며, 그 다음은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위험정보와 국가의 재난위험경감전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

핵심질문>

▪ 실행에 있어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 얼마나 자주 그 계획은 검토되어야 하는가?
▪ 어떠한 요소가 검토되어야 하는가?(위험정보, 국가의 DRR 계획, 토지이용 등)
▪ 재개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3. 해외 컨설팅 지원방법
□

해외지원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외개발지원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의사, 수원국의
역량수준, 그리고 수원국 관계 부처 등의 종합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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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8 STEPS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과 연계, 업무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저개발국에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

□ JICA

□
◦

◦

◦

◦

사업집행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먼저 수원국 해당 지자체, 그리고 DRR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예산부처,
시설물 관련 부처 등을 먼저 파악하고, 실무자들로 팀을 구성함
다음, 본격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doner 국가로 초대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사업절차 등의 교육을 먼저 실시함
그리고 수원국 방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면서, 사업초기 단계부터 중앙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공유함.
이렇게 사업초기단계에서부토 모든 이해관계기관들로 팀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재난위험경감계획을 수립
하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에, 효과적인 중앙정부
예산지원 및 계획승인 등이 가능.

4. 시사점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이후, 필요한 재난경감조치들의 우선순위와
실행을 위한 시간계획을 수립.
◦ 예산배분까지 연계함으로써, 재난위험경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사업지원설계를 한 것에 의의가 있음.

□

□

해외 ODA사업을 기획, 추진함에 있어. JICA와 같이 Doner국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브랜드로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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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실행과정에서도 수원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정책담당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초청, 교육을 제공하는 등 프로젝트와 역량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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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경제 및 산업 현황 분석

가. 주요 기업활동 및 에너지 수주 등 협력 현황
○ 우즈벡 주요 경제지표(1-6월)

- GDP(명목) : 222조숨(약 263.5억불), 전년동기대비 5.8% 성장
- 고정자산투자 : 85.8조숨(약 102억불), 전년동기대비 58.9% 증가
- 교역 : 197억불(수출 84.3, 수입 112.5, 수지 -28),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
- 명목임금 : 1~6월 평균 월 209만숨(약 248불), 전년동기대비 30.1% 상승
- 소비자물가 : 6월 기준 연초 대비 5.6% 상승 (전년동월대비 13.7% 상승)

○ 한-우즈벡 무역 및 투자 동향

나. 한-우즈벡 무역 및 투자 동향
○ 무역 동향

월간 양국간 교역은 수출 12.5억불, 수입 1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12.6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도 전년 동기 대비
12.4억불 시현
- 수출은 `19.1~7월간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12.5억불 기록하였으며
우즈벡의 전체 수입액 중 한국의 비중은 12.8%
- 수입은 `19.1~7월간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1,246만 불 기록
○ 투자 동향
- 한국의 對우즈벡 투자는 `92년 수교 이후 `18년까지 총 316건, 7억불
기록(실투자액 기준)
- `18년 투자는 36건, 1,768만불이며, 제조업이 685만불(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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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즈벡 외환 동향 및 전망

○ 환율동향
- 숨화 공식환율*은 8,400대 돌파 후 안정화, `18.8월 중순까지 6개월 이상
하락하던 환율이 급반전, 급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9.2월 이후 안정세를 보임
* `17.9.5 : 8,110숨, `18.8월초: 7,781숨 `19.5.24 현재 8,495숨
- 주변국 통화 약세, 무역수지 악화 우려 등이 숨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긴축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안정화
○ 외환거래소(RCE)를 통한 환율결정체계 지속
- RCE에 집중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일반은행 간 OTC 거래는 거의 없음
- 관리변동환율제를 통해 환율을 일정 범위내 유지

라. 에너지 자원 동향

○ 우즈벡 에너지 및 자원 현황
- 2019.1-3월 우즈벡의 총 광업생산(유가스 포함)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9조숨(약 10.7억불)이며, 전체 산업생산의 13.4% 차지
- 광업생산 중 ①유가스.석탄 83.8%, ②금속광석 12.7%, ③기타 3.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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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즈벡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1. 국내총생산(GDP) 현황

우즈벡의 2019년 1~6월간 GDP(명목)는 222조 220억숨(약 263.5억불)으로 전년동
기대비 5.8% 성장
ㅇ 1인당 GDP는 665만숨 (약 789불)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타슈켄트시가 전체 GDP의 14.4%인 31조 9,353억숨
으로 가장 크고, 시르다리아주가 4조 5,359억숨으로 최소
ㅇ GRDP 성장률은 타슈켄트시와 카라칼팍공화국이 7.2%로 가장 높고, 나보이주
가 3.3%로 가장 낮은 성장률 시현
ㅇ 1인당 GRDP는 나보이주가 1,532만숨 (약 1,818불)으로 가장 크며, 우즈벡
전체 평균의 약 2.3배 수준
□

2. 부문별 경제활동

산업부문) 2019년 1-6월 우즈벡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147.8조숨 (약 175.4억불) 기록
ㅇ 업종별 산업생산 비중은 △ 제조업 79.4%, △ 광업 13.1%, △전기 ‧가스‧냉
난방 6.7%, △상하수도‧폐기물 0.8% 등 차지
ㅇ 지역별 산업생산 비중은 △타슈켄트주 16.7%, △타슈켄트시 16.5%, △나보이주
13.2%, △안디잔주 10.1% 등 차지
ㅇ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117.3조숨(약 139억불)으로, △고기술
(high-tech) 비중은 1.5%→1.4%, △중기술(medium tech) 60%→63.2%,
△저기술(low-tech) 38.5%→35.4%로 변화
□ (농어업부문) 2019년 1-6월 우즈벡의 농어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82.4조숨 (약 98억불) 기록
ㅇ 분야별로 △축산물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45.1조숨, △농작물 34.9조숨,
△임산물 2.6조숨, △수산물 0.4조숨 등
□ (서비스부문 ) 2019.1-6월 우즈벡의 서비스 생산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84.2조숨 (약 100억불) 기록
□ (

3. 교역 동향

년 1-6월 우즈벡의 총교역은 196.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
ㅇ (수출 ) 84.4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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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수출 추이(억불) : (’15) 125.1 → (’16) 120.9 → (’17) 125.5→ (’18) 142.5
- 품목별로 금이 21억불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에너지․석유제품은
28.1% 증가한 14억불 기록
ㅇ (수입 ) 112.4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우즈벡 수출 추이(억불) : (’15) 124.2 → (’16) 121.4 → (’17) 140.1 → (’18) 195.5
- 우즈벡 내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기계설비의 수입 증가로 자동차․기계설비
수입이 46.9% 증가
ㅇ (무역수지 ) 28억불 무역적자 시현
* 우즈벡 무역수지(억불) : (’15) +0.9 → (’16) -0.5→ (’17) -14.6 → (’18) -53
□ 국가별 교역규모는 중국이 38.9억불로 가장 크고, 러시아 29.8억불, 카자흐
16.8억불, 한국 13.4억불 , 터키 11.8억불 순
ㅇ 비CIS 국가와의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128억불로 전체 교역
액의 65.2%를 차지
①

④

②

③

⑤

4. 투자 동향

년 1-6월 우즈벡의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85.8조숨(약 102억불)으로 전년동
기대비 58.9% 증가
ㅇ (지역별) 타슈켄트시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21.1%인 18조숨으로 가장 크고,
1인당 투자규모는 나보이주가 1,013만숨으로 최대
ㅇ (분야별)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기계‧설비(50.9%), 건설‧시공(40.8%), 기타
비용(8,3%)으로 구분
- 업종별로는 △제조업 24.0조숨(28.0%), △전기․가스․냉난방 12.1조숨(14.2%),
△주택 10.4조숨(12.1%), △농업 7.2조숨(8.5%) 순
ㅇ (재원별) 주요 투자재원은 △정부예산‧기금 13.1조숨(15.2%) △정부보증 외국차관/
대출 13.7조숨(16.0%), △외국인직접투자 14.3조숨(16.9%) 등

□ 2019

①

②

5. 기업활동 동향

③

일 현재 우즈벡 내 등록법인은 총 38.9만개이며, 이중 95.5%인 37만개
법인이 운영중
* 2019.1-6월간 전년동기대비 1.9배 이상 증가한 5.6만개 법인이 신규로 등록
ㅇ (지역별) △타슈켄트시 8.1만개(20.8%), △타슈켄트주 4.0만개(10.4%), △페르가
나주 3.4만개(8.8%), △안디잔주 3.2만개(8.2%) 등
ㅇ (업종별) △상업 9.5만개(24.5%), △제조업 6.9만개(17.8%), △건설 3.3만개(8.7%),

□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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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2.8만개(7.4%), △음식숙박업 2.4만개(6.4%) 등
ㅇ (외국계) 외국자본 참여법인은 총 9,014개 운영중이며, 2019.1-6월간 신규로
등록한 외국계 법인은 1,715개
△

1)

2)

6. 임금‧물가 동향

임금) 2019.1-6월 평균 명목임금은 월 209.2만숨(약 248불)으로 전년동기대비
30.1% 상승
* 2019.6월 기준 명목임금은 월 223만숨(약 265불)으로 전년평균대비 22.5% 상승
* 2019.8.1 기준 최저임금은 월 634,880숨
ㅇ 업종별로 △은행․보험 405만숨(93.3%↑), △IT․통신 377만숨(80.4%↑), △제조 298만숨
(42.2%↑), △운송․보관 263만숨(25.8%↑), △건설 241만숨(15.1%↑) 등
□ (물가 ) 6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연초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식품 5.9%, △비식품 5.2%, △서비스 2.5%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6% 상승(식품 16.3%↑, 비식품 10.9%↑, 서비스 12%↑)
7. 우즈벡 자원동향
□ 2019.1-6월 우즈벡의 총 광업생산(유가스 포함)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19조숨
(약 10.7억불)이며, 전체 산업생산의 13.1% 차지
ㅇ 광업생산 중 유가스․석탄 82.3%, 금속광석 13.5%, 기타 4.2% 차지
ㅇ 주요 광종별 생산량은 △천연가스 30.5BCM, △원유(가스콘덴세이트 포함) 139만톤,
△석탄 151만톤 등 기록
□ 2019.1-6월 에너지 ․자원 관련 투자는 18.5조숨 (약 22억불)으로 우즈벡 전체
고정자산투자 중 34.4% 차지
ㅇ 세부적으로 △전기․가스공급 12.1조숨(14.2%), △유가스 3.6조숨(4.2%), △광업
(유가스 제외) 2.7조숨(3.2%) 등 분야 투자
ㅇ 전체 외국투자(FDI+차관) 32.4조숨중 에너지․자원 분야가 57% 차지
□ (

①

②

8. 무역투자 동향

③

총괄) `19년 1~7월 기준, 양국간 교역은 수출 12.5억 달러, 수입 1,200만 달러로 총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1.6%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2.4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
□ (수출) `19년 1~7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32.3% 증가한 12.5억 달러 기록
ㅇ (건설중장비, 철구조물) 건설경기 호조로 인해 장비 및 자재 수요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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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6월 기준, 우즈벡 전체 건설업 규모는 34.4조 숨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통계청)
* 건설중장비 세부품목 : 불도저, 앵글도저, 포크레인, 탬핑머신, 로드롤러
* 철구조물 세부품목 : 다리와 교량에 쓰이는 난간 또는 기둥류
ㅇ (자동차 부품 , 화물자동차 ) 자동차 부품과 화물자동차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완성차는 휴가 시즌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부진
ㅇ (기타산업기계) 정부의 정책지원 및 역내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 증가로 기계설비 및 기자재 수요 확대 지속
* 19년 6월 기준, 우즈벡의 고정자산 투자는 25.6조 숨으로 전년 동기대비 46.3% 증가(통계청)
□ (수입) `19년 1~7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한 1,246만 달러 기록
ㅇ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펄프, 순면직물, 식물성한약재, 과실류, 면사 등 1차
농업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한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투자 (누계 기준 ))
ㅇ (연도별) `92년 수교 이후 `19년 2분기까지 321건 7.15억 달러를 기록하
였으며, 이 중 `19년 투자규모는 5건, 720만 달러를 기록
9. 건설 시장 동향
≪

상반기 건설시장 동향 요약 ≫

◦ (총 규모) 상반기 총 건설 공사 규모는 39조숨(약 45억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
◦ (부문별) 비정부 부문이 36.6조숨(약 42억불), 정부 부문이 2.4조숨(약 3억불) 규모
◦ (규모별) 대기업 9.5조숨(약 11억불), 중소기업 21.3조숨(25억불), 비공식 부문이
8.2조숨(9억불) 규모임
◦ (유형별) 전체 규모의 76.8%인 30조숨(34억불)이 주택 · 업무용 시설 등 건축 공사

※ 자료 :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 상반기 건설 규모는 39조 숨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든 규모에서 증가, 특히
중소기업의 건설 규모가 대폭 증가함(14.9→21.3조숨)
ㅇ 전체 건설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이 54.6%로 전년 대비 3.3%p
증가, 대기업 및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함
□ 지역별로는 타슈켄트 시티가 8.8조숨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하며 ,
카쉬카다야르주가 2.7조숨으로 7.7% 차지
ㅇ 내각 결의에 따라 무이낙 지역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개발 조치를 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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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팔칵 공화국과 알마자르 시티 건설·지하철 연장 공사 등 시행 중인
타슈켄트 시티가 증가율 상위 기록
□ 17개 프로젝트 , 10억불 외자 유치 계획 발표
ㅇ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17개 프로젝트에 대해 10억불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PPP 개발청장(재무부 차관)이 발표
- 나보이 100MW 태양광 발전소 및 혈액투석센터는 입찰 진행 중
- ADB와 IFC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2,000MW를 증설하여 2030년까지 전력
생산 5,000MW 달성 계획 중
타슈켄트-안디잔,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도로, 혈액종양센터 등 의료시설,
농업 및 식수 공급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PPP 프로젝트를 진행 중
☞ PPP개발청은 PPP사업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는 Agency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 방식은
주무부처와 PPP개발청이 협의하여 결정. 10월 말에 MDB, 주요 부처 등과
함께 PPP 관련 Round Table를 개최할 계정
□ 우즈벡네프트가스 구조 개편
ㅇ ADB 컨설팅를 토대로 우즈벡네프트가스를 우즈벡네프트가스(생산), 우즈트
란스가스(도매), 후두드가스타미너(소매) 등 3개사로 분할
- 우즈트란스가스는 구매 및 판매 독점권을 보유하며, 생산업체로부터 가스를
구매하여 국내외에 독점 판매
- 후두드가스타미너는 지역별로 가스공급 담당 회사들을 통합하여 설립되며,
가정 및 기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가스를 공급
- 우즈벡네트프가스가 보유한 우즈트란스가스 지분 51%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이전되며, 지분 49%는 민간에 매각 예정
☞ 효율성 강화를 위해 우즈벡에네르고도 생산(generation), 송전(transmission), 배전
(distribution) 3개 부분으로 분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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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기관

7

전한성

싱가포르 정부 챗봇(Chatbot)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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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Chatbot) 서비스 도입 배경
2.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3. 시사점

<요약>

싱가포르 정부 챗봇(Chatbot)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1.
○

서비스 도입 배경
정부기관 방문 민원의 50%는 자격요건 질문, 제도 안내 요청
등 단순 민원으로 챗봇(Chatbot)* 서비스를 통한 대응이 가능
* 사람과의 텍스트 또는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부터 민원처리 자동화를 위한‘지능형
챗봇 서비스’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2.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현재 70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챗봇 서비스 제공 중
-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s)로서 이용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할 수 있고, 자연어 처리 기능(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탑재
접속 가능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페이스북 메신저,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에서도
이용한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
3. 시사점
현 싱가포르 정부 챗봇 서비스는 초기단계로서, 단순 정보안내
수준의 단편적 서비스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구글 등 기존 검색엔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필요
도입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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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챗봇(Chatbot)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1.
○

챗봇(Chatbot)* 서비스 도입 배경
싱가포르 정부의 관련 조사결과, 정부기관 방문 민원의
50%는 서비스 혜택관련 자격요건 질문, 제도/정책에 대한
안내 요청 등 단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남
- 단순 민원의 경우, 자동 응답 기능을 갖춘 챗봇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하는 것이 가능함

* 사람과의 텍스트 또는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등 정부와 시민을 이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

○

○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민원처리 자동화를 위한‘지능형 챗봇
서비스’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내에 축적되어 있는 기관별‘Q&A’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질문의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기대 효과≫

○ 365일, 24시간 끊김없는 정부서비스 접속 환경 조성
○업무 소관기관에 관계없이 이용자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현행 콜센터 수요 및 관련비용 절감
○이용자 질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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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개요
싱가포르 정부는 챗봇 서비스(명칭: Ask Jamie)를 2014년부터
구상하기 시작하여 현재70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
동 챗봇 서비스는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s)로서 이용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할 수 있고,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탑재
- 음성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이용자에게 관련 후속 세부질문을 유도하는 기능도 보유
업무 소관기관간 경계없이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아 답변을 제공
2.

○

○

○

※ 예시) 국토부 홈페이지 챗봇을 통해 중학교 등록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
교육부 챗봇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답변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유형
(챗봇 이메일) 챗봇 접속 후, 이메일 작성 및 송수신을 통해 민원 처리
(챗봇 음성) 콜센터로의 전화를 통해 일부 제한적 민원 처리
(챗봇 라이브) 챗봇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
(챗봇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챗봇 서비스에 접근
□ 서비스 이용 지원
챗봇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이용 방법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 챗봇 서비스 첫 화면에 자주 이용하는 질문/답변(FQA)을 제공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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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질문 유도를 위해 문장 자동완성 기능을 도입
- 가능한 한 한 문장에 하나의 질문만 입력하도록 안내하여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황한 질문보다는 키워드 중심의 간단명료한 질문을
사용토록 안내
- 음성을 이용하여 질문할 경우, 가능한 한 주변이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말하도록 안내
관련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챗봇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대답하고, 전체 응답자의 58%는 콜센터 이용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대답(2016. 10월)
□ 향후 추진방향
접속 가능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챗봇 서비스 제공할 계획
- 페이스북 메신저,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이용한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
- 대화형 중심의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여 민원 접수에서부
터 처리까지 가능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
현재 챗봇 서비스 확산 일환으로 콜센터 자동화 시범사업이
싱가포르 사회가족부(MS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챗봇 서비스 기반 정부 콜센터 자동화를 통해 운영비용
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콜센터 요원은 단순 반복 민원처리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복합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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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현 싱가포르 정부 챗봇 서비스는 초기단계로서, 단순 정보안내
수준의 단편적 서비스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중에 있음
- 구글 등 검색엔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
동 서비스 제공시, 이용율 제고를 위해 구체적 이용 가이드라인
제공 노력 등을 병행할 필요
- 아울러, 다양한 매개체(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도입/운영시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검토할 필요

3.
○

○

○

사회가족부(MSF) 챗봇 서비스(Ask Jamie@MSF)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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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MOE) 챗봇 서비스(Ask Jamie@MOE)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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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

서기관

8

신승렬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동향과 시사점
정치적 동향
2. 경제적 동향
3. 정책적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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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동향과 시사점
<요 약>
o

2018~19 라틴아메리카지역은 매우 격렬한 정치적 격변기

o

18~19년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대선이 일제히 있었던 시기로, 상당수
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이는 좌-우파 이념변화를 동반
- 특히 라틴아메리카 3대 국가인 브라질(’18년 좌->우), 아르헨티나(’19년
우->좌), 멕시코(’18년 우->좌)에서 대선 결과 모두 정권 교체가 발생함

o

또한 상당수 국가에서 경제적 불안정과 부정투표 등의 문제로 인한
대규모 국민시위가 발생. 일부 국가는 이로 인한 정권퇴진, 경제적 불안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남
-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대규모
국민시위(Caserolazo) 발생

o

이러한 정치적 격변은 경제적 상황변화를 동반

o

라틴아메리카의

양대

경제협력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

태평양공동체는 양자간 경제협력/통합에 병행하여 역외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내부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제통합과
더불어 역외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변수가 발생
o

라틴아메리카의

양대

경제협력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

태평양공동체는 양자간 경제협력/통합에 병행하여 역외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공동체 내부 간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내부적 경제통합과 더불어 역외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변수가 발생
o

향후 정부간 협력, 경제협력 추진시 리스크 극복을 위한 IDB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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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동향

o

2018~2019년 라틴아메리카의 상당수 국가가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음

o

정치적 격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정권 교체, 다른
하나는 정치적 소요임

o

먼저 정권 교체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정권 교체는 항상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간의 정권교체를 의미함

o

먼저 라틴아메리카 최대국가인 브라질의 경우 2018년 10월 장기
집권(13년)하던 좌파 노동자당에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Bolsonaru)대통령으로 정권 교체 발생

o

반면 남미 대륙의 양대 강국인 아르헨티나는 반대로 기존 우파 대통령
마크리(Macri)대통령이 실각하고 2019년 10월 페론주의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Fernandez) 대통령이 집권
* 페론주의는 과거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후안 페론이 추진한 경제정책으로 주로 빈민층에
대한 무상분배에 초점을 두어,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잡았으며,
현재도 아르헨티나는 페론과 그의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에비타)를 추종하는 이들이 다수임

o

이 외 2017~19년 남미 대륙의 주요국가 대선 결과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는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집권세력이 교체된 반면
*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좌파 모랄레스가 사임하였으며, 새로 대선을 치를 예정

o

중미 지역의 최대국가이자, 라틴아메리카 3대 국가중 하나인 멕시코는
기존 우파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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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2020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중남미부문 자료

o

다음으로 정치적 격변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소요를 시작으로*
* 베네수엘라 소요에 대해서는 본 파견자의 2019 1/4분기 정기 정책보고서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분석과 전망) 참조

o

2019년 하반기에 다수 국가에서 정치적 소요,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

o

볼리비아는 2019년 대통령선거에서 4선을 노리던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리며 사퇴, 인근국가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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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대선 사태>
- 3선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원래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 잎을 재배하던 농부 출신으로,
농민 등 하층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2005년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 당선
- 코카 재배 당시부터 남미지역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반대입장이었으며,
정치인으로서도 계속해서 반미노선을 견지
- 이후 친 서민정책, 건전재정 추진 등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무난하게 재선, 3선에 성공하고
남미 최빈국이던 볼리비아의 경제성장을 선도
- 그러나 헌법상 4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재를 통해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출마한 2019년
대선에서 1차 투표 당시 갑작스런 개표 중단 후 1시간 뒤 속개된 개표에서 모랄레스의
득표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부정투표 의혹 제기
- 유엔과 미주기구(OAS)가 부정의혹을 공식화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부정선거 시위가
발생하였고, 결국 경찰과 군부까지 등을 돌리며 사임 후 멕시코로 망명

∘ 칠레는 2019년 10월 수도인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50원)이
촉발시킨 대규모 시위로 인해 공공서비스 마비와 방화, 시설파괴
등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o

이는 11월 들어 인근국가인 콜롬비아로 확대되어 마찬가지로 2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에콰도르에도 확산
<냄비 시위(Caserolazo, 카세롤라쇼)>

-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시위 방법으로 냄비(casserole)를 들고 나와 수저로 두들기며
소음을 내어서 항의하는 시위
- 주로 불평등과 무능을 방치,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생활고를 상징하는 냄비로 시위하는
전통으로, 금번 칠레, 콜롬비아 시위에서도 적극 사용
- 칠레와 콜롬비아는 모두 최근 우파정부가 집권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이 극대화
되었고
- 이것이 서민층의 시위를 촉발시켰음 (칠레의 지하철 요금 인상, 콜롬비아의 식료품 가격
폭등)

o

이러한 정치적 정권교체 및 소요는 후술할 경제적 동향에 큰 영향. 다시
말해 이 지역의 경제적 동향 파악에는 정치상황의 이해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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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동향
o

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 FTA) 적극 추진
-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 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의
약어로,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족

-

정회원국은 남미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그 외 경제공동체로는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의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 태평양 인접국인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태평양 동맹(PA)가 있음

-

5개 회원국 간에는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공통관세율을 설정, 적용하고 있는 경제공동체

-

인구규모 2.7억, 시장규모 2.5조 달러로 남미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형 공동체이나

-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역외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에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좌파 정부는 보호무역을 선호하므로 FTA 반대, 우파 정부는 FTA선호

-

2018년 브라질에서 13년만에 우파인 보루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남미의 양강이자 메르코수르의 핵심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모두
시장중심주의, 경제개방에 초점을 맞추며 FTA 적극 추진에 나섬

-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12년의 협상 끝에 메르코수르-EU
FTA가 합의됨 (최종 합의문은 협의 중)

-

메르코수르-EU FTA 체결로 인구 7.8억, 세계 GDP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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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2020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중남미부문 자료

o

그러나 정권교체로 인해 메르코수르의 향후 전망에 먹구름
-

‘19년 10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자인 페르난데스
당선에 따라, 자유무역 신봉자이자 FTA 협상을 주도한 브라질
대통령 보로소나루는 메르코수르 탈퇴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발언

-

이에 따라 메르코수르와의 FTA 를 적극 추진중이던 우리나라 역시
FTA 협상에 향후 상당부분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임
* FTA를 주도하던 브라질은 2020년까지 한국,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겠다고
공언하던 상황이었으나, 아르헨티나의 입장변화로 불투명해진 상황

o

태평양동맹(PA)의 부상
-

태평양동맹은 태평양에 접한* 라틴아메리카 4개 국가(멕시코,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결성한 동맹으로, 메르코수르와 유사한 경제적
규모를 가진 대형 경제공동체임(인구 2.3억, GDP 2.1조 달러)
* 콜롬비아, 페루는 태평양 동맹과 별개로 인근 안데스산맥 국가들과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를 별도로 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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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멕시코가 북미FTA(NAFTA) 이후 미국, 캐나다라는 거대 시장의
생산기지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PA 내 영향력 확대

출처: KOTRA 2020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중남미부문 자료

-

PA는 기존 큰 교류가 없던 메르코수르와
최근 관계를 강화하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 통합에 시동을 거는 추세
(’18.7.23~24 PA-Mercosur 정상회의)

-

라틴아메리카의 주요국가를 망라한 양대
경제공동체가 통합될 경우, 인구 5억, GDP
4.6조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는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추진중인 바(’19.9~),이를 호기로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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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

정책적 시사점

미주지역과의 경제적, 행정적 협력 추진시 자주 접하게 되는 장애물은
잦은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적 일관성의 결여임

o

특히 이 지역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권의 변화가 아닌 경제를 포괄하는
이념적 격변(upheaval)을 의미하는 바, 자유무역 등의 경제협력, 정부간
이념적 차이에 따른 협력가능성 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국가의 정권교체에 따른 18~19년FTA에 대한 메르코수르의 급격한
입장변화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냄

o

따라서 해당지역 정부와의 직접적 협의보다는 역내 다자경제기구인
IDB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지역개발 금융기구인 IDB는 개별국가와의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정권교체, 정치적 격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가 가능
-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추진으로 현재 IDB는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바, 이를 적극 활용해 적극적 라틴아메리카 지역 활용의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 끝.

<참고 문헌>

2020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설명자료 “신보호무역주의, 중남미를
통해 극복하자” (KOTRA,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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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서기관

9

김상진

인니 정부개혁, 전자정부 동향
정부개혁 동향: 직무등급(Echelons) 간소화
2.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IT 정보자원 조사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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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니 정부개혁, 전자정부 동향
□ 정부개혁 동향 : 직무등급(Echelons) 간소화

○ 제2기 조코위 정부(2019-24) 5대 역점과제 중 하나가 행정개혁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적자원 역량강화, 인프라 개발, 규제
간소화, 행정개혁, 경제성장이라는 과제를 제시
- 정부개혁은 규제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업무방식 전환,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개혁 등 과제들의 동시다발적 이행이며,
- 그 중 최우선 과제로서 정부부처의 직무등급(Echelons)을 간소화할 필
요가 있고, 먼저 행정개혁부에서 적용하고 타 부처로 확산
○ 핵심내용 : 직무등급 간소화
- 조코위 대통령 지시로 관료제 간소화를 위해 행정개혁부에서 먼저
직무등급(Echelon)을 두단계로 줄이는 작업 추진
- ’19.6월, 전체 공무원(ASN) 수는 4,286,918명(428만명), 고위직으로서
직무등급 공무원이 약 46만명, 간소화 이후에는 6만명 규모로 축소
-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규제를 완화
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유도

□ 중앙정부 IT 정보자원 조사 결과

○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IT 시스템, 인프라 등 관련 정보
자원 조사 실시(19.9.2～9.5: 70개 기관대상 중 44개 기관 참여)
○ 분야별 조사 결과
- 정보시스템 운영 : 44개 기관 1,324개 시스템 확인
- 구축년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시스템의 50%가 구축
- 자체개발은 652개로 54% 이상이며, 최근 외주용역 개발이 증가
- 정보시스템의 개발언어는 70%정도가 php로 개발
- 대민서비스는 647개(49%), 공무원용 대내서비스는 609개(46%)
○ 결과분석 : 기관별 개별 시스템 운용으로 중복심화 및 효율성 저하
- 채용, 민원(불만신고), 정보공개 등 공통분야 시스템‧서비스 중복
- 인사시스템의 중복이 많고, 계획 및 예산관련 정보공유는 부족
- 국민/기업 대상 민원, 인허가, 증명발급 등 서비스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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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동향 : 직무등급 (Echelons) 간소화
□ 추진배경

○ 제2기 조코위 정부(2019-24) 5대 역점과제 중 하나가 행정개혁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적자원 역량강화, 인프라 개발, 규제
간소화, 행정개혁, 경제성장이라는 과제를 제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행정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무등급(Echelon)을 축소하여 전문성과 능
력위주로 관료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개혁 과제 중에서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 정부개혁은 기존 규제의 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업무방
식을 전환,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의식개혁 등 다양한 과제들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정책
- 정부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정부부처의 직무등급(Echelons)을 간소
화할 필요가 있고, 먼저 행정개혁부에서 적용하고 타 부처로 확산
-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개혁이 과정보다는 결과중심(Results orientation)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행정개혁부는 Ⅲ, Ⅳ 등급을 줄이는 정부개혁의 첫 단계를 시작
- 차흐요 행정개혁부장관은 직무등급 간소화작업이 행정개혁을 효과적
으로 만드는 외과수술과 같은 것으로서, 4등급을 2등급으로 간소화한
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최적의 근무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힘
- 행정개혁부에서 먼저 6개월 동안 직무등급 간소화를 실행하고 이를
공개하고 확산할 것이며, 이러한 개혁은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
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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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핵심내용 : 직무등급 간소화
- 조코위 대통령 지시로 관료제 간소화를 위해 행정개혁부에서 먼저
직무등급(Echelon)을 두단계로 줄이는 작업 추진
- 2019년 6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ASN) 수는 4,286,918명(428만명)이고,
고위직으로서 직무등급을 가진 공무원이 약 46만명이며, 이를 간소화
한 후에는 6만명만이 직무등급을 가진 공무원으로 남게 됨
○ 現 공무원 계급 및 직무등급 현황
- 인도네시아 공무원 체계는 높고 구조화된 계층제를 띄고 있으며 계급
(Golongan)과 직무등급(Echelons)에 따라 구분
- 공무원의 계급은 Ⅰ부터 Ⅳ까지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Ⅰ급이 최
하위이며 Ⅳ급이 최상위로서 학력에 따라 속하는 계급이 달라짐
* Ⅰ급은 초‧중등, Ⅱ급은 고등, Ⅲ‧Ⅳ급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

- 각 계급은 근속기간에 따라 다시 4~5개의 등급(a～e)으로 구분되며
총 17개 등급으로 나뉨
계급

GolonganⅣ
GolonganⅢ
GolonganⅡ
GolonganⅠ

등급

a～e
a～d
a～d
a～d

자격요건

인 원 (% )

비고

석박사 1,052,557명(24.55%) Ⅲ급이상 공무원 중
직위 공무원이
대학 2,411,029명(54.24%) 구조적약46만명
고등
779,001명(18.17%)
초‧중등 44,331명(1.03%)

-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에셜론, Echelon)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위로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
에셜론

Ⅰa / Ⅰb
Ⅱa / Ⅱb
Ⅲa / Ⅲb
Ⅳa / Ⅳb

중앙부처

사무차관/비서실장
차관보
국장/감사관/센터장
과장/부국장
팀장

주정부

부지사
국장/부장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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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정부

부단체장
국장
과장

비고

○ 직무등급 간소화의 내용
- 현 직무등급을 간소화하는 것은 구조적 직위의 공무원을 기능적 직
위로 전환하는 것임(현재 196개의 기능적 직위 존재)
- 어떤 구조적 직위를 대상으로 기능 직위로 바꾸어야 할 것인지 찾아
내야 하며, 46개의 정부업무 영역과 600여개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위를 맵핑하는 작업을 수행
○ 직무등급 간소화 대상 : 약 46만명 공무원
- 전체 공무원의 11%에 해당하는 46만명의 에셜론으로 지정된 공무원
중 3, 4 등급을 줄이는 것임
- 에셜론에 해당하는 직위를 줄이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정부내에서 이미 인지
- 지방정부에서는 3,4 등급에 해당하는 구역장이나 읍면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자카르타의 경우 3, 4 등급에 해당
하는 공무원만 5,3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간소화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음
- 현 직위를 분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새 기능적 직위를 만들어
낼 지를 결정해야 함
○ 보상의 문제
- 기능적 직위와 구조적 직위간 수당에서 차이가 있지만, 직무등급을
간소화한다고 해도 보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임
- 구조적 직위에 대한 수당이 조정될 것이며, 규정 또한 바뀔 것임. 좀
더 슬림하고 유연한 관료제를 위하여 구조적 직위와 관련된 규정을
바꿔나갈 것임
○ 옴니버스법(Omnibus Law)을 통한 시행
- 정부부처와 기관들에서 옴니버스법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개혁부가 먼저 시범적용하여 롤모델이 되면 다른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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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따라올 것임
- 중복되는 규제가 투자 인허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며, 대통령
께서 사업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있음
- 중국시장을 떠나는 23개 미국 기업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이전하였음. 이는 인도
네시아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고 절차가 길기 때문
- 인도네시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직무등급을 간소화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전망

○ 모든 공무원들이 동의하진 않지만, 행정개혁부는 이러한 개혁이 정부
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
- 기능적 직위로 전환되면, 모든 공무원은 높은 업무성과에 동기부여될
수 있을 것임. 직무등급 간소화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
라고 격려하는 것임
- 전체적인 정부개혁의 시작점으로서 구조적 직위에서 발생하는 실정,
잘못된 행정, 부패를 줄이는 것이고, 공무원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드
는 방법임
○ 향후 제도개혁 및 시행을 통해 성과를 발표하게 되면 조직구조와 근
무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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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정부 IT 정보자원 조사 결과
□ 정보자원 조사 개요

○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IT 시스템, 인프라 등 관련 정보
자원 조사 실시(19.9.2～9.5: 70개 기관대상)
- 실제 6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1개의 부처단위 중앙행
정기관, 23개의 비부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
□ 분야별 조사결과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44개 답변 기관 분석결과, 총 1324개 시스템,
1,709개 서버, 백업 및 저장 장비 596개, 보안장비 302개, 네트워크
장비 등이 분포
구분

중앙부처
(Kementerian)
비부처 중앙행정기관
(Non-Kementerian)
합계

참여 기관

정 보시스 템

21
23
44 개

개수

629 시스템
695 시스템
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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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템

비고

기관담당자 작성된
데이터 최대한 유지,

- 구축년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시스템의 50%가 구축
구 축년도

시스템 수

199 6- 00

20 01- 0 5

200 6- 10

20 11- 1 5

201 6- 20

3

13

77

295

645

총합 계

1 , 033

비고

미작성
291개 제외

○ 정보시스템 도입방법(자체개발/외주용역)별 구축현황
- 조사된 1,324개 정보시스템 미작성된 117개 제외하고 1,207개 시스템
중 자체개발은 652개로 약 5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최근 5년간 자체개발을 통한 정보시스템 개발은 9개로 적어지는 반
면에 외주용역을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73개로 증가세
○ 정보시스템 개발언어별 구축현황
- 조사된 1,324개 정보시스템의 개발언어는 70%정도가 php로 개발되었
고, 그 다음이 C/C#/.net/Asp로 파악
- 컨텐츠관리(CMS), 이러닝(e-Learning), 메일관리, 게시판관리, 모바
일 앱 등 관련된 시스템으로 상용패키지를 구매하기보다는 php기반
의 무료 또는 open source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체
개발하여 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프레임워크별 구축현황
- 정보시스템의 개발프레임워크가 미작성된(No response) 370개 제외
한 954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종류별 분류하면 ‘Code igniter’ 를 가
장 많이 이용
- 모두 오픈소스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많은 것
은 자체개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니 시스템 환경에 기인
○ 정보시스템 서비스채널별 구축현황
- 서비스채널 미작성된 94개 제외한 1,230개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채
널별 현황은 98%이상이 Web, Mobile 기반으로 구축
- Web, Mobile로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332개로 전체의 27%정도
로, 인니의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면 향후 확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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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서비스유형별 구축현황
- 조사된 1,324개 정보시스템 중 대민서비스는 647개(49%)로 공무원을
위한 대내서비스는 609개(46%)로 조사
대민서비스 : 교육(14%), 고용(16.2%), 기관별 업무제공(35.5%), 교
통(5.9%), 건강(0.3%), 기후(1.2%) 등
대내서비스 : 인적자원(25%), 문서보관 및 검색(12.3), 모니터링 및
내부불만 고발(9.2%), 성과(7.9%), 재정(7.1%) 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 조사된 1,324개 정보시스템 중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한 시스템은 20
개 기관, 294개로 분석되며, 대부분 Private Cloud 사용
정 보시스 템
클 라우드

유형

비고
수

Private Cloud

%

238
30
26

Public Cloud

No response

81%
10%
9%

SaaS > IaaS > PaaS 순

* Cloud Service를 이용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Kementerian Keuangan
(재무부), Lembaga Administrasi Negara(국가행정처), Kementa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교육문화부) 순
자체

개발

외주용역

구분

무응답

클라우드서비스

자체개발

타기관소스

외주개발

상용패키지

153

14

83

8

167

91

36

○ 전산시설 현황
-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44개 기관에서 109개 전산시설을 운영 중이나,
전산시설의 40% 정도만 국제 기준의 시설표준을 준수
전산시설

유형

구분

Others
Data

Cen ter

(서버룸

시설 수

66

무응답

합계

3

109

BackupCenter

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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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가장 많은 전산시설을 보유한 상위 3개 기관은 교육문화부, 항공우주연구원, 종교부

○ 서버운영체계 및 자산 현황
- 서버 운영체제(OS)는 Linux와 같이 유지보수 비용이 낮은 제품을 선호

- 서버프로세서는 x64가 대부분 사용 중이며, 일부에서 x86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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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장비 현황
- 각 기관 전산시설에 조사된 보안장비 현황은 아래와 같이 Firewall >
Web firewall > UTM 순으로 파악

○ 소프트웨어 유형별 현황
- 조사된 소프트웨어를 유형별 분류하면 보안 > 가상화 > 운영체제 >
DBMS 순으로 파악되며, 통계나 보고서 기능을 위한 그래픽 툴, 리포
팅 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미약하며, 대부분의 보고서는 엑셀 형태
로 다운 받아서 수작업으로 변경하여 사용
- DBMS는 Mysql, Postgresql, Ubuntu 등 오픈 소스 기반의 DBMS를
점점 사용하는 추세
□ 조사결과 종합 분석

○ 전자정부에 기반한 14개 대내서비스와 10개 대민서비스로 분류된 어
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유서성 분석을 통해 중복성, 정보의 연계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서비스 대상인 정부, 기업, 국민을 기준으
로 재분류하여 분석
○ 조사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채용, 민원(불만신고), 정
보공개 등 공통 업무분야에서 각 기관별로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서비스와 기능의 중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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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별로 인사업무와 관련된 기능, 서비스가 중복되는 여러개의 시
스템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인사정보시스템 중 경력관리, 성과관리, 급여 및 수당관리 중복
- 근태, 휴가, 출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별적으로 운영
○ 계획 및 예산관련 시스템에 있어 기관간 정보공유가 미흡
- 기관별로 계획과 예산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시스템간 연계되는 정
보가 없거나 일부만 연계되고 있음
*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서 중장기, 단기계획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사용

○ 조사대상 시스템을 서비스대상을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G2E(Government to Employee)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가장 많고, G2C-G2B-G2G 순으로 파악됨

- 실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온라인 교육시스템으로 기관간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불만제기, 고발, 전자도서관 등에 관
한 서비스로, 각종 인허가나 증명 발급, 세금납부 등과 관련된 서비
스는 부재한 상황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조달, 국내무역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이며, 산업 관련 허가, 투자 등 기업업무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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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사무국

기록연구사

10 및 시사점
UNESCO

서정호

아카이브 현황
추진배경
2. UNESCO 아카이브 현황
3.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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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추진배경

○ 유네스코 아카이브는 1946년 이래 유네스코 관련 모든 활동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대한민국 현대사 기록물의 효과적 수집 추진을 위해 유네스코 아카이브 현황(소장기록물,
기록물 분류·조직 등) 파악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UNESCO 아카이브 현황

○ 일반현황
- (설립) 1925년 이래 유네스코 활동(전임기구 포함)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됨
- (조직) 1개 유닛(Unit), 1부속 기관(Respository)로 구성
- (직원) 팀장 2명, 연구사 3명, 디지털화 전문가 1명, 기타 보조인력 6명 등 총 12명
- (소장기록물) 10,000m에 달하는 문서, 간행물, 사진, 영상기록물 및 약 120천건의 마이크로피쉬 등
소장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 생산한 이메일, 전자문서*, 웹기록물 등 소장
* MS 워드 등을 통해 생산된 회의 안건,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문서(인쇄하여 결재권자 수기서명을 받은 문서)

○ 기록물 관리
- (분류·조직) 유네스코는 기록물 분류·조직을 위해 1980년대까지는 도서분류법인 UDC*를
사용하였으며, 1996년 이후 출처별로 기록물을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음
* 국제십진분류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디스크립션) 국제표준기술규칙인 ISAD(G)*에 의거해 기록물을 디스크립션하며, 온라인
검색 등을 위해 Ato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

*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ival Description
** Access to Memory : 다양한 언어, 다양한 형태로된 기록물에 대한 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록물 스케줄) 유네스코 아카이브는 생산되는 기록물을 거버넌스(총회, 집행이사회 등) 등
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기록물의 보존 및 처분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전자문서 등) 유네스코는 2004년 이래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현재 이메일, 전자문서, 웹페이지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음
○ 한국 관련 기록물
- 유네스코에 소장된 한국 관련 기록물은 약 50 ∼ 60상자로 추정되며, 생산시기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임
- 특히 유네스코 직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한국 방문시 작성한 미션보고서(1940∼), 교육
관련 기록물(1956∼), 각 대표부 발행 간행물(북한대표부 발행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잡지,
1980년) 등의 기록물이 있음
-(
9

□ 시사점

○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중복기록물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한국 현대사 관련 기록물 수집 추진 필요
○ (전자정부 시스템 확산) 유네스코 등 전자문서 생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 확산 추진 필요
○ (유네스코 아카이브 협력강화) 세계기록유산 보호 관련 실질적 지식ㆍ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카이브와 협력 강화 필요

UNESCO 아카이브 현황 및 시사점
■ 추진배경

○ 유네스코 아카이브는 1946년 유네스코 설립* 이래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전임기구(지적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1925-1946) 활동 관련 포괄적인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음
* 1945년 11월 영국, 프랑스 등 44개국 정부대표는 유네스코창설준비위원회 개최 및 유네스코헌장을
채택하였고, 이듬해 1946년 11월 최초의 국제연합전문기구를 발족함

이중에는 1950년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래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교육, 자연과학, 사회·인문, 문화, 커뮤니케이션·정보 등 분야)도 다수 소장되어 있음
○ 국가기록원은 근현대사 관련 결락기록물 보완을 위해 해외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유네스코 소장 대한민국 관련 기록물 수집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유네스코 소장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유네스코
아카이브 현황(소장기록물, 기록물 분류·조직, 기록물 스케줄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UNESCO 아카이브 현황
● 일반 현황

역사적 배경
○ 1925년 이래 유네스코 활동(전임 기구*를 포함함)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됨

(1)

*

유네스코

전임기구

◈ 지적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tellectual Cooperation, 1925-1946)
◈ 교육부 장관 컨퍼런스(Conferences of the Al ied Ministers of Education, 1942-1945)
◈ 유네스코 설립 관련 런던 컨퍼런스(Con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UNESCO, London, 1945)
◈ 유네스코 사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for UNESCO, 1945-1946)

조직구조 및 직원 현황
○ (조직) 1개 유닛(Archives, Library and Records Management Unit), 1부속 기관(Repository)
○ (직원 현황) 팀장 2명, 기록연구사 3명, 디지털화 코디네이터 1명, 기록 및 도서관리
보조 4명, 행정 1명, 보존소 관리 1명 등 총 12명

(2)

소장기록물
○ 10,000m에 달하는 문서, 간행물, 사진, 영상기록물 및 120,000 마이크로피쉬 등 소장
- 사진: 1945년 이래 생산된 170,000건의 프린트, 네거티브, 슬라이드 사진 등
- 필름: 1951년 이래 생산된 12,500건의 필름(12,500개 이상의 타이틀)
- 오디오릴: 1940~1980년 생산된 유네스코 라디오 보고서, 인터뷰, 이베트 등 관련 녹음 자료
- 비디오테입: 1983년 이래 생산된 5,000개 이상의 테이프(2,500개 이상의 타이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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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전자기록물 관리 사업 시작 이래 이메일, 전자기록물, 웹 아카이빙을 수집하고 있음
- 매년 유네스코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을 대상으로 웹카이빙
○ 비정부 조직 아카이브 : 비정부 기록물 이관 및 수집(유네스코와 협약시)
- Archives of the Intergovernmental Bureau for Informatics
- Archive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Philosophy and Humanistic Studies
- Part of the archives of the Afric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in Administration
for Development(1961~1973

년 생산 기록물)

● 기록물 관리

기록물 분류 및 조직
○ (∼1980년대) 국제십진분류법인 UDC(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를 사용하여
기록물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관리
○ (1996년 이후) 유네스코 유닛(Unit)에 따라 기록물을 출처별로 분류·관리(Records

(1)

Group*-Series-files-items)

* 유럽에서 통용되는 Fonds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문서를 모두 포괄하는 Fonds 달리 Records
Group은 공문서에 한정된 용어임

○ 참고로 유네스코는 공식문서의 경우 참고 번호(Document Reference Code)를 부여하여
별도로 문서를 관리함(UNESDOC*)
* 유네스코 총회 및 집행이사회 안건, 여러 규정·지침 등 공문서로 구성됨

AG

TITLE

DATE

AG1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1921-1954,
1867-1954

115 linear
material

AG2

Conference
Education

1942-1945

2 linear meters

AG3

Preparatory Commission of UNESCO

1945-1947

9 linear meters

AG4

General Conference Documents

1946-

-

AG5

Executive Board Documents

1946-

-

AG6

Secretariat Documents

1946-

-

AG7

UNESCO Publications

1946-

About 10,000 publications

AG8

Secretariat records

1946-

32.16 linear meters

AG9

Archives of Field Offices, Institutes
and Centres

-

-

AG10

Archives of Staff Associations

1947-

About 150 boxes

AG11

Microcopies

1946-2000

c.a. 120,000 microfiches

AG12

Audiovisual archives

1945-

12,500 film cans; 9,000 video
tapes; 29,000 35mm color slides;
140,000 black and white 35mm
negatives; 15,000 duplicate color
slides; over 30,000 radio tapes

AG13

Archives of color reproductions of
paintings

1949-1979

Circa 5,000 color reproductions of
paintings
and
5
boxes
of
documents about the project, card
index
of
reproductions
and
original photos for the catalogues

of

Allied

Minist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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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T
meters

of

textual

AG14

Publications, documents and records
on UNESCO

1946-

-

AG15

Archives
and
Document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AG16

Electronic Records

of

2004-

기록물 디스크립션
○ 유네스코는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ival Description)에 의거
기록물을 기술하며,
○ 검색 효율성을 위해 중소규모 아카이브를 위해 제작된 AtoM(Access to Memor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2)

* AtoM(Access to Memory)
ㅇ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개발한 웹기반 기록관리 기술
소프트웨어로, 중·소규모 아카이브를 위해 개발됨
ㅇ 다양한 언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오픈소스를 사용함

기록물 스케줄(Records Retention Schedules)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유네스코는 생산되는 기록물을 9개 카테고리*로 구분 및 기록물 처분 스케줄을 적용하고 있음

(3)

* 일반(연대순 파일, 미션 보고 등), 거버넌스(총회, 집행이사회 등), 감독(감사 보고서 등), 행정(자산,
시설 등), 조달 및 계약 관리, 인적자원 관리, 지식 및 정보관리(기록물 폐기 승인 등), 전략계획 및
예산, 공공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출판 등), 프로그램 실행
일반

사무
총장, 부사무총장, 사무총장보
생산기록물,
미션보고서
법보률험관련
문서(조약, Mou 등), 임대관련,
거버넌스
사무
총장 Ivory Note, 집행이사회 및
본회의 관련 문서
감독
감사보고서,
평가파일,
부서장(Director) 파일
행정
자산관리, 시설
출장관련 행정기록(출장 보고서
포함), 프로젝트 파일(행정적)
재정 파일(회계 관련)
직원 급여 기록물
유네스코 서점의 행정, 재정 기록물
조달 및 계약
서비스, 상품, 처리 관련 계약
저자의 계약, 공동 출판, 편집 계약,
비디오 및 필름 계약, 사진 계약 등
인 적 자 원 채용 관련 기록물
관리
고용
관련
자발적
제출/요청(필드오피스)
개인 신상(정직원)
개인 신상(비정규)
조직도
주제

주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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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보존기간

영구
영구
영구
영구

10년
??

영구
1~10년
5~10년
영구
영구

5년
2년
영구(비밀)
5년
영구

처리과
이관 사용종료 후 기록관으로
서명후 아카이브로 이관
처분

지침

비밀문서, 행정적 활용 종료후
기록관 이관
미션별 철하여 관리
행정적 활용(최대 10년) 종료 후
기록관 이관
실패한 입찰은 5년, 성공한
입찰은 10년
행정적 활용후 기록관 이관
행정적 활용종료 후 기록관 이관
해당직원 계약기간 종료
아카이브 이관
부서별 관리 후 폐기
조직도 변경시 기록관 이관

후

업무 파일의 배포
인출 번호별 연금파일
지식
폐기 승인
관리 및 정보 기록물
기록물 관리 파일
전예산략 계획 및 예산
공공
정보 및 출판 관련 파일
커뮤니케이션
프실행로 그 램 미션
셜 리스트
등), 보고서(프로그
프로그램/프로램젝트스페실행
파일,
유컨퍼런
네스코 컨퍼런스 파일, 외부
스 파일
상장,
의장
등 관련 성공적 후보자
파일
상장,
의장 등 관련 실패한 후보자
파일
세계기록유산센터 기록물 관리

영구
영구(비밀)

5년
영구
영구

행정적 사용종료 후 기록관 이관
연금 인출 후 5년 내 기록관
이관
활용기간 종료시까지 처리과
보관
재정 부서 관리
행정적 활용 종료후 기록관 이관
행정적 활용 종료후 기록관 이관

영구

행정적
절차 종료 후 2년내
기록관 이관
영 구(리스 행정적 절차 종료 후 2년내
트 만 기록관 이관
보존)
영구
신청서 등 등재관련 종이 및
전자파일 일체 보관

○ 참고로 유네스코는 기록물 스케줄이 있음에도 기록물 유실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
- 이는 기록물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산되며, 기록물의 이관도 엄격하게 통제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전자기록물 및 기록물 디지털화
○ 유네스코는 전자기록물 및 “기계가독형” 기록물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규칙을 1977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990년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즉 1990년대 첫 전자기록물 시리즈가 아카이브 되었음
○ 2004년이래 유네스코는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현재 이메일, 전자문서(워드 등 디지털로 생산된 문서를 별도로 보관), 웹페이지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 아울러 유네스코는 2017년 이래 아날로그 기록물 보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4)

* 2017∼2019년은 일본 정부가 수억원을 지원했고, 현재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펀딩 확보를 추진 중임

-

현재 약 5%의 아날로그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였음

● 한국 관련 기록물

○ 유네스코 열람 아키비스트(Sengsavan Eng)에 따르면 유네스코 아카이브에 한국 관련
기록물이 약 50 ~ 60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기록물 제외
- 기록물 생산시기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주로 교육, 자연과학, 문화 등 분야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주를 이룸
○ 특히 유네스코 직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한국 방문시 작성한 미션보고서(1940~), 교육
관련 기록물(1956~), 각 대표부가 발행한 간행물(1961~) 등이 기록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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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보고서) 1940이래 생산된 미션보고서로, 당시 유네스코 직원이 기록한 한국 현황,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농촌지도자 훈련원* 제작 돼지 우량종 개발 등) 등

- (

* 농업 등 분야 지도자 양성을 위해 1950년대 설립되었으며, 1961년 폐지됨

교육 관련 인적교류) Federal Korean Trade Unions(1956-1966), Teachers Meeting(1966) 등
당시 한국 교육 관련 기록물 등
- (간행물) 1961년 이래 각국 대표부가 발행한 간행물로 5.18 민주화 운동(유네스코
북한대표부) 관련 소식을 게재한 잡지(불어본) 등
- (기타) 1972~1973년 국제 도서의 해 행사 준비 관련 유네스코-한국간 서신 등
- (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간행물(佛語)
(유네스코 북한대표부 발행 추정)

농촌지도자 훈련원 제작 포스터(원본)

■ 시사점

○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 유네스코 소장 기록물 조사 및 중복기록물 여부확인 등을 통해 1940 ~ 1980년
유네스코에서 생산한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추진 필요
- 특히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소장 기록물 기획수집 필요
○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 확산
- 유네스코 등 전자문서 생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우수
전자정부 시스템 확산 검토 필요
○ 국제기록유산센터-유네스코 아카이브 협력 강화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사업 추진 등 행정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기에, 실제 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함
- 이에 실제 기록유산 관리 관련 오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카이브와 협력 강화 필요(공동 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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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

유네스코 기록물 처분지침(Records Retention Schedule)

지침
ㅇ 연대순 파일
-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사무총장보 등을 포함 모든 사무실에서 생산되는 연대순 파일의 경우 영구보존함
- 현용기록물이 아닌 경우, 기록관으로 송부(RecordsManagement@unesco.org)
- 모든 이메일 서신은 아웃룩 공공 폴더(Outlook Public Folders)에 철(file)해야 함
※ FIELD: 영구 보존하며, 아카이브로 표시
-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 프로그램 단위로 생산되는 연대순 파일은 프로그램 단위
서신 또는 부서장(Director) 서신 레벨로 관리됨
- 이런 중요성을 이유로 처분 행위 전 이관/아카이빙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관리자의 검토가 필요함
ㅇ 미션 보고
-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사무총장보 등을 포함 모든 사무실에서 생산되는 출장 보고서는
영구보존함
- 현용기록물이 아닌 경우, 기록관으로 송부(RecordsManagement@unesco.org)
- Our Drive(전자기록물 보관 폴더)에 있는 관련 폴더에 전자기록물을 철(file)함
※ FIELD: 영구 보존하며, 아카이브로 표시. 아울러 Our Drive에 전자기록물을 철함
ㅇ법률 관련 :
- 법률 문서(조약, MoU, Seat Agreement 등)
. 필요한 경우 서명 전 법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법무담당관의 반드시 서명된 법률문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함
. 법률문서 사본은 필드오피스 참고를 위해 보관되어야 함
. 서명이 완료된 법률문서는 유네스코 아카이브로 이관되어야 함
※ FIELD: 해당 규정은 필드 유닛(units)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BFM(Bureau of Financial
Management)은 개개 기록물 형태에 따른 철(file)을 권고함
- 임대 관련 파일
. 행정부서는 임대관련 파일을 영구보존하며, 아카이브로 명시함
※ 임대 동의 파일은 임대주와의 계약한 최신 파일 및 모든 관련 문서 및 서신을 포함함
- 보험 관련 파일
. 행정부서는 보험관련 파일을 영구보존하며, 아카이브로 명시함
거버넌스
ㅇ 사무총장의 Ivory Note
- 사무총장의 Ivory Note 사본의 경우 행정상 참고를 위해 보관이 가능하며, 사용이 종료된
경우 폐기함(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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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사회, 본회의 관련 문서
- 행정상 참고를 위해 집행이사회, 본회의 관련 문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사용이 종료된
경우 폐기함(승인 불필요)

ㅇ

3.

감독
ㅇ 감사 보고서 파일
- 비밀문서로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함. 행정적 활용이 종료되면 즉시 이메일
송부(RecordsManagement@unesco.org)
ㅇ 평가 파일
- 비밀문서로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함. 행정적 활용이 종료되면 즉시 이메일
송부(RecordsManagement@unesco.org)
ㅇ 부서장(Director) 파일
- 비밀문서로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함. 행정적 활용이 종료되면 즉시 이메일
송부(RecordsManagement@unesco.org)

행정
(1) 자산관리
ㅇ 자산, 시설, 장비 파일
- 자산, 시설, 장비 등 관련 기록물은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 자산 과련 레코딩 책음은 인사재무담당관에 있음
※ FIELD: 필드유닛에 있는 행정 사무소에 동일하게 적용됨
(2) 시설
ㅇ 자산 관리 관련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함한 서류
- 행정, 재정, 법률적 활용을 위해 영구보존하며, 아카이브로 분류함
※ FIELD: 영구보존하며, 아카이브로 표시
(3) 재정
ㅇ 출장 관련(미션 등)
- 행정부서는 직원의 출장 관련 모든 행정적 기록물(출장 보고서 포함)을 보존함
행정부서가 더이상 해당 기록물을 활용하지 않을 시 관련 기록물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송부함
※ 10년간 보유하며, 개별 미션으로 선 분류 후 프로젝트 및 서비스 단위로 철(file)함
ㅇ 프로젝트 파일(행정적)
- 행정담당관 유닛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기록물을 보유함
- 행정적 활용 종료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송부
※ 10년간 보유하며, 개별 프로젝트로 선 분류 후 기증자 및 서비스 단위로 철(file)함
ㅇ 재정 파일(회계 관련 기록물)
- 행정담당관 유닛은 회계 기록물 및 관련 문서를 포함 모든 재정 파일을 보존관리해야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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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활용(최대 10년) 종료 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송부
ㅇ 직원 급여 기록물
BFM은
직원별 월급여 기록물을 관리하며, 영구보존을 위한 사본은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송부함
※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FABS(Fiance and Budget System)에서 관리됨
ㅇ 유네스코 서점의 행정.재정 관련 기록물
- 외부 판매 파일 관리
. 행적적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송부(통상 마지막
액션으로부터 10년간 보관)
- 내부 판매 수입
. 회계년도 + 1년(마지막 액션으로부터)간 전자파일로만 보관
- 유네스코 Boutique/Bookshop 재고품 가치 평가 파일
. 회계년도 + 1년(마지막 액션으로부터)간 전자파일로만 보관
- 재고품 관리/이동 파일
. 회계년도 + 1년(마지막 액션으로부터)간 전자파일로만 보관
- 구매 요청 및 공급 견적 파일
. 회계년도 + 1년(마지막 액션으로부터)간 전자파일로만 보관
-

5.

조달 및 계약 관리
ㅇ 입찰 파일 : 물품 조달, 처리 및 서비스
- 성공적 제안 등을 포함하는 조달 관련 원본 파일은 마지막 액션 후 10년 동안 보관함
- 실패한 입찰 관련 서류는 조달 절차 마무리 후 5년간 보관함
- 마지막 액션 후 2년내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관련 문서 일체 이송
※ 기록물 폐기는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부터 승인후 이루어져야 함
ㅇ 서비스, 상품, 처리 관련 계약
- 원본 계약서, 관련 서신, 재정 기록물 일체를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관함
- Regular Programme 계약 파일은 Extrabudgetary 펀드 계약과 구별하여 보관해야 함
- 기록물은 개별 계약 기준으로 분류한 후 프로젝트, 서비스 단위로 철함
- 관련 기록물은 행정적 사용 종류(계약 종료후 2년내)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송함
※ 사본계약 서류는 마지막 액션 후 5년후 폐기가 가능하나, 계약서류가 다른 파일의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함
ㅇ 저자의계약, 공동출판및편집계약, 비디오및필름계약, 사진계약, 기타(저작자및권리이전관련계약)
-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함
- 행정적 활용 종료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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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인적자원 관리
ㅇ 채용 관련 기록물 : 공고, 선정 및 평가, 권고, 학위검증, 위임사항 등 포함
- 원본기록물은 채용 과정 종료 후 5년 보관 후 폐기하며, 참고용 사본은 채용 과정 종료 후
2년 후 폐기
※ 폐기는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파일 관리 : 개인별로 구분해서 계약의 형태별로 보관
ㅇ 고용 관련 자발적인 제출/요청 - 필드오피스
- 2년 보관 후 폐기하며, 폐기 관련 별도 승인 절차는 없음
ㅇ 개인 신상 정보 : 약력, 채용 관련 서신, 이메일을 포함한 계약 관련 내용, 가족 신상 정보 등
- 비밀 기록으로서 영구 보존함
- 보관 : 인사부서
- 이관 : 원본 개인신상 정보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관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며, 해당 직원의
계약기간 종료후 5년내에 유네스코 기록관으로 이관
- 사본 기록물의 해당 직원의 계약기간 종료 후 2년내 기록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함
- 인턴, 무료봉사자, 단기계약자등 non-staff 계약파일은부서별로관리하며 last action으로부터 5년후폐기가능.
ㅇ 조직도 관련 기록
- 담당부서 : 인사부서
- 보관 : 영구보존
- 이관 : 조직도 변경시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
ㅇ 업무 파일의 배포
- 행정담당부서(Executive Officer)는 업무 분배 관련 기록물을 생산/보관/이관해야 함
- 이관 : 행정적 사용 종료 후
- 보존 : 영구보존
ㅇ 인출 번호별 연금 파일
- 종류 : 비밀기록물
- 보존 : 영구보존
- 담당 : 인사부서
- 이관 : 인출 후 5년 내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
지식 및 정보 관리
ㅇ 기록물 폐기 승인(일반 원칙)
- 기록물 폐기를 요청한 부서는 기록물 폐기 승인 관련 사본을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기록물 관리 파일(일반 원칙)
- 각 부서는 리텐션 스케줄, 기록물 인벤토리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한 파일은 활용하지 않을때까지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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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전략 계획 및 예산
ㅇ 예산 기록물
- 관리담당 : 재정부서
공공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ㅇ 출판 관련 파일
영구기록물로서 관리(제목,

생산연도)하며, 행정적 사용이 종료되면
RecordsManagemnt@unesco.org로 이관함
- 출판물 기획, 계획, 제작 및 승인, 배포 등 모든 행정적 결정이 담긴 서류를 보관함
ㅇ 출판 관련 전자 기록물
- 출판물 기획, 계획, 제작 및 승인, 배포 등 모든 행정적 결정이 담긴 서신을 아웃룻 공공 폴더에 넣어놈
- 출판물 기획, 계획, 제작 및 승인, 배포 등 모든 행정적 결정이 담긴 전자문서를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함
ㅇ 최종 출판물 납본
- 2본은 도서관, 1본은 아카이브로 송부함
- 전자파일은 별도 지정 시스템으로 업로드함
프로그램 실행
ㅇ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 어시스턴트, 컨설턴트의 미션 보고서
- 영구기록물로 관리하며, 행정적 활용 종료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함
ㅇ 프로그램/프로젝트 실행 파일
- 영구기록물로 관리하며, 행정적 활용 종료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함
※사본기록물은 마지막 액션으로부터 5년 후 폐기(별도 승인절차 없음)
ㅇ 유네스코 컨퍼런스 파일
- 영구기록물로 관리하며, 행정적 활용 종료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함
ㅇ 외부 컨퍼런스 파일
- 영구기록물로 관리하며, 행정적 활용 종료후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함
ㅇ 상장, 의장 등 관련 성공적 후보자 파일
- 약력, 서신 등 입후보자 파일은 영구기록물로 간주하며, 모든 행정적 절차 종료후 2년 내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함
ㅇ 상장, 의장 등 관련 실패한 후보자 파일
- 실패한 후보자 리스트만 영구보존하며, 모든 행정적 절차 종료후 2년내
RecordsManagement@unesco.org로 이관함
- 기타 파일은 행정적 절차 종료 후 2년내 아카이브의 승인을 받아 처리과에서 폐기함
ㅇ 세계유산센터 기록물 관리
- 영구기록물로, 사무국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및 평가, 관련 서신 등 일체의 파일을 종이
및 전자 파일로 보관함

10.

- 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