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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로

급변하는 세상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서울

시 자체의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2년 10월 1일 개원했습니다. 당시 이

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었는데, 정책 현

안 해결을 넘어 도시와 시민의 삶 전체를 연구

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

지를 담아 개원 20주년에 ‘서울연구원’으로 이

름을 바꾸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로 개원 30주년이 됐습니

다. 3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세월입니다. 

서울연구원도 창립 멤버들이 하나둘씩 떠나

가고 미래 30년을 이끌 젊은 피로 수혈되고 

있습니다.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하는 

「서울연구원 30년사」가 구성원 모두 어제를 

거울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서 얻은 교훈으로 더 멀리, 넓게 내다봄으로

써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 서울을 선도하

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정책지식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를 여는 연구에 매

진하고 있는 서른 살 서울연구원은 이제 ‘새 

비전과 중장기 미래상’을 정립해 세계를 선

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입니다. 역사를 살펴 오늘이 만들어진 
연원(淵源)을 이해하면, 현재의 모습을 더 넓은 시야에서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현명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질서가 

바뀌자 ‘뉴노멀’이라고 일컬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뉴노멀을 뒤흔들어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를 겪으며 시민의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었

습니다. 서울은 팬데믹 시대에 유리한 공간 

구조인 다핵화·분산집적화·광역화가 빠르

게 진행 중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역할은 이

렇게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과감하게 공간

을 바꾸고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연구로 서

울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30년이라

는 시간 동안 연구원과 함께해주신 분들과 

서울을 아끼는 모든 분께 도전적이고 실험

적인 연구로 바뀐 세상에 대응해나가는, 대

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서울연구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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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기념사 

시정의제를 선도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서울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핵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의 우수사례

로 평가받는 청계천복원 사업의 초석을 

다지고 장기전세주택(SHift) 사업의 관

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따릉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서울형 자전거를 활

성화하는 등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

와 나날이 복잡해지는 도시문제로 인해 

행정의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

에 이바지하는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를 선도하

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재도약하기 위해

서는 지금부터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고

민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 나가

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

도록 서울연구원이 시정의제를 선도하

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서울연

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해

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

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층 더 성장하

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서울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 동향을 살피고 시정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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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이사회 이사장  정종호

축사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

로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인 서울의 복잡하

고 다양한 도시문제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

동을 펼쳐 왔습니다. 2012년 개원 20주년

을 맞아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원으

로 재탄생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 및 발

전하는 동시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

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정진함

으로써, 서울연구원을 최고의 도시정책연구

기관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날 서울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의 효율적인 대응과 함께, 더욱 심화하는 양

극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기술 혁신, 포스트코로나시대

의 도래,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국제관계

의 재구성 등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선제 대

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

서 인정받는 최고의 도시정책연구기관으로

서 우리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합니다. 즉 30년간 축적한 연구역량

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예리하게 발휘해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

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문제에 대한 임

기응변식의 단편적 대책이 아닌 미래전략적

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공정 및 상생에 대한 시

대적 요구를 충족하고, 청년세대가 꿈을 실

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세계도시들

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시에 산업화, 민

주화, 정보화, 초불확실성 시대를 거쳐 온 서

울이 경험한 여러 도시문제와 이에 대한 서

울의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제적으

로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세계 다른 도시

들의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 30년사」 발간을 다시 한번 축

하드립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은 서울의 새

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서울연구원이 먼저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가치를 혁신하는 

서울연구원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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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축사

앞으로 30년, 

서울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30년 전의 서울을 떠올려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끝낸 이후 서울은 전에 없이 빠른 속

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주거, 교

통, 산업, 복지,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눈부

신 발전을 보이며, 기술과 유행을 선도하는 글

로벌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은 도시의 성장을 정

책 연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이면의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연구 노력을 아끼

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

로도 서울의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 당

시, ‘전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

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변

화하고 있고, 시민의 기대와 요구도 그만큼 증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을 돌이켜 

보면 서울은 위기 속에 정체했고 때로는 뒷걸

음치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입니다. 

우선,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서울 정책 연구에 헌신해오신 박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서울의 혁신과 성장을 원합니다. 더

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눈부신 도약을 이뤄내

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노력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문합

니다. 미래 세대에 지금보다 나은 삶을 물려주

고 싶다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곳곳에서 거

침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

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개인

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누

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모

두의 합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앞으로 30

년,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울의 싱크탱크로서 미래 서울의 모습을 함

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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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원장

초대 최상철
1992.9.23 ~ 1994.9.22

제2대 정세욱
1994.9.23 ~ 1996.2.9

제3대・제4대 이번송
1996.2.10 ~ 1996.3.31 

1996.6.10 ~ 1996.11.30

제5대 서준호
1997.1.31 ~ 1998.8.5

제14대 김수현
2014.8.20 ~ 2017.2.28

제6대 강홍빈
1998.8.6 ~ 1999.8.17

제7대 권원용
1999.10.18 ~ 2002.8.25

제8대 백용호
2002.8.26 ~ 2005.8.25

제9대 강만수
2005.8.26 ~ 2006.12.31

제10대 제타룡
2007.1.15 ~ 2007.8.31

제11대 정문건
2007.11.5. ~ 2010.11.4

제12대 김상범
2011.1.18 ~ 2011.11.9

제13대 이창현
2012.2.17 ~ 2014.8.13

초대 부원장 문동주
1996.6 ~ 2000.3

제4대 부원장 김경혜
2017.1 ~ 2019.12

제2대 부원장 장영희
2012.4 ~ 2014.8

제5대 부원장 유기영
2020.1 ~ 2022.6

제6대 부원장 윤혁렬
2022.7~ 

제3대 부원장 신창호
2014.9 ~ 2016.12

역대 원장

제15대・제16대 서왕진
2017.4.28 ~ 2021.2.28

제17대 박형수
202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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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서울연구원 설립목적 및 비전

334명

넓고 깊게, 
서울을 보는 연구진
(2021. 12. 31)

4,038건 연구과제 수
(1992~2021)

253개 그룹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드는 
‘시민연구’ 지원
(2012~2021)

3.0건

연구책임자

1인당 
연평균 과제 수 
(2012~2021)

40,474백만 원

연구원 운영 예산
(2021)

122건

국내외 연구협정 체결
(2012~2021)

7,091건

연간 
언론 보도 수
(2021)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설립목적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추구” 
Mission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

Vision

Key value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융합형 싱크플랫폼

융 합
서울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싱크플랫폼

미 래
연구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개방형 싱크플랫폼

공 유

1992~2001년 2002~2011년 2012~2021년

586건 

1,323건 

2,129건 

1992 3,111

2002 14,779

2012 22,533

2021 40,474

1992~2001년 2002~2011년 2012~2021년

1.1건

1.9건

3.0건

580,240건

연간 
간행물 
조회·다운로드 수
(2021)

883,471명

연간 
홈페이지 
방문자 수
(2021)

(단위: 백만 원)

국내 96건  
해외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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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청사에서 거행한 연구원 개원식

(1992. 10. 1)

삼성동 청사 현판(1994. 3)

서초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중구 예장동 청사(구 안기부, 1997~2003)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자리한 현재의 청사 
(2003. 1~)

1992년 10월 1일, 서울시정의 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그 후로 30년, 서울의 외형과 시민의 삶 속속들이 많은 것이 달라졌다. 

연구원은 둥지를 몇 번 옮기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위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제 서울연구원은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과 연구원이 새롭게 직면할 변화와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 진 으 로  보 는
서울연구원  3 0년

개 원 과
성 장

2012년 8월 1일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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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의 설립은 공무원 중심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 흐름이었다. 

연구원은 서울이 거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로 

공공연구원의 가치를 입증했다.

사 진 으 로  보 는
서울연구원  3 0년

시 정 과 
연 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2012.5.10)

예장동 청사 이전을

기념해 개최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정의 당면과제’ 

세미나

(1997.3.20)

이명박 당시 시장의 연구원 방문

(2002.7.22)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19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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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시정연구를 넘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왔다.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정명(定名)의 과정은 

서울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도시발전과 

미래준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사 진 으 로  보 는
서 울 연 구 원  3 0 년

도시발전과 
미 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개원 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서울 연구의 현재와 미래’

(1993.10.6)

서울21세기연구센터 개설과  
제1차 학술세미나

(1993.12.9)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시 정책 방향 토론회(2020.5.12) 

개원 26주년 기념 세미나 ‘스마트시티 서울의 미래를 그리다’(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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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공공연구원으로서 민·관과 협력해 

연구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연구성과를 공유해 상호 발전하고,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연구로 창의적 도시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 진 으 로  보 는
서울연구원  3 0년

공 유 와 
협 력

경남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 및 
정책세미나 개최(2019.8.7)

노들섬 문화예술콤플렉스 
전문가 공청회

(2007.6.7~6.8)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011.2.17)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시도연구원장 일행 
연구원 방문(2010.4.21)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발족식(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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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해외 도시정부, 연구기관과 교류하며 

성공적인 정책 경험을 나누는 공유와 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2000년대에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교류협정을 늘렸다.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뻗은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중이다.

사 진 으 로  보 는
서울연구원  3 0년

글 로 벌 
네트워크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파시그시(市) 대표단 연구원 방문(2013.11.8)

NYU 도시외교센터 방문

(2020.6.26)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MeTTA,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창립 포럼 개최(2014.7.11)

2009 글로벌서울포럼 중
앨런 스캇(Allen Scott) 
UCLA 교수의 기조연설(20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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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4주년 기념 체육대회 
(2006.10.2)

삼성동 청사 시절에 개최한 
직원 가족 초청 체육대회

(1994.5.27)

성과공유와 우수 연구상 시상을 함께 진행한 
2009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2009.1.6.~1.7)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한 
2019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2019.6.14)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복구 활동 참여

(2008. 5.30)

도시연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함께 일한다는 자긍심은 조직문화의 근간이다. 

서울연구원은 구성원의 애정과 자부심,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업무성과를 높여 왔다. 개별 연구에 치중하기 쉬운 

업무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늘려 가고 있다.

사 진 으 로  보 는
서울연구원  3 0년

조직문화 
혁 신

028 029 서울연구원 30년사



서울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해 왔다. 

2010년대 이후로는 개방형 싱크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문제의 복잡다단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서초동 청사 뒤 
우면산 숲속 

도시 인문학 강의

(2013.4.17)

‘서울시민 100인, 
2030년 미래서울을 말하다’ 
원탁토론회 개최

(2012.6.27)

2020년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소개(2020.6.24)

‘서울시에 바란다’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회

(2015.9.23)

「204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회의(2019.9.21)

사 진 으 로  보 는
서 울 연 구 원  3 0 년

시민참여와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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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 두 단어의 초성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 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CI 심벌마크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여러 개의 선은 서울의 다양한 양상과 주제를 

넓고 깊게 보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분야를 의미한다.

‘3’과 ‘0’이 면과 선으로 연결되고 매듭지어지는 형태이다. 
공간과 길을 이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설계하고 

서울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해 온 
서울연구원 30년의 연구 가치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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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30년 개괄

1 01 서울연구원의 태동

02 민선 시정과 서울연구원의 성장

03 통계로 보는 서울연구원 30년 Chapter

1992 2022

The Seoul Institute 
30 Years of History 서울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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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Years of History

1992 2022

• 서울연구원의 태동

• 서울연구원의 성장

• 역대 원장 인터뷰

• 청사 이야기

• 통계로 보는 30년

• 연구원 조직

• 국내외 네트워크 



1980년 출범한 시정연구단은 1992년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12년간 16명의 

전임연구원과 25명의 비전임연구윈들이 참여해 정상천 시장 이후 박영수, 김성배, 염

보현, 김용래, 고건, 박세직 시장 시대를 거치면서 연구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조직으로서의 한계를 가졌고, 독자적인 연구개발보다는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에 따

라 운영되는 태스크포스팀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강홍빈 전임 원장은 1980년대 말 고건 시장 이래 서울시 시정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역대 서울시장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을 창설해야 한다는 제언을 꾸준히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응은 시장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그때그때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연구원 설립의 결정

연구원 창설이 추진된 것은 이해원 시장 취임 이후였다. 이해원 당시 시장은 1991년 9

월 조직제도 담당관에게 연구원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홍빈 시정연구관의 주도하에 이철수 시정개발담당관과 정창완 씨가 연구원 창설을 

위한 3개월 여의 실무작업을 거쳐 1991년 12월 내무부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설립허

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관계 속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

고, 내무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청와대의 조정까지 거쳤다고 한다. 내무부의 주장은 이

미 국책기관이 있고, 필요할 때 용역을 주면 될 것을 왜 서울시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만드냐는 것이었다. 강홍빈 당시 시정연구관은 서울시를 전담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설득했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하고 

있다. 

연구원의 창설과정에서 빚어진 내무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당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실무담당자로 근무했던 정창완 씨의 글 ‘창립과정 뒷이야기’(「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년

사」, 2002. 39쪽)에 잘 나타나 있다. 

1992년 서울의 행정 발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아 서울시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지니는 서

울시정개발연구원이 창설되었다. 연구원의 30년 역사가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 당대의 요구

가 무엇이었고 어떤 고민과 논의를 거쳐 첫걸음을 떼었는지 연구원의 설립과정과 의미를 되짚

어본다. 

서울시 연구기능의 진화

최상철 초대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이 자체적인 연구기능의 필요성을 인식

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1960년대 초에는 도시계획업무 등 특정분야에 연구기능

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다가 1963년 시정 전반에 관한 연구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출범

시켰다. 시장을 회장으로 하면서 비상임위원과 상근전문위원을 두는 ‘시정연구회’였다. 

그러나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한 시대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 무용론이 제기되었고 시 당

국의 무관심이 이어진 끝에 1970년 폐쇄되었다.

연구기능의 필요성이 다시 부상한 것은 1978년에 취임한 정상천 시장이 시정연구조직

의 활성화를 지시하면서였다. 연구조직의 재등장에는 당시 이 동 서울시 시정연구관

(전 서울시 부시장 및 서울시립대 총장)의 역할이 컸는데, 정상천 시장과 이 동 시정연

구관이 서울시로 오기 전 청와대에서 밀접한 상하관계로 함께 근무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홍빈 전임 원장은 면담에서 설명한 바 있다. 1980년 ‘서울시정연구단’ 운

영규칙이 제정되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내의 신축건물(현 서울연구원 자리)에 시정연

구단이 발족했다.

서울의 행정 발전을 향한  
시대적 요구*

*  서울연구원, 2012, 「서울연구원 
20년사」에 실린 “서울연구원의 태동”, 
42~49쪽 내용을 요약·재정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설립 논의를 위한 
1차 이사회(19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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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초대 원장으로 서울대학교에 최상철 교수의 파견

을 요청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상철 초대 원장은 9월 23일이 되

어서야 취임할 수 있었고 취임하자마자 10월 1일로 예정된 개원작업을 주도해야 했다. 

개원까지 일주일, 긴박했던 준비과정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개원 준비는 시청 별관 지하 CPX사무실에서 매우 긴박하게 진

행되었다. 서울시의 홍순엽 시정개발담당관, 임옥기 계장,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김광

중 박사, 서울시의 백무경 사무관, 오종환 사무관,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이후성 씨가 개

원작업을 담당했다. 준비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연구원의 내용적 체제

를 잡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원 청사를 정해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최상철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칭, 조직구성, 1992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등 연구원 운

영의 골격을 잡는 한편으로 우선 각 연구분야를 이끌어 갈 연구부장을 물색하고 교섭하

는 일로 동분서주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국문명칭과 ‘Seoul Development 

Institute’라는 영문명칭도 이때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라는 이름으로 이미 법인등록을 했으니 이를 공식명칭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상철 

원장이 연구원의 독립적인 위상을 고려해 서울시를 설득한 결과였다. 이어서 서울시 공

무원 중 연구원 근무를 희망하는 우수한 행정직원들이 선발되어 개원준비를 도왔다. 이

때 공무원의 길을 떠나 연구

원 가족이 된 사람들은 최동

근, 이혜련, 김강영, 홍규찬씨 

등이다. 

시급했던 것은 10월 1일에 맞

추어 연구원 청사를 마련하고 

개원행사를 개최하는 일이었

다. 연구원 청사는 예산에 맞

는 건물을 찾지 못하다가 이

상배 당시 시장으로부터 강남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서울시 출연 재단법인인 관계로 연구원 설립을 위해 우선 정

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당시의 주

무관청은 내무부(지방기획과)였다. 그러나 내무부는 서울시가 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내무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

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으므로 서울시도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내어 서울시 정

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사실 내심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의 뒤에는 지방행정을 통할하는 중앙부처와 특별시의 지위를 갖

는 서울시의 위상을 둘러싼 보다 구조적인 긴장관계에 따른 것이었다고 최상철 초대원

장은 회고했다.

연구원 설립허가와 육성조례 제정

이러한 조정이 진행되는 사이 서울시의회는 독자적으로 1991년 12월 30일 ‘서울특별

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1992년 1월 15일 조례제정을 공포했다. 서

울시의회를 설득하는 데에도 서울시는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속적인 

자료축적이 필요하다는 점, 결과적으로 용역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내무부가 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을 허가한 것은 이상

배 총무처 장관이 1992년 6월 26일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992년 7월 14일이

었다. 당시 연구원 설립을 위한 일련의 작업은 이상배 시장 아래 강덕기 기획관리실장, 

강홍빈 시정연구관 및 시정개발담당관실이 추진했다.

최상철 초대 원장 취임 
(1992.9.23)

개원준비는  
시청 별관 지하공간에서  
긴박하게 추진되었다.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먼저 논의되었으나  
연구원의 독립적 위상을 고려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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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보다 전문화되고 지속적인 시정연구수요에 부응, 서울특별시의 출연하

에 독립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객관적인 조사연구와, 창의적인 계획연구, 

그리고 학술적인 기초연구 및 실천적인 정책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부단히 강구하면서, 서울의 어제를 반추하고 지향해야 할 내일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일선행정의 두뇌로서 그리고 시정정보의 집결체로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협력하며 축

적된 지식을 기록하고 전파할 것이다.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등 시정전반에 관한 연구기능이 결집된 대도시관리 정책연

구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공공복리와 편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의

결로서 1992년 10월 1일 발족하였다.”

분야별 연구인력을 찾아 나서다

논현동에 청사를 마련하고 개원식을 마친 이후 연구원의 기관형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개원 당시의 조직은 기획조정부, 도시계획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도시

환경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전산자료실,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부서의 인력

의 한 건물을 소개받고 더 이상 물

색할 시간도 없이 결정했다고 한

다. 이 건물은 동호대교를 건너 남

쪽으로 향하면 학동로를 지나 테

헤란로에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언덕 왼편에 있었다. 한일카페트 

본사건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16-14번지에 위치한 7층 

건물이다.

개원식, 그리고 연구원의 사명

긴박했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1992년 10월 1일 오전 10시, 논현

동 청사 현관 앞에서 개원식을 거

행했다. 개원식에는 마침 외국 순방에서 귀국하는 대통령을 영접해야 했던 이상배 시장

을 대신해 백상승 부시장이 참석했다. 시의회 의장, 강병기 이사장 및 다른 연구기관 원

장 등도 내빈으로 참석해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는 단정하게 조

성된 연구공간을 보여주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창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개원 

당시 제작했던 안내서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도 600년의 역사도시로서, 인구천만의 거대도시로서, 장차 통일시대의 수도로서, 그리고 환태평

양시대의 국제도시로서, 서울은 오늘 그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각별한 지혜와 정열을 요구하고 있다.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다. 금세기 후반의 괄목할 만한 성취의 뒤편에 시정의 

관심과 치유를 기다리는 급격한 성장시대의 공백이 남아있다. 주택, 교통, 환경 등 기본적인 생활조

건은 지역 간, 계층 간 고르게 향유되어야 하며, 도시환경은 보다 시민의 존엄성과 자아계발의 욕구를 

고양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물량적 개발에서 생활의 질로 시정의 중심기조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

은 이제 세심하고 정교한 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비해야 할 내일의 과제는 중요하고 도전적이다. 자치시대의 도래는 시정과정의 민주화를 요청하고 

있고, 정보화의 물결은 시정기술의 과학화를 재촉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거대화는 시정관리의 경

영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좁아지는 세계는 시정안목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통일 한반도

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서울은 나라의 수도로서, 지구적 거점도시로서 새로운 위상정립과 그에 상응

하는 시정의 개혁을 기다리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 216-14번지의  
첫 연구원 청사

논현동 청사 앞에서 거행한 개원식
(1992.10.1)

좌) 개원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개원 현수막에 사인을 남기고 
 있다(1992.10.1) 
우) 개원 리셉션(19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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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시정연구를 향한 기대

연구원의 개원행사와 연구인력의 높은 지원률에 대한 언론의 관심에서 보듯이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수도 서울의 위상이 그만큼 높게 인

식되고 있었고,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문가집단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았

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울시의 기대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개원 당시 이상배 시장은 서울시 각 국장이 직

접 연구원을 방문해 각 조직의 업무현황과 당면문제를 상세히 소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실이 정한 순서대로 담당국장들은 논현동 청사로 와서 각 부서의 업무와 

현안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었다. 이 가운데 홍종민 당시 기술심사관의 연구원 존립 필

요성과 의의에 관한 발언은 서울시가 연구원에 가진 기대를 반영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발족은 필연성을 갖는다. 하나는 공무원이 주도하는 시정

이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정의 흐름을 보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

무를 공무원이 주도해 왔고, 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시민과 시의

회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데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 시민의 욕구를 걸러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서울의 문제가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서 고급두뇌 집단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이다. 서울은 세계에서도 거대하고 과밀하며 가장 급격히 성장한 도시이고, 산지가 많은 지형

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정은 고도로 전문화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며, 개원이 때늦은 감이 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과는 달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는 곧바로 시정에 반영되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보

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각 국장의 업무소개 이외에도 연구진이 내부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 지하철 

5호선 건설현장, 탄천하수처리장, 구의수원지, 도시개발공사, 과천 서울대공원 등 주

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각 기관은 상세하고 성의있게 업무현황을 

소개해 주었고, 연구진이 실질적으로 시정현장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개원하고 얼

마 지나지 않아 취임한 이원종 시장은 논현동 청사를 직접 방문해 모든 연구원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며 연구원의 정책개발 기능에 큰 기대를 표시했다. 이 모든 사례는 개원 

당시 서울시가 연구원에 가지고 있던 관심과 기대를 잘 나타낸다.

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고, 개원 이후 1992년 말까지 연구인력 확

충작업이 진행되었다. 

연구부장을 초빙하는 일은 개원 준비단계에서 시작되어 개원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

었다. 최상철 초대 원장의 노력 끝에 도시계획부장에 이학동 강원대 교수, 도시교통연

구부장에 이인원 홍익대 교수, 도시환경연구부장에 유명진 시립대 교수, 도시경영연구

부장에 우동기 영남대 교수가 초대 연구부장으로 초빙되었다. 초대 사무국장으로는 유

천수 전 양천구청장(후에 민선 도봉구청장 역임)이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와서 연구원

의 살림을 맡았다. 

당시 연구직은 석사급의 연구원, 박사급의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직

급이 구분되었다. 연구부장들은 연구위원 직급이었으므로,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급의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석사급 연구원과 박사급 연구원은 공

채로 모집했고 수석연구원은 특채로 모집했다. 수석연구원으로는 수도연구소장으로 

있던 김갑수 박사, 주택공사의 장영희 박사가 1차로 연구원에 합류하고, 후에 연구원 

내 하부조직으로 서울21세기연구센터가 발족하면서 국토연구원에 있던 한영주 박사가 

합류했다. 

치열했던 공채 1기 선발

공채로 진행된 연구원급과 책임연구원급의 선발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원급은 

13대 1, 책임연구원급은 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주요 일간지들은 ‘서울

시 자신도 놀랐다’는 기사를 올려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를 계기로 연구원은 

사회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함께 일하게 된 엘리트 학자들의 집

단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300명이 넘는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필기시험, 

논문발표, 면접 등으로 10월 1일 개원 이후 12월 말까지 개원준비만큼이나 분주했던 

기관형성 기간을 보냈다. 

최종적으로 16명의 책임연구원과 16명의 연구원이 선발되었다. 대학이나 다른 직장으

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는데 강욱모, 구자훈, 권영덕, 김경철, 김경혜, 김문현, 김은

형, 박후원, 이광훈, 이상호, 이혁주, 조용모, 정창무, 최기주, 최병대, 황기연 박사 등

이 이때 선발된 책임연구원이었고, 김영란, 나희진, 문성준, 송광태, 신경희, 안정현, 

양재섭, 유기영, 윤혜정, 이동연, 이희정, 정영수, 조성빈, 조항문, 진장원, 최창호씨가 

연구원이었다.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시정연구단’의 연구진 대부분은 연구원에 합류하

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원의 노쇠화를 우려한 서울시의 방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

진다. 이로써 연구원은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1993년 1월 4일 3층 강당에서 시무식

을 열어 대도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업무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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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지난 30년간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해왔다. 외

형과 내실을 균형 있게 강화하며 명실상부한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 도시연구의 종합 네트워크

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 도시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면서 서울만의 도시발전모델을 
정립하고 해외로 발신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와 도약의 과정은 서울연구원의 미래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  이 글은 역대 원장, 부원장 인터뷰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년사」, 「서울연구원 20년사」에 수록된 과거 회고 내용 등 관
련 자료를 종합해 연구원 설립 이후의 30년을 기술한다.

연구원 설립과 서울시정의 새 국면 

30년 역사를 구획 짓는 기준 
설립 이후 30년의 역사를 경영기조와 조직체계 등 큰 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짚어보자

면 기준이 필요하다. 30년의 시기 구분에 관해서는 역사를 아는 이마다 견해가 다를 

것이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기준점이 있다. 하나는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 발발을 

계기로 시작된 연구원의 개혁이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행정, 경제, 사회의 모

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었고 서울연구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른 하나는 달

라진 시대 흐름과 시정 기조에 따라 연구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2010년대의 변화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원의 지난 30년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연구원이 설립된 1992년부터 1997년까지로 도약기라고 볼 수 있다. 시정연구를 전문

적,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출발했고 

그 기대에 부응해 많은 성과를 낸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98년부터 민선 5기 중

반 오세훈 시정에 해당하는 2011년까지로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 IMF 외환위기로 시

작된 국가적 구조조정에 동참해 연구원의 개혁을 추진하고, 청계천복원과 대중교통 체

계 개편 같은 주요 시책사업에서 선제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글로벌 거대 도시로 변모

하는 서울의 성장을 주도했다. 세 번째 시기는 박원순 시정이 시작되고 연구원이 명칭 

변경을 비롯해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연구원의 역할 

다변화,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이 더욱 빨라진 확장기라고 볼 수 있다. 

개원 초기 조직정비와 연구원의 위상

출범 이후 연구원은 서울시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기틀을 갖춰 나갔다. 초

기 조직은 4개 연구부(도시계획부, 도시교통부, 도시환경부, 도시경영부)와 3개 지원부

서(기획조정부, 사무국, 자료전산실) 체제였다. 이사회는 연구원의 최종의사결정기구였

고, 연구관리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였다. 1993년 11월에는 

기획조정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사회복지분야를 연구하는 사회개발연구부를 신설

했다. 5개 연구부 체제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름이 바뀌면서도 연구부서를 전면 개편한 

2008년까지 유지되었다. 1992년 개원 당시 인력은 정원 60명이었고, 이듬해인 1993년

에는 정규직 47명, 위촉직 53명을 포함해 총 100명 규모의 연구인력을 갖추었다.

전문적인 시정 연구의 수요와 기대 속에 출발한 만큼 개원 초기의 위상은 상당했다. 서

울시장은 연구원장을 행정의 동반자로 여겼고 연구원들은 시정연구 전문가로 존중받

았다. 연구결과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거센 도전에 맞서 변화를 주도하다

좌) 연구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  
 (1993.2.13~2.14) 
우)  개원 3주년 기념세미나 

-서울시정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1995.9.28)

서울21세기연구센터 개소 
(19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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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정 초기,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다

연구원 개원 초기는 개발과 성장의 기조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서울시가 개발 후유

증을 실감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관리를 고민한 시기이기도 하다. 연구원은 도시문

제의 여러 양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시정 비전을 제시

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발사업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도시계획의 분야별 마스

터플랜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세부 계획을 실행했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이행하는 시기

에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맞물려 수도 서울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

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연구원이 설립된 1992년은 서울 정도 600년과 새천년을 목전

에 둔 시점이라 굵직한 연구사업이 많았다. 서울시는 1994년 서울 정도 600년과 2000

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서울의 위상을 확인하고 21세기의 발전상을 그리는 ‘서울 21

세기 구상’ 사업을 추진했다. 연구원은 1993년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21세기

위원회를 발족·운영하는 한편, 내부 조직으로 서울21세기연구센터를 설치해 이 사업

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서울21세기연구센터는 정보화, 국제화, 통일이라는 세 갈래로 서울의 미래를 구상하고 

산업경제, 발전전략, 도시행정, 시민생활, 도시기반 부문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워

크숍을 진행해 기술변화와 도시발전,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시민수요와 소

비패턴 등 16개 영역에서 21세기의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을 논의했다. 전문가 워크숍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시민이 그리는 미래상’을 도출한 것

도 ‘서울 21세기 구상’ 연구의 의의이다.

IMF 외환위기와 조직경영 혁신

IMF 파고와 내부로부터 시작된 개혁 논의

30년 역사의 두 번째 시기는 1997년 말에 발발한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작되었

다. 당시 서울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했는데 

그 실무를 연구원이 맡았다. 

연구원은 각 기관의 경영상

태를 진단하고 구조조정안

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연구

원 개혁을 준비했다. 개원 

후 5년이 갓 지난 시점이어

서 큰 폭의 구조조정이 필요

하지는 않았지만 소폭 조정

이 이루어졌다. 당시 85명이었던 정원을 81명으로 축소했고, 조직체계에서는 사무국

을 행정실로 변경하고 부원장제를 폐지하는 개편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IMF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의 목표는 연구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 

향상이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1997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연구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우수한 연구원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자 했다. 이와 관

련해 연구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연봉제 도입이었다.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

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기본 연봉과 순수성과급으로 구분해 보수구조를 설계했

다. 기본 연봉은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보상과 생계비를 보장하는 보수이며 성

과급은 업무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지급되도록 했다.

단일 보수체계 도입과 평가제도의 개혁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던 연구직의 급여체계를 단일 보수체계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선임연구위원부터 연구원까지 5개의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직급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체계가 적용되었다. 단일 보수체계는 모든 연구직에 직급 

구분 없이 하나의 급여곡선을 적용한다. 이 체계에서는 직급과 상관없이 성과급이 산

정되기 때문에 연구원이 승진에 과도한 기대를 갖거나 승진 누락에 불만을 갖게 되는 

문제가 줄어든다. 성과를 내는 연구원이 승진을 못하더라도 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단일 보수체계의 장점이다.

급여체계를 개혁하면서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일 방안도 모색했다. 평

가체계는 연구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양과 질의 합산 

평가는 공공연구원 중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평가 결과는 연구의 질

적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량의 차이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지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공공연구원이 양적 평가를 채택하는 풍토 속에

개원 6주년 기념 시도연구원  
공동세미나(1998.10.9)

연구원 경영혁신에 관한 원장과  
위촉직원 간 간담회 (19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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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화를 시도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질적 수준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았지만 점수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평적 협력체계를 만드는 순환보직제

연구조직의 직급체계는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연구의 질적 수준과 효

율성 향상을 도모했던 당시의 개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수직적 조직체계를 

기능 중심의 수평적 체계로 변모시키는 일이었다. 우선, 연구분야나 직급에 얽매이지 

않는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이전보다 단순하게 개편했다. 선임연구위

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5개 직급체계에서 중간 직급인 부연

구위원과 책임연구원 직급을 부연구위원으로 통합해 4개 직급체계로 조정했다.

1999년에는 연구조직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도입했다. 순

환보직제는 구성원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부장직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

되면서 젊은 연구부장들이 대거 등장했고, 이들은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

다. 순환보직제 도입은 경력 많은 선임급 연구원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원들도 더 책임

이 큰 보직을 경험함으로써 조직 전체를 이해하는 시야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었

다. 이러한 의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와 함께 순환보직제는 이후 다른 국책

연구기관, 지방연구원 등으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유지되어 유연하고 자유로운 조직문

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연구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

시정 지원을 넘어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

한 연구로 전성기를 열었다. 우선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일자리 대책 등 

정책연구와 국가적으로 큰 행사였던 2002 한일월드컵 지원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했

다. 특히 민선 2기 고건 시정(1998~2002)은 연구원이 서울시정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선도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연구원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의 질적 성장을 이끌 연구를 수행했다. 난지도공원 복

원, 서울 북촌 가꾸기 등 역사와 환경을 보전하는 연구를 확대했고 한강르네상스의 효

시가 된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을 지원하는 연구, 상암 DMC 조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하

는 연구를 시작했다. 

민선 3기 이명박 시정(2002~2006)과 민선 4기 및 5기에 해당하는 오세훈 시정

(2006~2011)도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했다.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마케팅 개념을 시정에 도입했

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시기에는 도시 인프라를 개발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

형 프로젝트가 중점 추진되었고 연구원은 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사업 

기반을 쌓는 연구를 수행해 연구의 양이나 질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던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 개선사업, 시청광장 재구조화

사업 등에 참여했고, 오세훈 시정에서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사업, 서울 관광글

로벌 전략, 문화・지식・창의산업 육성, 도시브랜딩 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분야 간 융합을 강조한 조직개편

연구원은 시정을 선도하는 연구로 서울이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했지

만 2000년대의 사회 변화는 연구원에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고 2010년대를 앞두고 네트워크 환경이 유선에서 모바

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는 어느 분야에서나 소수 전문가가 정보를 독점하

던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했다. 공무원의 직무 역량도 전과 다르게 향상되어 연구

원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11대 정문건 원장은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경영

을 접목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2007년에는 외부기관에 연구원 조직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내용을 토대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성과와 관리 중심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융

합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혁신의 주요 방향이었다. 2008년 2월에는 개원 이래 가장 큰 

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도시사회의 5개 

연구부서를 창의시정연구본부와 도시기반연구본부의 2개 본부로 통합했다. 깊이 있는 

전문 지식보다 지식의 융합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연구부서 간 벽을 허물고 융

합연구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좌) 이명박 시장 서울연구원 방문  
 (2002.7.22) 
우)  서울창의시정 국제컨퍼런스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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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과 비슷한 체질로 변화시키자는 경영기조는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더욱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해 투입

자원[Man Week]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성과보상의 차등도 전보다 크게 두어 연구

원이 자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하는 환경을 갖추고자 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정 현안과 사회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과제 운영 방

향도 바꿔 나갔다. 과제 성격을 보면 기초연구의 비중을 줄이고 현안연구를 늘렸다. 오

랜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보다는 3~4개월 정도 걸리는 단기 과제를 늘려 더 다양한 과

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에 비해 연구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연구

원이 다음 연도에 수행할 과제와 관련해 연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가 이를 검토해 결

정했다면, 이 시기에는 연구원 내부의 위원회가 수시로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권한

을 조정했다.

연구원 내부의 지원시스템도 강화했다. 2010년에는 IT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

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데이터를 연구 활동의 중요한 자

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당시 예산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꾸준한 개선을 거쳐 도시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축적하고 연구

원 외부와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2020년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기 위한 5개년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연구 패러다임 전환

‘서울연구원’이라는 정명(正名)의 의미

2011년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시정 기조를 수립했다. 민선 5기

부터 7기에 해당하는 박원순 시정(2011~2021)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이행

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했다. ‘시민이 시

장이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쳤다. 이

러한 시정 변화에 따라 연구의 방향도 크게 전환되었다. 저성장 시대 담론으로 서울의 

공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가치와 성장동력 등이 논의되었고, 연구원

은 보편적 복지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했다.

2012년에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서울연구원으로 

변경했다. 고도성장시대를 상징하는 ‘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설립 근간인 ‘시정’까

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새 시대 연구원의 역할과 기

능, 연구원의 미래상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서울연구원’이 적합하다는 합의를 이루었

다. 정명(正名)이라고 했던 이 개혁의 의미는 “정책연구를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를 학

술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

의 기록」, 27쪽)”이었다.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연구원의 정명은 정보화, 저성장, 시민의식의 성숙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연구원 밖의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도시연구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연구원의 비전을 공표한 

일이기도 하다. 2000년대 말에 융합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 연구

원은 2010년대에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도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시연구 플랫폼의 기능을 확대했다.

먼저, 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했던 부원장직을 2012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활시켰

다. 부원장제도를 재도입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구기획 기능 강화였다. 부원장은 각 

연구부서가 자기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느라 지나치기 쉬운 이슈를 두루 살피고 연구과

제를 발굴,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아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 방향을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했다.

부원장제도가 부활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성과를 더욱 폭넓게 확산시키는 계

기도 마련되었다. 연구자가 과제수행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진행하는 과정, 마무리하고 

보고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현상 조사와 분석에 

치중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늘렸다. 길고 어려운 

보고서보다 좀 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를 장려했다. 이러한 시도를 토대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正名)  
선언(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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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결과가 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활동과 시정에 관

한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현장연구와 컨설팅 역량 강화 
2013년에는 서울시가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연구원의 혁신을 촉진했다. 당시 서울시가 외부기관에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의뢰해 도

출한 연구원의 혁신 방향은 개방형 연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

다. 박원순 시정은 연구원에 현안 해결을 위한 직관적인 아이디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책개발을 핵심 기능으로 갖고 있던 연구원의 

운영 방향이 변화하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다.

우선, 연구원의 컨설팅 기능과 현장연구가 강조되었다. 연구원은 다양한 정책현안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0월에 전략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전략연

구센터는 서울시의 빠른 행정, 정책 실행에 필요한 단기과제를 집중적으로 전담해 연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시도는 컨설팅 관점을 연구활동 전반

에 더욱 폭넓게 접목하는 연구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다.

박원순 시정에서는 업무와 연구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연구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

다. 2012년 2월에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되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

로 출발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향상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왔다. 2014년 11월에는 

서울의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시정과 시민의 삶에 중요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미래연구센터가 신설되었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도시외교센터로 명칭이 바

뀌면서 남북교류와 세계 도시 비교연구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담장을 허물고 열린 네트워크로

연구원은 개원 초기부터 대외 교류와 협력을 추진했는데 개방형 연구 플랫폼으로의 전

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한 2010년대에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융합 연구가 갈수록 중요하고, 연구원 내 교류를 넘어 국내외 전문가와 폭

넓게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에는 연구원과 외부 

기관의 일대일 협정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다자 간 교류협정

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도출했다. 2014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호찌민  

등 아시아 주요 대도시의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MeTTA)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펼쳐오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정보 교류 및 소통도 강화했다. 2011년에 신설된 도시정보센터는 도시

정보를 수집해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출간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정보센터 신설을 계기로 연구성과 공유와 대시민 정보서비스는 

더욱 활발해졌다. 중요한 연구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소개하는 단행본 출간을 늘렸고,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정책연구

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시사성 높은 이슈와 관련해 주요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

게 가공해 전달하는 ‘서울인포그래픽스’, 5~10분의 짧은 영상으로 정책을 재미있게 소

개하는 ‘정알박(정책 알려주는 박사)’ 등이 시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좋은 서울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자치분권이 정착되면서 정책개발에도 시민참여 요구가 더욱 커

지고 있다. 연구원은 1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숙의 과정을 거쳐 ‘2030 서울플랜’을 수

립하는 등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확대해 왔다. 시민의 일상적이고 

세밀한 관점을 연구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정 연

구논문 공모사업은 지식허브로서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입증했

다. 2012년에 시작한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은 시민의 일상이나 마을의 문제 같

은 작은 주제에 섬세하게 접근해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원도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숲속 강

의처럼 시민의 호응을 얻었던 기획 프로그램,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사들이 중단

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을 회복해가면서 

연구원은 시민사회와의 더 활발한 만남과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연구원이 지나온 30

년이 시대 흐름이라는 거센 도전에 맞서 스스로 변화해온 시간이었다면 이제 만들어갈 

역사에는 시정의 진정한 주역인 시민이 항상 함께할 것이다.

좌) 연구원으로 시민을 초청해  
 진행한 숲속 인문학 강의  
 (2015.8.19) 
우)  시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발표회(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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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원장으로서 서울연구원 30주년을 바라보는 
소회가 어떠신지요?

외국에 초빙연구원으로 나가 있다가 연구원장을 

맡으라는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기억도 나고, 

학교에 있는 교수들에게 연구원으로 와달라고 연

락하던 일도 떠오릅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체계

가 덜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열정적으로 일

해준 분들 덕분에 연구원다운 기틀을 잡았던 것 같

습니다.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면 이

후에도 많은 분이 고생하셨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

다. 서울을 넘어 동북아, 세계의 주요 도시에도 이

름을 알리고 많은 기대를 받는 연구기관이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원 무렵을 돌이켜 보자면 연구원을 향한 기대는 
무엇이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렸

습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나 

지식을 쌓지 못한 채 맞이한 상황이었어요. 국가행

정과 발전계획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데 지

방에는 연구기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연구

원으로는 처음 출발했고 이후 다른 시·도에도 연구

원이 하나둘 생기면서 우리 연구원이 벤치마킹 대

상이 되었지요. 지자체 시대의 정책과 사업을 기획

하는 임무를 앞서 수행했는데 자치 개념조차 부족

한 때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을 

모두 임명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장도 직선

제로 선출하게 되었고 지방행정에서 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지요. 시정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구

정까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연구원이 

고도의 전문성과 섬세한 연구로 지방의 행정 발전

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기대만큼 할 일도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개원 초기에는 말 그대로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체

계도 아직 덜 잡힌 상태에서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사업, 새천년 준비 연구 등을 닥치는 대로 해나갔습

니다. 우리가 개원한 1992년에 서울시의회도 발족

했습니다. 그 의회가 준비 없이 갑자기 생겨서 혼란

이 컸어요. 시의원들은 시정이나 시정연구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의회가 연

구원 감사를 종종 실시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

서울시청 지하공간에서 연구원의 설립을 준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검토할 서류, 작성할 문서가 
산더미였지만 힘든 줄을 몰랐다. 도시계획, 도시경영,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어렵게 모아 첫 연구진을 꾸렸다. 
그렇게 출발한 연구원이 30돌을 맞았다. 최상철 초대 원장의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경험을 

세계로 전파해야 할 때 

최상철   
초대 원장

1992.9.23 ~ 1994.9.22

최상철  초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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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까. 교수 출신 부장 한 명이 목소리를 높이며 

시의원과 싸우다시피 한 적도 있었지요. (웃음) 연

구보다는 연구 외의 일로 힘들 때가 많았네요.

초창기의 연구원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힘든 것과 별개로 추억이 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 굵직한 사건보다는 아기자기

한 에피소드가 종종 떠오릅니다. 사소하지만 정감 

있는 일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논현동에 첫 

청사를 얻었을 때는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없었

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버스 한 대를 샀어

요. 연구원 전용 셔틀버스를 사서 전철역이나 몇몇 

지점을 돌았습니다. 논현동 청사 1층에 동남은행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거긴 시금고가 아니니 상업은행

에 출연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건물에서 상업은행 지점까지 거리가 멀었거든요. 

날마다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은행까지 오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서울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동남

은행을 이용해도 된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ATM 

기기도 없어서 입출금 같은 단순한 업무도 창구에

서 한참 기다려 처리할 때였어요. 서울시가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준 에피소드 중 하나예요. 덕분에 

행정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편해졌지요. (웃음)

처음으로 연구분야를 정립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예나 지금이나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연구

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겠지요. 연구

분야마다 내로라하는 박사를 초빙했고 공채로 정

말 실력 있는 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연구의 수준은 

걱정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 훌륭한 연구원들이 개인의 관심 주제 위주로 연

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

하게 된 것이지요. 연구의 성격도 손에 잡히는 결

론,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읽어

도 지나치게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

랫동안 연구원은 학제 간 연구, 협력연구를 어떻

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외에 연구원이 어떤 노력을 계속

해야 할지 미래를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

동안 연구원이 의미있는 일을 해왔고 그 성과가 상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시연구의 

수준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정도가 되었

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창기부터 연구원들

은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달렸고 두꺼운 연구보고

서를 써냈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들이 제각각 자

기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시문제를 종

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로 나아

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연관된 분야 간의 협력연구나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체를 보고 진단해야 하는데 

누구는 거울만 보고 누구는 엔진만 보고 심지어 다

른 쪽에서는 자동차회사가 어디인지를 보고 있었

다는 겁니다. 횡적인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깊이

만 추구하다 보니 연구보고서는 두꺼워지는데 어

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연구성과를 해외에 알리

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면 좋겠습니다. 해

외 경험에서 배울 시기는 지났습니다. 연구원에서 

펴내는 「세계도시동향」 같은 자료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정책사례를 들여오는 데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은 충분히 성공

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삶의 질을 새로 평

가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전설처럼 번영했던 세계

의 도시들이 왜 몰락했을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

니다. 연구원이 삶과 문화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좋은 연구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원이

삶과 문화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좋은 연구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공채 1기 출신 
양재섭 박사(오른쪽)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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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근황은 어떠신가요?
한평생 무언가를 생산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처음 

겪는 은퇴자의 삶을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

에는 인왕산 기슭 활터에서 활을 쏘고 사직공원 건

너에 있는 작은 연구실로 출근해 6시 퇴근 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최근 몇 년째 대학천변 일대기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들이 거

의 대학천변에 있어서 제 이야기와 동네들이 겪어

온 큰 변화를 엮어 장소의 역사를 쓰려고 구상 중

입니다. 자료조사는 거의 마쳤고 초고도 썼는데 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잡고 있었는

지 자가발전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달리 열정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열정으로 연구원이 설립될 때도 많은 일을 하셨

고요.
연구원 창설을 처음 제안하고 그 계획을 입안하고 

정부와의 교섭을 추진하면서 설립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이나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도 서울시와 연구원의 소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려고 애썼습니

다. 산모까지는 아니어도 연구원의 탄생과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시에 도

시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

은 제 오랜 꿈이었기에 열정적으로 일했지요.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이 이곳에

서울을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고자 꿈꾼 계기가 
있었나요?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역개발연구소를 거친 제 이력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시 시대적 여건을 살피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은 30년에 걸친 개발시대, ʼ88 서울

올림픽을 목표로 1980년대 내내 지속되었던 서울

의 대개조사업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시정

은 뚜렷한 이정표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

발의 피로감이 커진 한편으로 환경, 문화, 역사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임기가 1~2년인 관선 

시장들로서는 긴 호흡을 갖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

할 정책을 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도시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정책수요와 함께 연구의 잠재적 역

량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연구원이 탄생했습니다.

연구원장으로 부임하셨을 때의 감회도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떠나 서울시립대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두 

번째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고건 시장의 부름을 받

고 기꺼이 옮겼습니다. 연구원이 남산에 있을 때였

습니다. 고건 시장이 관선시장으로 있을 때 남산제

모습찾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인수한 건

물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원장실은 6층에 있었

는데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한산이 훤히 보이

는 최고의 조망이었습니다. 벚꽃과 단풍이 좋은 남

산 산책길이 지척이어서 연구원 생활이 즐거웠습

니다. 일은 바빴습니다. 오자마자 큰 연구사업들을 

추진했지요. 상암새천년신도시 조성사업이 서울시

장 공약 1호였는데 그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연

구원이 맡았습니다. 도시계획, 주택,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가 협업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서울시 

체계에서는 횡적 협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연구원

강홍빈   
제6대 원장

1998.8.6 ~ 1999.8.17

연구원 안팎에서 오랜 기간 연구원과 함께했다. 서

울시의 시정연구관으로서 연구원의 설립을 준비

했고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IMF 외환위기 속에

서 조직의 개혁을 이끌었다. 서울시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연구원이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

원했다. 강홍빈 6대 원장에게 서울연구원은 직접 
낳고 기른 자식과 다름없는 존재이다.

강홍빈 6대 원장이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98.8.6)

강홍빈 제6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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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으로서 추진하신 일들 중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드물게도 서울시에서 연구원으로, 다시 서울

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구원장으로서 한 일

과 서울시에서 한 일이 칼로 베듯 나눠지진 않습

니다. 저한테는 하나로 이어지는 시정 참여의 생

활이었지요, 이런저런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

만, 그보다 개발시대의 뒤안길에서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 쉬는 오늘날의 세계도시 서울을 만

드는 데 다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게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남산, 낙산, 한강, 가회동, 인사동,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월드컵공원, 난지도

공원,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서울의 여러 명소, 구

석구석에서 제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의 ‘손때’가 느

껴져 스스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서울시 정책의제가 
있는지, 연구원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연구주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거대도시 서울이 1970년대, 1980년대에 대규모 

개발과 재개발로 조성되었고 이제 상당 부분은 재

수술의 대상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재개발 사업이 서울 도처에서 벌어질 모양

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런 대규모 개

발사업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 알고 있습니다. 환

경, 문화, 역사의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공동체의 와해를 겪었습니다. 한 세대

에 걸쳐 개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비로소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

시, 여러 모습의 삶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었는

데 또다시 개발 열풍이 지나간다면 어떤 모습의 도

시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개발이 불가피하더라

도 여러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

다. 서울의 도시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잘 아는 연구원의 여러 분야가 세심하고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0주년을 맞은 서울연구원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 20년사>에 초창기 이야기를 한 꼭지 

적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새 또 10년이 흘렀군

요. 연구원의 30돌을 축하합니다. 제구실하는 성

인으로 잘 자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

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겁니다. 연구원은 앞으

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성과가 돋보이는 사업, 거

대한 과제에 대응하면서도 작은 목소리를 낼 힘조

차 없는 약자의 문제를 찾아 세심하게 보살피는 따

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신나게 

일하면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로 가

꾸어가기를 바랍니다. 세계 수준의 지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도시연구기관으로 더욱 커가기를 기

원합니다.

이 중심이 되었기에 무난히 중지를 모을 수 있었습

니다. 서울시 여러 국장이 연구원에 모여 회의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 아니었을까요.

IMF 외환위기 와중에 연구원의 개혁을 추진하

셨는데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개혁

에 따르는 갈등은 없었나요?
연구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었

습니다. 보직을 연공서열로 정하다 보니 연구원의 

중추인 젊은 연구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

다. 고참 연구원과 젊은 연구원의 갈등이 있었고 

인력수급이 경직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의욕 넘치

는 젊은 연구원들이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고 봉

급체계도 개편해 직급과 상관없이 능력대로 보상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직종과 직급에 따라 이해관

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문제를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

감대를 쌓으며 시간을 갖고 진행해 큰 갈등 없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상)  제30차 이사회 참석(1998.11.13)
하)   종무식에서 우수직원 표창(1998.12.31)

6월 조례에서 우수 직원을 표창하는  
강홍빈 6대 원장 (1999.6.1)

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1998.10.9)

“작은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는 약자의 문제를 

찾아 세심하게 보살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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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을 만드는 연구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 30주년을 함께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이 20주년을 맞았을 때 이름을 변경했지

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시정’이라는 단어

까지 지우는 게 옳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생

각해 보면 과감하게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시정이

라는 단어는 관료주의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는데, 

그 단어를 없앴다는 것은 연구의 중심을 도시행정

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옮긴다는 의지가 아니었

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없어졌고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

갈 수 있었다고 봐요. 연구원이 스스로 나아갈 방

향을 잘 모색해 성장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에

서 뜻깊은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제가 취임했을 때는 IMF 외환위기와 그로 인해 커

지는 사회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새천년의 기대와 세기말의 혼란이 

뒤섞여 있는 때이기도 했지요. 연구원장으로 취임

하고 고건 시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가지 요

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시정 기획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것, 둘째는 도시 현안 해결에 집중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정 기획을 강화한다는 것

은 선도적인 정책 제안으로 공무원 사회를 끌고 가

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현안 과제는 구

조조정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새롭게 확보하는 것, 

도시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시정 기획

과 현안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원의 핵심 기능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 바탕에

는 우리 연구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

어요. 시정 현안도 과거에는 도시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확충할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

면 연구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들고 싶은 바람직한 연구원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재미있고 즐거운 연구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전임 강홍빈 원장

이 추진한 경영혁신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전임 

원장이 혁신의 주요 방향과 전략은 거의 완성한 상

태였고 저는 실행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조직체

계나 급여제도는 개편된 상태를 유지했는데 고민

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급여체계가 호봉제에

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경쟁 체제가 강화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시간을 두고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된 성과주의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나요?

열심히 일하고 성과급을 받는 게 논리적으로는 타

당한데 맹점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은 특히 투

입한 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요. 일반 조직으로 봐도 일하는 사람만 남기고 일

하지 않는 사람, 소위 패자를 도태시키고 내보내

는 게 늘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게 일하

는 조직문화를 만들려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교만해져도 안 되고 적게 받는 사람이 너무 패배

감에 빠져도 곤란합니다. 조화가 중요해요. 좋은 

사진에는 주인공도 있지만 좋은 배경도 있습니다. 

배경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권원용 제7대 원장

권원용   
제7대 원장

1999.10.18 ~ 2002.8.25

권원용 7대 원장은 IMF 외환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였던 시기에 취임해 연구원의 개혁 과정을 함께했다.

경영 선진화, 성과주의 도입은 당대의 정의였지만

그것이 연구원에도 꼭 필요한 명분인지를 고민했다.
이제 저성장 시대의 도시연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시민의 일상으로 다가가 답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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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내부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어떠했나요? 역할이나 위상 변화가 있었나요?

개원할 때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제가 원장

으로 취임했을 무렵에는 연구원의 위상이 더욱 강

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전임 강홍빈 원장이 서울

시 부시장으로 가셔서 여전히 연구원의 발언권을 

위해 애써주고 계셨어요. 할 일은 여전히 많았고 

연구원에 대한 서울시의 신뢰가 높아서 서울시의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연구원에 과제를 의뢰해 왔

어요.

재임 시기에 청사 이전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사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2년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어요.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었

는데 시장 참모들이 업무 보고를 할 때마다 우리 

신청사 이전을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이 

서초동으로 가면 청계천복원 연구에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시장을 설득했다고 해요. 시장을 만났는데 

신청사 건축물 용도변경을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에 새청사가 왜 꼭 필요한지, 시장을 열심히 

설득해 청사를 지켜냈지요. 

앞서 연구원의 30년 역사를 말씀하실 때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지향합니다. 분권형 시민

사회가 도래하면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

고 연구원도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을 넘어 삶의 멋을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

민해야 합니다. 연구자가 연구실에서 통계만 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현장에 가서 보고 부딪치

고 대화해야 알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자치조례 연

구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면 법령보다는 조례가 더 중요해요. 아기자기한 

일상을 만드는 조례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점 외에 연구원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미래를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카이

빙, 기록 보존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점이에요. 

우리 서울의 발전을 본받고자 하는 해외 도시가 많

습니다. 우리의 정책모델을 전파하려면 기록이 무

엇보다 중요하지요. 성공한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한 사례도 전파해야 합니다. 둘째는 장기적 비전

을 갖고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도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해온 

이야기지요. 수도권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보는 

제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지방연구원과 공동연구나 

기타 협력을 확대하라는 조언도 남기고 싶어요. 

이제 연구원도 30년이 되었으니 내부 출신 원장이 

나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장

해 원장직까지 수행하는 사람이 나와서 연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었

으면 합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면 

법령보다는 조례가 더 

중요해요. 아기자기한 

일상을 만드는 조례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064 065 서울연구원 30년사
제1부 서울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역대 원장 인터뷰



도시연구 

패러다임 전환과 

서울연구원 체제 

설립 20주년을 지나는 시점에 연구원 명칭 변경

을 주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연구원은 우리나라 도시연구의 살아있는 증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중 20년은 개발과 

성장의 담론을 만들었다면, 그다음 10년은 개발과 

성장 이후, 즉 개발의 패러다임을 넘는 새로운 화

두를 좇아 더욱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몸

집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내면도 갖추기 위해 질적 

변화도 끊임없이 추구해 왔어요. 처음 20년이 시

정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처럼 고도성장시대 개발

의 담론을 만들어 왔다면 20주년을 지날 때는 시

정과 개발을 떼고 서울연구원이 되면서 저성장시

대의 새로운 담론을 기획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과거 서양 선진도시의 발전 모델을 받아들여 모방

하는 입장에서 서울 고유의 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는 다른 도시를 향해 발신하는 단계로 전환해왔다

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아시아 메가시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K-컬처, K-방역과 

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새로운 서울, K-메가시

티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메가시티라

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K-메가

시티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전파할지 고민하면서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를 창설했습니

다. 서울,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호찌민 등 아

시아 거대 도시들이 함께하는 연구원 연합회입니

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구적인 대도시 모형을 수

입하는 수신자 입장이었다면 발전 이후의 대안을 

찾아 다른 도시에 전달해주는 발신자로서의 역할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우리의 도시계획

을 연구하고 실행해온 20년 역사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 모델 수출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겁

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우선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관공서 이미지, 전문가 

집단으로서 약간의 폐쇄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어

떻게 바꿀 것인지부터 고민했습니다. 외부와 연구

원 사이의 담장을 허물자, 연구는 전문가만 한다

는 발상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에게 연구원을 개방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작은연구 좋은서울’이라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시민에게 예산

을 지원해 재미있는 연구를 해보자. 대학생이 오

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를 하면 얼

마나 신나겠어요.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들어가려

고 아무리 애써도 다가가기 힘든 암묵지라는 게 있

어요. 동네 노인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

지를 시정연구로 끌어들이자, 연구원은 그 플랫폼 

역할을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이창현 제13대 원장

이창현   
제13대 원장

2012.2.17 ~ 2014.8.13

이창현 13대 원장은 
설립 20주년을 맞은 

연구원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 변화는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도시의 삶을 모색하는 
도시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연구원은 이름을 바꾸었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확장하고

 솔루션 뱅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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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할 때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을 위험은 없을까요?

정치적 당파성에서 연구원은 당연히 중립이어야지

요. 그렇다고 해서 공익과 사익을 구별할 때 어정

쩡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공과 

사적인 영역이 대치할 때 철저히 공공의 이익을 위

해 복무하는 게 공적 부문이고 연구원 역시 공익

을 담보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공익을 위해 우리

는 도시계획의 화두를 만들어야 하고 모든 것이 경

제적 이익과 관련해 결정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

다고 봅니다. 도시의 주거, 교육, 보건 같은 핵심

적인 과제를 공공화시키지 않는다면 서울연구원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공연구원의 역할

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

니다. 다가올 10년의 연구원은 새로운 미래를 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이냐 저성장이냐, 개발이

냐 보존이냐 같은 이항대립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

의 미래를 고민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좌

우도 없고 민간과 공공이 경계 없이 함께 만들어가

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도시연구 플랫폼의 이름도 싱크탱크에서 솔루션 
뱅크로 새롭게 제시하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

나요? 
앞서 말씀드린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담론, 발전 

이후의 대안을 찾기 위해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는

데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교

통, 주택 같은 전통적 도시연구에서 복지, 중소상

공인 경제, 문화, 나아가 보건까지 영역을 넓히려

고 했거든요. 보건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지

만 우리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열린 플

랫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싱크탱크로

서의 역할을 표방했고 나중에는 그 개념을 다시 생

각했어요. 우리가 탱크를 만들지만 탱크에는 의지

가 없어요. 탱크 속 내용물을 원하는 사람이 골라

서 퍼가는 개념이라면 우리 역할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

루션 뱅크를 해보자. 우리 연구 결과를 방향성 없

이 마구잡이로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보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자는 논의

로 발전시켰습니다. 

솔루션 뱅크로서 주로 어떤 변화를 시도했나요?
연구원은 불통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

는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했어요. 광화문

의 차벽이 상징하던 불통의 시대를 지나 소통, 나

아가 경청이 시정의 주요 기조가 된 때였습니다. 

서울 도시계획도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

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시민을 원탁으로 불렀

어요. 100명을 원탁에 앉게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으려 했지요. 「2030 서울플랜(도시

기본계획)」을 시민과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게 중

요해요. 시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그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연구원도 

시민과 소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배려

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

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섬세하게 고민해야 했습니

다. 그렇게 싱크탱크를 넘어 솔루션 뱅크로 나아

가려고 노력했지요.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솔루션 뱅크의 역할을 외부에 

어떻게 알릴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일환으로 ‘인포

그래픽스’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정책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쉽

고 재미있게 가공해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자는 의

도였지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결국 시

민의 이해, 동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

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고 부조리가 있다면 알리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제

가 생각한 솔루션 뱅크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고

부조리가 있다면 알리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한 

솔루션 뱅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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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서 연구자로 근무하셨던 만큼 원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의 소감이 특별했을 듯한데 
어떠셨나요?

연구원의 역할은 항상 그 시대의 요구 속에서 달

라져 왔다고 봅니다. 제가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2000년 전후에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한 도시의 후

유증이 나타나던 시기였어요. 겉은 번지르르하나 

내실이 부족한 도시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고민이 

컸고 도시학자들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

과 환경, 사회경제 같은 많은 분야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토대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쌓으려 했고 일

하는 보람도 컸지요. 원장으로 취임한 2014년 무

렵을 돌이켜 보면 그 이전부터 많은 게 달라져 있

었어요. 전문가가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끝나고 

집단지성 혹은 SNS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책 연

구기관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서울연구원은 

내 인생의 화양연화

김수현 14대 원장은 연구자로서 먼저 서울연구원과 함

께했고 조직의 수장으로 다시 돌아와 더욱 큰 열정으로 
연구원의 성장을 이끌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연구

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시기에 개방

과 소통의 싱크 플랫폼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

의 비전을 정립하고자 했다. 

김수현   
제14대 원장

2014.8.20 ~ 2017.2.28

김수현 제14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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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쓰고 싶은 책을 쓰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어 드렸습니다. 연구자로서 평생 쌓아온 노하우

와 자료, 연구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종합해 펴내

는 것은 개인에게나 연구원에나 뜻깊은 일 아니겠

습니까. 이광훈 박사님이 「서울 교통정책 변천사 

1953~2016」이라는 엄청난 작업을 완성하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연구원이 어떤 의미로 다가

오시나요?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중이고, 평생 많은 

정부 기관과 조직을 경험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

기는 서울연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 인생의 화

양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하는 재미와 보람,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 뜻이 통하는 사람들까

지, 그 모든 것을 서울연구원에서 만났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서울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20주년에는 성년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다면 30주

년은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원이 해온 역할이나 성장해온 과정을 생각할 때 정

말 감개무량한 일이고요. 다만 시대 변화와 사회

적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내적 기반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

민이 이어져 온 가운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자 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연구원의 직접적 수요자인 행정 부문의 기

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

요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행정 공무원들이 원하

는 자료를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어를 잘

해서 국외 자료를 찾아보는 데 어려움이 없어졌

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원 시스템에서 바

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원 

의존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여느 국책연구기관들

의 공통된 운명이었어요. 이제 연구원은 더욱 철

저한 개방을 지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

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적하는 데이터의 원

본을 공개하고 청년 연구자나 시민단체와 같은 시

민의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연구성과를 

더 폭넓게 공유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어요. 길

고 현학적인 보고서를 대중이 읽기 좋게 가공해 전

달하고 단행본 출간도 늘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시정 요구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이 아닌, 한발 앞서 과제를 발굴하고 

서울시에 제안하는 역할로서 연구원과 서울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의 쌍방향 소통 확대가 연구 방향을 새

롭게 제시하기도 했나요?
우리가 오랜 시간 서울시와 교류하고 협의하면서 

수행해온 기본적인 과제들을 계속해나가면서 시민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수행했다고 봐야

겠지요. 예를 들면 서울의 사회학, 인문학 같은 분

야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분

순간에 취약해지고 도태된다는 것, 그것이 공조직

의 숙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

기관이 변화를 선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적어도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구원은 초기 10년 동안 기대받았던 역할을 성공

적으로 수행했고, 그다음 10년과 또 다른 10년간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

로 또 한 세대, 반세기, 그 너머를 내다보는 서울

연구원이 되리라 믿고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야에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서울연구원은 다

른 기관보다 더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더 많은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차별성이 있고 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서울의 공

간과 교통을 포함한 미래 연구도 강조되었습니다. 

당장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니까

요. 도시경쟁력이 정책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외국

의 성공한 도시가 주목받을 때도 있지만 서울의 미

래를 밖에서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좋은 모델은 거의 다 시도해봤어요. 우리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무원, 각계의 

전문가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저는 연구자가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은 현장을 방문하고 자문회의를 열어 사람들의 이

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 활동과 결과물을 꼼꼼히 챙기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아하게 앉아있지 않았지요. (웃음) 모든 과제의 

진행 단계별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고서

를 읽고 한마디씩 코멘트도 하고요. 저로서는 그

게 원장의 임무라고 생각했는데 박사님들은 힘드

셨을 것 같아요. (웃음) 고생하시게 한 만큼 충분

한 보상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배려해 드릴 게 뭐

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궁리도 했습니다. 퇴임까

지 얼마 남지 않은 박사님들께서 연구원 생활을 더

욱 의미 있게 정리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

요. 퇴임 전 2년 정도는 과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해 책으로 펴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주어진 과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후배 연구원의 도움을 받

“서울연구원은 다른 기관보다 

더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차별성이 있고 

그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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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이 샘솟는

서울의 싱크탱크로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연구원의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 원장으로 재임하신 분으로서 

30주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들려주세요. 
요즘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에서 기후변화

와 도시재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2017년이 연구원 설립 25주년이었어요. 

그 전부터 해온 준비를 이어받아 25년 기념행사를 

추진했습니다. 25주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연구원이 부산연구원과 더불어 지자체의 정책

연구원으로 처음 출발한 것도 의미가 컸는데 어느

덧 25주년을 맞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

는 과정에서 우리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또 5년이 흘러 30주년이라니 그 의미와 역

할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임 당시 시정현황은 어떠했고 연구원은 어떤 
이슈에 주목했나요?

최근 10년은 시정 패러다임이 정말 빠르게 달라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보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전문가가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사라지고 넘치

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전략이 중요해졌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시민의 집단지성이 중요해졌

고, 시정연구도 넘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화하

복잡다단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융합연구와 
협력연구의 기반으로 
서울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의 오랜 구상이었다. 
서왕진 15·16대 원장은 
가장 최근의 연구원이 
직면한 시대 흐름 속에서 
서울의 싱크탱크로 거듭날 
구체적인 전략을 찾아 실행한 
리더였다.

서왕진   
제15·16대 원장

2017.4.28 ~ 2021.2.28

서왕진 제15·16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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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원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도

했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해볼 만하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원격회의 시스템 도입도 아마 다른 기

관들보다 빨랐던 것 같고요. 정보를 주고받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

가 없었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다른 사람을 만나

서 이야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도 연

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접

촉이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빈도, 기준은 좀 더 

많은 고민과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더 집중해야 할 연구분야나   
주제에 관한 견해도 들려주세요.

탄소중립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에요. 연구원이 지

금도 이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더욱 보강하고 전문

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미래 

모빌리티는 중요한 주제이고, 첨단산업이 점점 사

람이 살기 좋은 곳, 문화와 생활 편의가 발달한 도

심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이

라는 공간의 장점을 살려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

회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는 

양상입니다. 그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할 방법을 

내놓는 것도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시민, 현장 전문가의 지식을 함께 엮어내 한 차

원 높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

이 되었습니다. 정책 분야에는 새로운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등장했는데 과거 연구원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로는 남북협력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주제가 등장하면서 연구원 운영에

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연구원은 싱크탱크, 지식허브를 지향해 왔지만 그 

싱크탱크라는 게 항상 시정과 연계되어 작동하도

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정을 선도하는 

연구, 시정수요에 대응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는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하는 연구는 학술적인 

성격이 강해서 시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보면 현안

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최적의 시정 솔루션을 찾아

내기 위해, 현장성과 실효성 있는 연구를 강화해

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변화와 시정의 요구에 대응하고 우리가 새롭

게 감지한 몇몇 분야의 연구를 집중하고 강화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현장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시정에서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아야 정확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서울시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연구원과 서울

시가 함께하는 솔루션 포럼을 발족해 정례화했어

요.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현

장전문가,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연구 설계를 늘리

려고 했습니다. 연구원이 서울의 싱크탱크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도 모색했지요. 서울시 산하

의 분야별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경험, 전문성을 

우리 연구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 서울싱크탱크협

의체(SeTTA)를 발족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밖에 있을 때는 대외활동이 활발한 몇몇 박사님 위

주로 연구원을 바라봤는데 막상 와 보니 하나의 연

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책임연구원뿐만 아니

라 함께하는 연구원,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도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조직으로서 연구원을 보고 조화를 중시하게 되었

지요. 밖에서 보면 연구원이 굉장히 큰 조직으로 

느껴지는데 도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보니 세부 분야별로는 전문 연구인력의 숫자가 많

지 않지요. 생각만큼 집중적으로 연구성과를 내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취임했을 때는 벌써 스물다섯이 된 연구원이

었기 때문에 나이에 걸맞은 연구원의 기본 운영체

계, 규정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개원 초에 만들

어진 그대로 유지되어 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연

구원들과 제 생각이 일치했던 부분은 데이터의 축

적과 활용이었습니다. 조사와 통계 분야를 강화해

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연구의 물적 인

프라로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과제로 추진했

습니다. 당시 사회적 요구에 따른 변화도 있었어

요. 계약직으로 고용했던 석사 연구원을 정규직화

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역량 있는 석

사들이 연구원에 계속 남아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현장전문가,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연구 설계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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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청사 입주, 첫 현판을 달다

연구원이 첫 청사를 마련한 이야기

는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설립과정

에서 인상적인 한 토막을 차지한다. 

개원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청사를 찾는 데 충분한 시간

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산

과 일정, 규모, 입지까지 모든 조건

을 따져 어렵게 찾은 건물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14번지에 자리 

잡은 7층짜리 오피스빌딩이었다.

이 건물의 3층부터 6층까지 4개 층

을 임차해 청사로 사용하기로 했다. 

3층에는 회의실을 마련하고 6층에

는 원장실, 기획조정부, 사무국을 

배치했다. 4층과 5층은 4개 연구부

서의 공간이었다. 새 출발의 기대

와 설렘을 공간에 담기 위해 인테리

어에 공을 들였다. 한샘 퍼시스 가

구로 공간을 통일감 있게 꾸몄고 로

고를 비롯한 C.I 시스템도 종합적으

로 개발해 적용했다. 한일카페트 주

식회사의 본사 건물이었는데 건물 

전면에 연구원 현판을 달 수 있도록 

배려받기도 했다. 설립 당시의 명칭

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황금

빛 아홉 자의 현판을 달고 보니 제

법 청사다운 모습이 되었다.

서로가 하는 일을 훤히 알던 그때

지하철 7호선 학동역이 지척에 들어

온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 논현동 청

사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힐탑호텔 

건너편이라고 연구원 위치를 설명하

곤 했다. 가까이에 관세청이 있고 회

사도 많아 직장인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입지였다. 맛있는 음식점을 찾

아다니는 즐거움이 있었고 인근 빌

딩 지하의 괜찮은 맥줏집을 아지트 

삼아 삼삼오오 어울리기도 좋았다. 

건물 한 층이 약 200평, 전체 800평

쯤 되는 공간이 좁아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날이 인원이 늘면

서 공간 배치도 계속 바꿨다. 최상철 

초대 원장은 수시로 각 부서를 순회

하며 공간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배치

를 다시 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

율적으로 나눠 쓰려면 배려와 양보는 

필수였다. 옆자리 동료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의 일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을 만큼 논현동에서는 구성

원 간의 거리가 무척 가까웠다.

삼성동 청사,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곳
1994년 3월 15일, 논현동을 떠나 

삼성동으로 청사를 옮겼다. 용도가 

다한 자동차관리사업소 건물을 사

용하게 되면서 연구원은 처음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했다. 건물은 탄천 

옆 부지에 가로로 길게 지어진 건물

이었다. 건물 앞과 옆으로 공터가 

넓어 주차공간이 충분했고 주변 인

프라도 훌륭했다. 내부는 논현동 청

사의 두 배 정도였다. 다만 그 규모

에 비해 시설은 아쉬웠다.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 방풍에 취약했고 거

공간은 때로 그곳에 있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규정한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30년 역사 속 청사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원의 과거와 현재를 만들어온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논현동과 삼성동, 예장동을 거쳐 지금의 서초동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삶의 터전이 되어준 청사 이야기를 정리했다.

※  이 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년사>, <서울연구원 20년사>에 소개된 청사 관련 이야기를 참고하고,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원에서 근무한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개원일(1992.10.1.)에 
촬영한 논현동의 첫 청사 외관

논현동과                서초동 사이,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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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과정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언젠가 시민에 돌려주어야 할 건물

이었다. 다시 청사 이전 논의가 시

작되면서 가장 강력한 후보지로 떠

오른 곳은 서대문에 있었던 기상청 

옛 건물이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니 위험요소가 많고, 고쳐 사용하

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결론

이 나왔다. 반면, 대안으로 거론된 

서초동은 기능뿐 아니라 역사적 명

분도 있다. 연구원 설립 전 12년간 

활동했던 서울시정연구단이 현재의 

서울시인재개발원 부지에 있었기 

때문에 새청사는 그 역사를 이어간

다는 의미가 있다.

처음으로 우리 청사를 기획해 가진

다는 기대 속에 건립 프로젝트가 시

작되었다. 새청사 건립의 핵심은 연

구원다운 건물을 짓자는 것이었다. 

연구원이 일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

의 모든 공간이 구획 없이 넓게 트

여 있었다. 연구부서 내 십수 명, 수

십 명의 연구진이 한 공간에서 얼굴

을 마주 보고 근무했다. 책상과 책

상 사이에 MDF 상자를 올려 구획

을 지었고 점점 쌓여가는 자료가 칸

막이 역할을 했다.

개개인이 자기 연구에 집중하기 좋

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의논하

거나 고민을 나누기 좋은 여건이었

다.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구성원의 복지나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매달 하루의 반나

절은 업무 외의 취미나 관심사가 비

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시

간으로 정하기도 했다. 가족을 초청

해 근무하는 공간을 보여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벤트도 있

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조

하는 동시에 서울의 미래를 내다보

는 연구원의 비전을 담고자 했다. 

설계 공모를 거쳐 선정한 건물 디자

인은 현대적인 세련미와 개성을 지

니면서도 우면산이라는 자연환경에 

조화롭게 깃든 형태를 지향했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공간 찾기

건축의 첫 삽을 뜬 지 약 1년 8개월

이 지난 2003년 1월 27일, 새로 지

은 독립청사 이전의 감격스러운 날

을 맞았다. 새청사는 연구에 집중하

기 좋은 개인 연구실, 소규모 인원이 

모이기 좋은 회의실을 최대한 많이 

확보했다. 10년간 축적한 자료를 체

계적으로 정리한 도서관, 구성원 복

지를 위한 운동시설 등 부속시설도 

갖췄다. 건물 뒤편에는 아담한 정원

을 꾸몄고 정원에서 산으로 이어지

는 산책로도 조성했다. 연구자들은 

사원이 드나들 때도 꼭 환영회나 송

별회 자리를 만들었다. 삼성동에서

는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챙기는 끈

끈한 관계 속에서 즐거운 추억이 켜

켜이 쌓였다. 

예장동 청사, 최고의 조망을 갖다

1997년 초에 옮겨온 예장동 청사는 

개원 후 5년이 채 안 된 기간에 급

성장한 연구원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서울시가 남산제모습찾기사

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기획부가 내

곡동으로 옮겨 가고 연구원이 원하

는 건물로 이전할 기회를 가장 먼저 

받았다. 연구원은 즉시 공간 전문가

들을 파견해 새로운 청사 후보를 물

색했다. 충무로 방면에서 올라갈 때 

가장 가까운 건물도 고려했지만 안

기부 본관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규모와 시설, 건물의 방향뿐만 아니

남산 시절처럼 틈틈이 자연 속을 걸

으며 새로운 연구의 영감을 얻는다. 

청사 뒤 아늑한 숲에서는 연구원과 

시민이 편안하게 소통하는 작은 공

연과 강의 같은 이벤트도 열린다.

서초동 청사가 좀 더 열린 공간으

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

다. 회의처럼 목적이 뚜렷한 소통만

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소

통이 일어나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하고 제한된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

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는 견해이

다. 청사 공간이 갖는 특성은 연구

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

련해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공간

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청사 

건립 20주년을 앞둔 이때 다시 던져

야 할 질문일 것이다.

라 십수 개의 건물 중 본부라는 상

징성까지 생각한 선택이었다.

예장동 청사의 최대 장점은 남산 조

망이었다. 어느 방에서나 조망이 훌

륭했고 밖으로 나가면 아름답고 호

젓한 산책로가 펼쳐졌다. 건물 뒤편

의 산책로는 연구원이 걷고 싶은 서

울 만들기를 염두에 두고 차 없는 

도로로 정비한 프로젝트의 성과물

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걷고 싶

은 남산길이 지척에 있으니 마라톤

동호회가 만들어진 것도 자연스럽

다. 남산 시절에는 테니스동호회나 

등산동호회 같이 이전부터 소소하

게 활동하던 동호회들이 더욱 좋아

진 여건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았다.

서초동 새청사,  
연구원답게 다시 출발하다

예장동 청사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

삼성동 탄천 변에 있었던 두 번째 청사 중구 예장동(남산) 세 번째 청사 서초동 청사 뒤 숲으로 이어지는 산책로현 서초동 청사, 2003년 완공 직후에 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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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과 함께 예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개원 초기 1992년 31억 1,100만 원이었

던 예산은 2021년 404억 7,400만 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연구원 예산은 서울시 출

연금과 자체 수입(수탁사업, 출판물 판매 등 포함)으로 구성된다. 1992년 예산은 자체 

수입 없이 전액 서울시 출연금이었지만 2021년 예산은 서울시 출연금 비중이 66퍼센

트로 줄었다. 그 외 34퍼센트는 수탁과제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30년간 연구과제 총 4,038건 수행

연구원은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3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연도별 과

제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연도 착수 과제를 기준으로 10년씩 연평균 연구 건수

서울연구원, 양적으로 성장하다 

30년간 인력 3배, 예산 13배 증가

개원 직후인 1993년 1월 기준으로 연구원 인력은 정규직 47명, 위촉직 53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서울정도 600년 사업과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21세기연구센터’가 설치되면서 1994년에는 249명으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 인력은 200~250명 선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증

가해 2019년 이후 300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7월에는 석사급 연구원 등 75명

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다. 2022년 6월 말 현재 연구원 인력

은 박사급 84명, 석사급 71명, 위촉직 65명, 행정직(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77명 등 

총 291명에 이른다. 이는 1993년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규모이다.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중 “지표로 본 서울연구원” 
(43~62쪽)을 보완해 작성함.

*  전체 과제 수(4,038건)는 세미나·행사 
개최, 연구원 자체사업 과제 등을 
제외하고, 11개 연구분야의 연구 성격 
과제만을 포함한 것임 
(별권 연구목록집 참조).

연구원 인력 변화(명) 
(1992~2021)

서울과 도시연구의 메카로 
우뚝 서다*

연구원 예산 변화(백만 원)
(19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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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증가 추이는 확연하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연평균 59건,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32건,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213건을 수행했다. 

2021년에 착수한 연구과제는 총 203건으로, 1993년 39건에 비해 5.2배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간 3건 과제 수행

1993년 39명이었던 연구책임자 수는 2002년 7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연구책임자 수

는 70~8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77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연간 

연구과제 수는 1993년 39건에서 2021년 203건으로 증가해 연구책임자 1인당 과제 

수도 늘었다. 개원 초기 10년간(1992~2001년)은 연구책임자 1인당 연간 1.1건을 수

행했으나, 이후 10년간(2002~2011년)은 1.9건, 최근 10년간(2012~2021년)은 3.0

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하다

연구분야의 다원화

1993년 개원 초기 연구조직은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연구부로 출발

했고, 그해 말 사회복지·인구·주택문제를 담당하는 사회개발연구부가 추가되었다. 이

후 연구분야는 서울시의 성장과 발전에 맞추어 다원화되었다. 서울시 실·국조직과 시

민생활에 대응하는 연구조직을 운영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연구분

야는 크게 사회경제와 물리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경제에는 도시경영, 도시사

회, 산업·경제, 공공투자관리, 도시외교, 일반정책 분야가 속하고, 물리환경에는 교통, 

환경·안전, 주택, 도시계획·재생, 도시정보 분야가 해당한다.

지난 30년간 연구 동향을 보면, 사회경제분야 연구과제는 연간 64건, 물리환경분야는 

71건으로 집계된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은 도시계획・재생, 교통, 안전·환

경 등 물리환경분야의 연구 비중이 높았지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은 

사회경제분야의 과제 비중이 커졌다. 이는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서울시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구책임자별 연구과제 수(건)
(19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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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1년
연평균 1.1건/인

1992~2001년
연평균 1.9건/인

2012~2021년
연평균 3.0건/인

연구분야별 과제 추이(건) 
(19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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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1년
사회·경제·공투 외 연평균 19건
교통·환경·도시 외 연평균 40건

2002~2011년
사회·경제·공투 외 연평균 54건
교통·환경·도시 외 연평균 78건

2012~2021년
사회·경제·공투 외 연평균 118건
교통·환경·도시 외 연평균 95건

교통·안전·환경·주택·도시·정보사회·경제·경영·외교·공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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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의 세분화

세부 분야별로 보면, 개원 초기 10년간(1992~2001) 연구과제는 도시교통 21.8퍼센

트, 도시계획 20.6퍼센트, 안전·환경 17.7퍼센트, 도시경영 16.7퍼센트의 비중으로 

수행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은 이들 4개 연구 분야 외에 사회문

화(14.1%), 산업·경제(10.3%) 분야의 연구 비중이 증가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21

년까지 10년간은 공공투자관리 17.9퍼센트, 도시계획·재생 15.4퍼센트, 안전·환경 

14.6퍼센트, 사회문화 13.2퍼센트의 비중으로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연

구과제 분야별 비중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도시외교, 코로나19 대응, 시민건강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는 등 연구분야가 세분화·다원화되고 있다. 

현안・현장에 빠르게 대응하다

개원 초기에는 연구원의 모든 과제가 기본, 정책, 수탁, 협약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었다. 이후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쳐 2022년 현재 자체연구(기초, 정책, 현안, 수

시), 협력·협약연구, 수탁연구 등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체과제는 서울

시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과제로, 과제 성격과 기간에 따라 기초, 정책, 현안, 수시과제

로 구분된다.* 협력·협약과제는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이며, 

수탁과제는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연구원에 의뢰한 학술용역 과제를 말한다.

현안 대응형 과제 비중 증가  
30년간 연구원에서 수행한 4,038건의 과제를 유형별로 보면, 기본·기초·정책과제 

1,963건(48.6%), 현안·수시·협력과제 756건(18.7%), 수탁과제 1,319건(32.7%)이

다. 개원 초인 1993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은 기본·기초·정책과제(60~67%)와 수

탁과제(32~37%)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들어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위해 

현안과제와 수시과제가 신설되면서, 2012년 이후 10년간 현안·수시·협력과제는 714

건 수행되어 그 비중이 34퍼센트로 늘어났다. 특히,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현장형 연

구가 강조되고, 서울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과제와 수시과제가 급증해 현

장형 단기연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  기초과제는 기본과제로 불리다 
2008년에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심층 검토하는 전략과제가 
운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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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1년: 총 586건
기본·기초·정책: 393건(67%)

현안·수시·협력: 8건(1%)
수탁: 185건(32%)

2002~2011년: 총 1,323건
기본·기초·정책: 795건(60%)
현안·수시·협력: 34건(3%)

수탁: 494건(37%)

2012~2021년: 총 2,129건
기본·기초·정책: 775건(36%)
현안·수시·협력: 714건(34%)

수탁: 640건(30%)

수탁기본·기초·정책 현안·수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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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유형별 과제 수 변화 
(건, %)

연구과제 분야별 비중 변화
(1992~2021)

1992~2001

총 586건

도시계획 121건 20.6%

주택 14건 2.4%

도시정보 29건 4.9%

도시외교 1건 0.2%

일반정책 4건 0.7%

사회·문화 44건 7.5%

산업·경제 43건 7.3%

도시경영 98건 16.7%

안전·환경 104건 17.7%

교통 128건 21.8%

2002~2011

총 1,323건

도시계획 237건 17.9%

주택 29건 2.2%

도시정보 41건 3.1%

도시외교 7건 0.5%

일반정책 15건 1.1%

공공투자관리 1건 0.1%

사회·문화 187건 14.1%

산업·경제 136건 10.3%

도시경영 195건 14.7%

안전·환경 270건 20.4%

교통 205건 15.5%

2012~2021

총 2,129건

도시계획 327건 15.4%

주택 45건 2.1%

도시정보 17건 0.8%

도시외교 56건 2.6%

일반정책 51건 2.4%

공공투자관리 382건 17.9%

사회·문화 280건 13.2%

산업·경제 233건 10.9%

도시경영 182건 8.5%

안전·환경 310건 14.6%

교통 246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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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등의 의뢰로 별도의 예산과 계약을 거쳐 수행하는 수탁과제는 과제 수 비

중으로는 3분의 1 수준이지만, 과제 예산과 시정에 반영되는 중요도는 그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한다. 월드컵 개최 지원, 청계천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한강르네상스 등 서

울시장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형 과제가 수탁과제 형식으로 수행되

기 때문이다. 

단기화되는 연구과제 수행기간 
지난 30년의 흐름을 보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설립 초기 10년간 과제 수행기간은 평균 9.3개월이었다. 이것이 2002년부

터 2011년까지는 평균 7.8개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은 평균 6.9개월로 

줄어들었다. 수탁과제 수행기간은 평균 9~10개월이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 자체과제 수

행기간은 2010년 이후 현안 및 수시과제가 늘어나면서 평균 5~6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이는 늘어난 현안 및 수시과제가 급변하는 시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

에 수행되었고, 기초 및 정책과제 연구기간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에서 연구 플랫폼으로 진화

2012년 이후 연구원은 서울 도시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 연구기관

과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와 협력 연구를 수

행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연구생태계에서 공유와 협력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1992~2001년

9.3개월
(자체 9.2개월 / 수탁 9.7개월)

2002~2011년

7.8개월
(자체 7.0개월 / 수탁 9.2개월)

2012~2021년
6.9개월

(자체 5.7개월 / 수탁 9.4개월)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에 신설된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이하 작은연구)’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소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계각층의 시민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작은연구는 연구원에서 자

체 수행하는 과제에 비해 구체적이고 특정한 연구대상과 범위를 다룰 수 있으며, 현

장에 몸담은 연구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다. 2021년으로 

10주년을 맞은 작은연구를 통해 253개 참여 그룹(연구과제 및 모임)에 11억 3,9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153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총 122개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협정 체결

국내외 연구기관 및 외부단체와 연구협정을 체결해 추진하는 공동연구도 활발하다. 

2022년 4월 현재, 연구원은 국내 96개, 국외 26개 등 총 122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 기관 중 가장 많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6개)과 

미국(5개)이다. 이외에도 몽골, 부탄,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 및 독

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도 연구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일대일 협정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형태의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Megacity Think Tank Alliance)에 

참여하면서 도시계획, 행·재정, 환경·기후변화, 시민사회, 스마트도시 등 다양한 분야

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는 서울, 베이징 , 상하이, 싱

가포르, 호찌민 등 아시아 5개 도시 산하의 싱크탱크가 함께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이다.

연도별 평균 연구과제 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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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연구성과를 공유하다

연구성과물의 다양화

연구원이 선보이는 연구성과물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특성상 학계, 공무원, 시민사

회단체, 관련 민간기업 등 제한된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 일반 시민은 서울시정과 관련

된 연구결과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최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확대되면서 누구든

지 손쉽게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2000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세계도시동향」은 세계 대도시의 정책 동향을 매달 2

회 전하는 간행물로, 지금까지 총 526건의 외국 정책사례가 소개되었다. 「서울도시연

구」는 연간 4회(계간) 발간되는 등재학술지이다. 1993년 「서울시정연구」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어 2000년에 「서울도시연구」로 제호가 변경되었으며, 지금까지 806편의 학술논

문을 소개했다.

2007년부터는 「정책리포트」를 격주로 발간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연구보고

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간행물로, 「서울정책브리프」

(2003~2005), 「서울연구포커스」(2004~2006), 「서울정책포커스」(2006~2007)를 전

신으로 한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352호가 발간되었다.

연구보고서와 달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전망, 정책 논의를 수록한 단행본도 출간하

고 있다. 2000년부터 단행본 출간을 시도하다가 본격적으로 출간을 늘린 것은 2013년

부터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0권 이상의 단행본을 출간해 지금까지 총 

136건을 출간했다.

온라인 매체로 연구성과 소개

연구성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더 쉽고 친근한 형태로, 더욱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인포그래픽스」(2012~)와 「주

간브리프」(2014~)를 들 수 있다. 「서울인포그래픽스」는 시사성이 높은 이슈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가공한 콘텐츠로, 지금까지 331호가 발간되었다. 「주

간브리프」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결과와 소식을 정리해 읽기 쉬운 뉴스레터 형태로 전

달하는 매체이다. 2022년 6월 말 현재 총 415호가 발간되었다. 

2019년 창간된 「서울이슈큐레이터」는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관련된 연구결과

를 모아 핵심내용을 소개하는 간행물로, 2022년 6월 현재 총 35건이 발간되었다. 또

한 2020년부터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연구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노인, 식생활, 생활안전 등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총 20건이 제작되었다.

보고서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영상매체 활용도 늘었다. 시민이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영상의 비중이 높

아진 흐름에 발맞추어 연구원도 흥미로운 연구 내용을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알박(정책 알려주는 박사)’ 콘텐츠를 제작해 시의성 있는 연구 결

과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성과물  
(2022년 6월 말 기준)

온라인 매체 형태의 연구성과물  
(2022년 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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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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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2000~)
게재 논문

806편

주간브리프
(2014~)

415건

카드뉴스
(2020~)

20건

서울
이슈큐레이터

(2019~)

35건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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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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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091 서울연구원 30년사
제1부 서울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통계로 보는 30년



2021년 합계

580,240건

시민 접근성 향상과 연구성과 확산

연구원의 모든 성과물은 홈페이지(http://www.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

지 방문자와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20명이 

방문하고 있다. 2021년 방문자 수는 총 88.3만 명으로, 2012년 20.5만 명에 비해 4.3

배가 증가했다. 이밖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학술행사 자료집, 서울인

포그래픽스, 공지사항 등 정보를 조회 또는 다운로드한 건수도 2021년 약 58만 건에 

이르러, 2014년 26.5만 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연구원 자료는 정기간행물(세계도시동향, 

정책리포트, 서울인포그래픽스 등)과 연구보고서이다. 2021년 기준으로 정기간행물 

이용 건수는 31.6만 건으로 전체의 과반(55%)을 차지하며, 연구보고서 이용은 14.5만 

건으로 전체 이용의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소개하

는 서울인포그래픽스(12%), 단행본(4%) 등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영향력을 입증하듯, 연구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연구원이 언급된 언론보도

는 총 4만2,93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

평균 2,840건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5,747건으로 약 2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연구보고서, 서울인포그래픽스, 기고, 인터뷰 등을 

모두 합쳐 총 7,091건의 연구원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21년 간행물별  
조회 및 다운로드 수(건)

정기간행물 316,471건 54.5%

연구보고서 145,432건 25.1%

서울인포그래픽스 70,651건 12.2%

단행본 21,216건 3.7%

통계연구시리즈 11,886건 2.0%

주간브리프 7,118건 1.2%

서울이슈큐레이터 5,714건 1.0%

서울경제모니터링 1,752건 0.3%

주: 언론보도자료, 서울인포그래픽스, 연구보고서, 기고 및 인터뷰, 연구원 언급, 기획특집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최근 10년간 언론보도 실적(건)
(2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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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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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조회·다운로드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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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학술 활동,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2022년 현재 연구원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필두로 연구기획조정본부와 
6개 연구실, 2개 센터와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연구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연구기관

서울

공공투자

관리센터

정책협력관

감사실

연구자문위원회

성평등인권센터

이사회

원장

경영

관리실

도시외교

연구센터

연구기획

조정본부

도시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도시경영

연구실

교통

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

정보실

부원장

과거의 서울이 개발과 성장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환경, 문화, 복지를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시의 외형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

구기획조정본부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총괄적인 기획과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연구원의 중

장기 비전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사업의 체계적인 기획·운영을 지향하며, 주요 시정 현안에 전문적 대안을 제

시하는 연구시스템을 지향한다. 또한 시민, 국내외 기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외교류 및 협력을 추진한다.

 ▒ 주요 업무

• 연구 및 사업 기획, 연구과제 발굴

• 대표기획과제 관리 및 성과 확산

• 전략연구과제 수행 및 시정 현안 대응

• 대외교류·협력

•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연구실 지원

• 연구원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연구기획조정본부

도시사회연구실은 인구·가구 변화, 사회적 삶의 양상을 추적해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사람 중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서울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생활 밀착형 연구와 사회조사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해 시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도시가 성장하고 사회문제의 양상이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면서 도시사회연구실의 연구 영역

도 분화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구·가구 변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갈등과 젠더갈등이 초래하는 

문제들까지 시민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중요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

 ▒ 연구 영역

• 사회(미래 사회, 사회정책, 정보화)

• 복지(복지정책, 사회복지, 시민 대상별 복지)

• 문화(문화예술정책, 문화공간, 생활문화 외)

• 교육(교육정책, 청소년·아동 정책)

• 보건(보건의료정책, 건강도시, 신종감염병 대응)

•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 인구·가구(인구·가구 변화, 1인가구, 시민행복 실태)

도시사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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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무한 개방과 경쟁 체계로 전환 중이며 서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에 서울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시급하다. 시민경제연구실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서울산업

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한다. 민생경제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선 현장의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연구하

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한다. 또

한 경제와 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경제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 연구 영역

• 산업(산업정책, 신산업 육성, 산업거점 외)

• 경제(민생경제, 경제동향, 소상공인·전통시장 외)

• 노동(노동환경 개선, 일자리 외)

• 관광(관광정책, 관광마케팅 외)

시민경제연구실

안전환경연구실은 안전과 생태, 환경 관점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살아갈 기반을 조성

한다. 안전환경분야에서 지향하는 서울은 자연과 공생하는 푸르름 가득한 도시,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 재난에 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보전, 환경의 사

전예방 기능 강화, 도시의 안전 취약 구조 개선 등을 연구해 왔다. 특히, 대기질 및 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

구를 강화하며,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실현을 모색하는 중이다.

 ▒ 연구 영역

• 환경정책(환경관리, 친환경 생활, 환경복지)

• 환경·생태(대기질, 물순환, 자원순환,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 기후·에너지(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 재난(취약지 대책, 노후 건축물 관리, 재난대응)

• 안전(위기관리, 안전관리, 안전정보)

안전환경연구실

교통시스템은 도시의 기능,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인프라이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대중교통체계를 발전시키고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정립한다. 도시 기능이 복잡해지고 기술 발전, 환경문제 같은 미래 의제가 부상하면서 교통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인간중심의 친환경 교통,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교통 등의 연구를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 연구 영역

•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

• 교통정책(신교통서비스, 교통수요 관리, 미래 교통)

• 교통 운영(교통안전, 첨단 교통체계)

교통시스템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도시경영은 서울

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진 연구분야로서 민선시정 초기에는 도시정부의 기틀 확립과 조직관리 고도

화에 주력했다. 이후 시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연구하고 건강한 조직 역량과 재정 

역량을 토대로 자치분권 실현을 추구해 왔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시민과 정부의 상생협력 체계를 발전시키고, 효율적

이고 청렴한 도시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연구 영역

• 행정 기획관리(조직진단, 인적자원관리, 성과평가)

• 재정(재정건전성, 재정분권, 주민참여 예산, 사회적경제)

• 자치분권(지방의회, 지방분권 강화)

• 상생협력(갈등관리, 자치구 정책)

• 협치(협력적 거버넌스, 민관협치, 시민민주주의)

도시경영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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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연구실의 연구 영역은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도시재생, 주택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도시공

간연구실은 현장 중심 연구,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방안을 모

색한다. 서울의 중장기 공간계획 수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도시환경 정비와 공공 

공간 창출, 주택정책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드는 공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연구 영역

• 도시계획(공간구조,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도시관리체계, 도심부, 주거지)

• 도시설계(경관, 역사 문화 보전)

•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 주택정책 주거복지

• 주택 재고관리와 주택시장 안정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실은 서울과 대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체계화해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도시정

보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구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기술 발전 등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빅데이터분석팀은 빅데이터 수집, 분석으로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연구

자료운영팀은 연구기초자료, 연구산출물, 기록물을 관리한다. 정보시스템팀은 조직 의사소통을 위한 컴퓨팅, 네트워

크 시스템을 운영하며 출판팀은 각종 연구성과물 발간 업무를 맡고 있다.

 ▒ 주요 업무

• 전산정보시스템 및 기반 시설 운영

• 정보자료실(도서관), 스마트 전자도서관 운영

• 연구기초자료 및 연구성과자료 수집, 관리

• 시민 소통 및 연구성과 공유

• 출판(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디지털콘텐츠)

• 데이터 기반 연구지원(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도시정보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일은 서울시 예산 절감과 재정건

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이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투자평가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재정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 검토 등으로 재무 부문의 중요한 의사 결

정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가이드라인 연구를 병행한다.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재정투자사업 타당성분석

• 민간투자사업 지원(적격성, 제안서 평가 외)

•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연구

•  교육 및 사업관리(실무자 교육, DB 구축과 활용)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도시외교연구센터는 국제관계 속에서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 대도시 지역

연구,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외교 전략을 수립하며 해외 도시정부 및 국제기구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서울의 성공적인 정책 경험과 발전상을 세계와 공유하는 역할도 꾸준히 늘려 왔다. 또한 평화롭고 우호

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교류협력을 모색한다. 최근에는 국제관계 지형 변화 속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을 어떻게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와 관련해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연구 영역

• 도시경쟁력(도시경쟁력 지표, 평가체계)

• 도시의 미래(미래 의제, 생활양식 변화, 미래세대)

•  도시외교(정책공공외교, 지역연구, 대중국 도시외교)

• 남북관계(서울-평양 교류협력, 통일·평화·안보 문화)

도시외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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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조직개편으로 연구사업 기획·관리, 대외교류협력,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본부가 연구기획조정

본부와 경영관리실로 분리되었다. 이로써 인사, 노무, 교육, 복지, 재무, 규정 및 시설관리 등 경영관리실의 지원업

무가 더욱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연구원은 전문적인 경영관리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

고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협의회와 노동이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청렴, 성평등, 인권 경영 측면

에서도 높은 수준의 목표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경영지원(이사회 운영, 규정관리, 청사 및 물품관리)

• 인사·노무(채용, 인사 평가,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 교육·복지(교육훈련, 후생복지)

• 재무(자금 및 기금운용, 결산, 계약)

경영관리실
연구기획조정본부 
김인희 본부장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  안누리  이보경  오승훈  박세진  김범식    기획조정팀  백재호 팀장  박진아  손아영  정명훈  임현규  박진선    
연구지원팀  석인현 팀장  이수재  홍현주  진은주  심아름  한종민    미디어소통팀  이효순 팀장  조승희  이소은    
전략연구실  김원호 실장   김묵한  윤서연  임현정  박지선  오찬섭  윤지은  이슬이  장동열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   나도삼  조권중  김승연  이혜숙  윤민석  안현찬  김상현  김성아  변금선  조미정  
김정아A  문진영  박동화  박민진  박영미  이영주A  이정현  이혜림A  임아름  조윤정A  최지원  한진아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  박희석  반정화  정병순  김진하  주재욱  우영진  홍찬영  
김수진B  유인혜  윤종진  장윤희  정하늘  정현철  황민영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   이준영  신가희  
김성수A  박성문  이민영  이정용  이승재  임유경  최민지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   이신해  신성일  안기정  유경상  이  창  한영준  홍상연  양재환  국우각  
권민영A  기현균  김영범  김하경  박세현  연준형  유정윤  이상준  이진학  이채림  이하식  정상미  정윤지  조지영  추성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   송인주  신상영  김고운  김민경  김원주  박  진  유정민  원종석  최유진  황인창  김성은  김효미  이소진  이지웅 
강원삼  김경도  김문현  김상균  김시정  김영진  김정아  김지은  남현정  백종락  손지원  신수민  윤초롱  윤형미  이윤혜  이현정  이혜진  최성호  함수한

도시공간연구실 
정상혁 실장   민현석  민승현  양재섭  이성창  이주일  임희지  남원석  맹다미  박은철  허자연  김호기  한지혜A  김윤환  김희주  이규태  
강지윤  강지한  권주안  김  수  김영현  김현경  김현철  김혜진A  김희완  박동찬  박준영  반영권  백세나  백지현  서여령  성수연  송경민  송영인  신은혜  
양은정  오지연  유의진  윤혜림  이가인  이다원  이동하  이수빈  장하림  정다래  조규민  진화연  차주원  한동규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   빅데이터분석팀  김지한  양인선  김주희   연구자료운영팀  박은순 팀장   이정호  최선희  박현주  김미연  노민경  최윤정    
정보시스템팀  강향숙 팀장  강창구  고주형  홍현경   출판팀  최종찬 팀장   전말숙  최하림  정연우  한혜정  송도숙  양지선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   문인철  이민규  
김해란  박은현  송미경  윤지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기영  센터장   김동성  박영민  김동근  권용훈  주재홍  최영은  
고광화  김나리  김병수  김주성  박귀원  반동인  사경은  성태엽  신영현  신형준  심효섭  어한나  연제승  우상미  윤영학  이기태  이승용  이주혜  장병철  황선근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   경영지원팀  송영섭 팀장  고병조  원동철  김남현  김영민  남민아  박정원  박정호  손우진  오상준  윤정희  이진순  노화영  김일섭  나홍식  
박하균  문영모  조희철  표순덕  이숙란  민홍기  이순옥  유순선  황월임  강신형  김동하  박기영  이현범  
인사복지팀  김용섭 팀장  최수빈  홍수현  김혜진  최병수  이수아   재무팀  이태현 팀장  강주아  박인준  이예지  이진숙

감사실   
박홍순 실장  김기정  원동철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  김하나  김수진

연구원 직원 명단 2022.  7.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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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도시연구의 싱크플랫폼으로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을 배우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서울의 성공적인 정책 경험을 세계에 전하는 역할을 키워가는 중이다. 

도시연구 싱크플랫폼, 
서울연구원의 국내외 교류 현황

U.S.A
2003.09.22 뉴저지 럿거스뉴저지주립대 콘월센터

2003.09.24 캘리포니아 남가주정부협의회

2004.06.16 텍사스 텍사스주립대 교통연구센터

2004.10.25 인디애나 인디애나주립대 공공환경정책대학

2006.12.11 델라웨어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센터

Ibero-America
2017.05.06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이베로아메리카 토목공학협회

China
2000.09.29 베이징 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2009.04.09 상하이 동제대 건축도시계획대학

2012.10.30 산둥성 산동성거시경제연구원

2012.10.31 산둥성 산동사회과학연구원

2014.07.11 상하이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2019.04.09 산둥성 산둥행정학원

Japan
2013.01.31 오사카

오사카시립대 도시연구플라자

2019.01.25 도쿄

도쿄도립대 도시정책과학과 일본도시계획연구팀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2021.04.30)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 노틸러스연구소

아일랜드, 더블린 더블린트리니티대 탈분쟁정의연구소

호주, 시드니 로위연구소

독일, 베를린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스웨덴, 스톡홀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미국,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한국, 서울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노르웨이, 오슬로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뉴질랜드, 오타고 오타고대 뉴질랜드국립평화분쟁연구소

미국, 워싱턴 D.C. 윌슨센터

미국, LA 태평양세기연구소

일본, 도쿄 토다평화연구소

Bhutan
2013.11.23 부탄 부탄연구원

Vietnam
2014.03.29 호찌민 호찌민개발연구원

2014.03.30 다낭 다낭사회경제개발연구원

Singapore
2016.07.12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Mongolia
2013.11.06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시

2014.07.29 울란바토르 도시계획설계연구원

2019.07.25 울란바토르 글로벌리더십대학교

Germany
2013.06.27 니더작센 막스플랑크 종교와 민족다양성 연구원

France
2016.04.08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2016.04.08 파리 건축문화유산박물관

Brazil
2012.06.23 쿠리치바

IPPUC(쿠리치바도시계획연구소)

96건

국내 협약 현황
(2022년 4월 현재) 

26건

국외 협약 현황
(2022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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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연구성과와 과제The Seoul Institute 
30 Years of History

PART 2
• 서울을 변화시킨 주요 연구

• 분야별 연구성과 
총론  
사회·문화  
산업·경제  
도시경영  
안전·환경  
교통  
도시계획·재생  
주택  
도시정보  
도시외교  
공공투자관리

1992 2022



1990년대 이후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을 지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과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세계

적 대도시로 도시의 위상이 높아졌고 지형도가 달라졌으며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시간이 

강산의 모습을 바꾼다면 도시는 사람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변화한다. 그 의지와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 바람직한 방

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연구원으로서 도시변화의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서울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도전해왔는지, 서울을 변화시

킨 주요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개원 3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18건의 과제군 선정 절차와 기준
서울연구원은 30년간 4,000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연구성과가 시정에 반영되었다. 그중 

서울을 변화시킨 중요한 성과를 추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2022년 4월부터 분야별 연구책임자

와 역대 부원장의 의견을 수렴해 1차 24개 후보 과제를 취합했다. 5월 중순에는 「서울연구원 30년사」 준비 TF와 총

괄팀의 검토, 역대 원장 의견을 종합해 후보군을 압축했다. 5월 말에는 분야별 OB 선임연구위원 간담회를 열어 후보

군을 수정,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6월 초 전임 부원장,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30주년 준비 TF, 총괄팀이 한자리

에 모여 최종 18개의 과제군을 선정했다. 

서울을 변화시킨 정책은 단발성 사업으로 완성되지 않고 정책 수립부터 시행 이후까지 후속 사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도 개별과제에 그치지 않기에 하나의 과제가 아닌 ‘과제군’으로 묶어 바라보는 것이 타당

하다. 지면에 소개할 18개 과제군은 선정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서울시정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응한 ‘대규모 프로젝트형’ 과제이다. 둘째는 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정책 도입과 실현에 기여한 ‘정책 기획형’ 

과제이다. 셋째는 연구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조사, 모니터링 등 ‘기초 연구형’ 과제이다. 특히, 

과제유형 구분을 떠나 서울과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거나 변화를 일으킨 과제인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행복한 도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다

서울을 변화시킨 주요 연구

서울을 변화시킨 주요 연구

월드컵 지원 및 월드컵공원 조성(’97~) 청계천복원 지원(’02~)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07~)

새천년 신도시 상암 DMC 조성(’98~) 전략산업 거점 육성 계획(’02~)

대규모

프로젝트형

서울 21세기 구상(’94) 보행도시 서울(’97~) 북촌한옥마을 보존(’00~)

서울도시기본계획(’94~) 도심부 관리체계 개편(’97~) 대중교통체계 개편(’02~)

도심 교통수요 관리(’96~)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9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5~)

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리(’96~)

정책

기획형

사회적 약자 삶의 질 개선(’95~) 서울서베이, 시민 생활 모니터링(’03~) 서울 미래유산 지정(’12~)
기초

연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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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일월드컵은 온 국민의 축제였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열기로 세계를 놀라

게 했다. 체계적인 운영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역량을 나라 안팎에 

입증했다. 2002 월드컵의 놀라운 성공은 치밀한 사전 조사, 계획,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구원은 월드컵의 성

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와 월드컵공원을 조성하는 연구를 수행해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시민의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 배치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연구를 일찌감치 시작한 연구원은 2000년 1월 1일자로 ‘월드컵

지원연구단’을 신설하고 더욱 본격적으로 지원 연구를 수행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

원의 여러 분야가 협업해 서울의 인프라-교통・숙박・안전・관광 연구를 진행하고 도시마케팅을 준비했다. 특히, 쓰레

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환경생태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연구는 2002 월드컵이 끝나고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도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성과이다.

DMC(Digital Media City)는 상암 새천년 신도시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첨단 산업단지이다. 상암 새천년 신

도시 개발계획은 상암지역을 21세기형 미래 부도심으로 조성하는 ‘상암 새서울타운 발전구상’(1999)에서 시작되었

다. DMC를 중심으로 친환경 주거단지와 공원, 월드컵경기장 등의 인프라가 연계된 새로운 부도심을 건설하는 계획

이었다. 이 계획은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상암지역을 첨단산업과 생태환경이 공존하는 부도심으로 성격을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는 마스터플랜과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연구원은 새서울타운 발전구상 및 새천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DMC의 성공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했다. 도시설계와 용지공급 등 DMC 사업실행전략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개최 등 DMC 활성화 및 홍보

를 위한 연구,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이어왔다.

월드컵 지원 및 
월드컵공원 조성

새천년 신도시
상암 DMC 조성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2

주요 연구성과
※(     )안은 과제 시작 연도

•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 배치대안 및 주변지역 정비구상(’97)
•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00)
• 월드컵 개최를 위한 서울시 종합대책(’00)
• 난지도 평매립지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01)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참가국 정보 및 도시마케팅방안(’02) 외

주요 연구성과 •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98)
•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99)
• DMC 사업 실행전략 : Where technology meets creativity(’01)
• Digital Media Street 기본계획(’02)
• DMC 관리운영주체 설립에 관한 연구(’05)
• DMC 종합발전계획 1·2·3(’09)
• DMC 영상문화 허브단지 조성 방안(’11)
• 선도사업거점으로서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15) 외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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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청계고가도로는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 우려마저 제기되었던 애물단

지나 마찬가지였다.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해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모든 과정에 연구

원이 함께했다.

청계천복원은 이명박 시정의 대표 공약사업이었다. 2002년 7월 1일, 민선 3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연구원은 청계천복원

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을 설치했다. 청계천복원은 건설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물리적, 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연구원 내 다양한 분야가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을 중심으로 협업했다.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를 비롯해 생태환경 복원 및 주변 지역 정비·관리 종합계획, 청계

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와 형태 변화 예측, 갈등관리 전략까지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복원 이후에도 장소마케팅, 

문화프로그램, 시설관리 등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연구로 청계천 일대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00년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와중에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정의 주요 과제가 되

었다. 특히, 전략산업 육성 및 각 지역의 역량을 활용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의도, 상암, 

마곡, 홍릉, 동대문 등 현재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전략산업 거점 육성 계획을 토대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연구원은 여의도의 금융산업, 마곡의 IT・BT・GT・NT 융복합, 상암의 디지털 콘텐츠, 동대문의 디자인・패션 등을 서울

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지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업거

점 정책이 차츰 현재의 집적지를 넘어 미래 변화를 예상하고 앞서 나아가도록 변화를 모색했고, 홍릉, 양재 R&D에 이

르기까지 새로운 산업거점을 육성하거나 신산업을 접목해 기존 산업거점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발전시켰다.

청계천복원
지원

전략산업 
거점 육성 계획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3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4

주요 연구성과 • 청계천 복원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연구(’02)
•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03)
•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변화 모니터링(’03)
•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전략 : 청계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04) 외

주요 연구성과 •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02, ’03)
• 마곡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03)
• 제1차 서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04)
•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07)
• 동북권 균형발전 관련 홍릉단지 발전 실행방안 연구용역(’14)
•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수립(’16)
• 서울의 미래 먹거리, MICE 산업 육성 전략 연구(’17)
•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현황분석 및 혁신지구 전략 도입방안(’18) 외

서울연구원 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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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생태와 역사,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서울의 대표적 매력 자산이다. 한강을 보전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1980년대 한강공원 조성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고 연구원은 1999년과 2000년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

계획」(1차, 2차) 연구를 수행해 한강과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민선 4기 시정은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해 한강 수변공간이 시민의 문화생활과 여가 향유를 위한 공간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했다. 연구원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수

립방안」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생태·문화 공원으로서 한강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수변공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했다. 한강 둔치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체계와 주차장 같은 인프라

는 물론이고 축제, 문화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한강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 즐

겨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는 1994년 서울 정도 600년과 2000년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서울 21세기 구

상’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 정치, 행정을 대표하는 수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

로서 서울의 위상을 확인하고 21세기 서울의 발전상을 계획하는 사업이었다. 연구원은 1993년 9월 6일 ‘서울21세기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21세기 구상’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21세기 서울의 발전 방향은 정보화, 국제화, 통일이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논의되었다. 연구원은 세 방향의 발전이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산업경제, 도시행정, 시민생활 등 부문별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기술변화와 도시발전, 인

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시민수요와 소비패턴 등 16개 주제를 설정하고, 21세기에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내부 연구자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협업하고 시민이 바라는 미래상 의견

을 취합해 서울시의 21세기 준비가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서울 
21세기 구상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5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6

주요 연구성과 •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수립방안(’07)
•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07)
• 한강 생태·문화 공원화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11)
•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12) 외

주요 연구성과 • 서울 21세기 구상-서울의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 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구상(’94) 
• 서울 21세기 구상-부문별 정책구상(산업경제/발전전략/도시행정/시민생활/도시기반 부문)(’94) 
• 서울 21세기 구상-주제별 워크숍(기술변화와 도시발전 등 16개 부문)(’94)
• 서울 21세기 구상-시민이 그리는 미래상(’94) 외

서울연구원 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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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미래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자 정책이다. 도시의 미래상과 발

전 방향, 특히 공간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연구원은 1993년에 「서울도시기

본계획의 검토와 보완과제」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1994년부터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2002년부터 「2020 서울도

시기본계획」, 2009년부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30 서울플랜」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 중 2014년에 발표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때부터 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실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의 원칙과 주안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담고 있는 분야별 계획의 내용도 중요하

다. 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세부 집행계획, 운용 개선, 그리고 생활권계획 등 후속 연구도 이어왔다. 또한,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비교 등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교통정책은 도시 각 부문의 기능과 효율,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서울시 교통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시정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구원이 1993년에 수행한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를 계기로 서울시 교통정책은 공급 중

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일대 전환을 이루었다. 이전까지는 도로 건설 등 교통 공급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

었다면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 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통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고도화되었다.

연구원은 도심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도록 지원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주차상한제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 수요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도

록 했다. 제도별 체계와 운영방안, 효과분석, 개선방안 연구를 단계별로 수행해 도심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교통

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심 
교통수요 관리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8

서울
도시기본계획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7

주요 연구성과 •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검토와 보완과제(’93)
•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94)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02)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30서울플랜(’09)
•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 경험과 과제(’18)
•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14, ’16~’20) 외

주요 연구성과 •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93)
•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재정립을 중심으로(’95)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방안(’96)
• 서울시 교통혼잡관리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효과분석체계의 구축(’98)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체계 보완 연구(’01)
•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학술연구(’04)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연구(’01, ’16)
•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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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성과 •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설정 연구(’9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재정비(용도지역세분화)(’97)
•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99)
• 서울특별시 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실현방안 연구용역(’01)
•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조정과 종합화 연구(’02) 외

주요 연구성과 • 걷고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97)
• 제2차 서울특별시 보행환경 기본계획(’04)
• 걷는 도시, 서울(’15)
•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16, ’17)
• ‘걷는 도시, 서울’ 정책효과와 향후 정책방향(’19) 외

보행도시
서울 

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리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0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9

높이 솟은 빌딩과 아파트 숲은 고도로 발달한 도시의 상징과도 같다. 그러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온갖 시설이 가까이

에 있어도 과도하게 높은 주거지 개발밀도는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1990년대 서울

시는 고층고밀 개발로 인해 주거지 경관과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거지역의 개발밀

도 관리를 시도했다.

주거지역 세분화는 서울 주거지역의 개발밀도를 낮춘 대표적 정책으로서 연구원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과정

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당시 400퍼센트의 단일 용적률로 관리되던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을 1종(150%), 2종(200%), 

3종(250%)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와 기준을 마련했고, 제도화와 실행을 지원했다. 주거지역 세분화는 서울의 주거

지역을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정착했고, 2000년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전

국적으로 적용되었다.

산업화와 도시개발이 시작된 이후 서울은 오랫동안 자동차 중심 도시였고 보행자의 존재는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좋은 

보행환경과 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이 도시의 품격을 대변하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보행은 자전거와 더불어 친환경 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이 집

에서 대중교통수단까지 걸어서 쉽게 접근하고, 가까운 공원이나 둘레길을 찾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서울을 보행친화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한 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은 1990년대에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등 서울의 보행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15년부터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행환

경 정비, 보행의 연결성 및 편의성 향상, 교통약자 보행권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의 기반 연구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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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성과 •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97)
•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04)
• 도심재창조종합계획('07)
• 역사도심 기본계획(’13, ’20) 외

주요 연구성과 • 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99)
•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모델 연구(’02)
•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연구(’03)
•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04)
• 서울의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연구(’09) 외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

도심부 
관리체계 개편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2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1

서울의 사대문 안은 전통적으로 도심 속 도심, 서울의 가장 중요한 구역으로 여겨진 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방향은 

시대와 시정에 따라 달라졌는데, 도시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재개발을 강조한 적도 있고 도심부의 특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정비와 복원에 주력한 적도 있었다. 1990년대까지 사대문 안 도심부에서는 오래되어 낡은 건물과 시설을 전

면 철거하는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원은 이러한 전면 철거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도심부 관

리체계를 마련해 도심부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특히, 2000년에는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199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00년에 발표한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은 사대문 안 도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최초의 도심부 계획이었다. 이후 도심부 계획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확대되면서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건축물의 밀도・높이 등의 관리 방향을 제

시했다.

서울시 전자정부는 웹 기반 행정서비스로서 온라인 민원 처리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서울시 정보제공, 행정 절차

와 결과 공개, 시민의 시정 참여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행정업무의 효율화, 행정정보 관리 

체계화, 투명한 행정 운영 등을 실현한 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세계 100개 이상의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

서 1위에 오를 정도로 전자정부를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서울시 전자정부의 출발점은 1999년에 수립된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이다. 연구원은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정부 모형개발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단계별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모델을 제시해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을 지원했다. 전

자정부 구축과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개선점 도출, 다음 단계의 발전전략 수립까지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했다. 전자정부 연구는 이후 세계적으로 앞선 U-City, 도시의 어느 곳에서든 정보 접근과 활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도시 서울 건설을 위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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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고 해서 북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명소

이다. 1990년대 말에는 북촌(가회동) 일대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급증하고 한옥이 점점 사

라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전까지 규제 일변도로 전개되었던 한옥 보존 정책에 변화를 꾀해 북촌과 같은 

한옥밀집지역이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북촌 가꾸기가 서울시의 현안 과제로 대두되면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연구원은 북촌의 한옥 보존 현황, 거

주 실태, 주민 의견 등을 조사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사라져가는 한옥을 지

키기 위해 ‘등록한옥제’ 도입을 제안해 한옥 보존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을 탐색했다. 또한 

물리적 환경 보전을 넘어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조했다. 이후 연구는 

북촌만의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어져 북촌이 오늘날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하는 명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민선 3기 시정은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을 주도했다.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노선이 달라지고 요금이 바뀌었으며 

차로가 조정되었다. 당시에는 파격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이 혁신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는 진일보했다. 이용 편의가 개선되어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었고 이는 자원 절약과 교통난 완화로 이어졌다. 서울처

럼 인구밀도가 높은 해외 도시들은 서울의 성공적인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대내외적으로 평가가 높았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연구원은 ‘대중교통개편 지원연구단’을 구성하고, 새로 도입

할 대중교통시스템의 이론적 기반과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간선・지선버스 체계와 환승시스템, 버스 준공영제, 중앙버

스전용차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황조사와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과 영향 예측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수

행했다. 또한, 개편 이후에도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의 성과평가, 안정화를 위한 연구 등을 이어갔고 지금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환경 고도화에 연구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 •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 북촌 가꾸기 사례연구(’00)
• 북촌 환경정비계획(’01)
• 북촌 장기발전구상 : 서울의 역사문화자산, 북촌의 비전과 실천과제(’05)
• 북촌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프로그램(’07) 외

주요 연구성과 • 대중교통수단 환승체계구축 연구(’95)
• 서울교통시스템개편 실행방안(’02)
• 대중교통체계개편 성과분석 및 버스관리기구 설립·운영 방안(’05)
•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11) 외

대중교통체계 
개편

북촌한옥마을 
보존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4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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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문제이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 발

생 주기가 잦아지고 강도도 심해져 미세먼지 관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통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서울시는 

2019년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단발성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같은 해 서울시는 연구원이 제안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모두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저감조치를 상시 운영하는 제도이다. 

연구원은 2004년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과 관리방안을 연구하면서 쌓아온 자료와 노하우를 토대로 빠른 정책대

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도입에 이어 2차 연도, 3차 연도의 시행방안을 발전시켜 관

리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과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해 대기질 개선

과 시민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체감도 개선에 기여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생존을 보장하는 초보 단계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인권 

의식이 성숙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는 권리,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정

책도 이제 생존단계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연구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설립 초기부터 수행해 왔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통행수요 등 

기초조사는 시기별로 꾸준히 이루어진 연구주제이다.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2000년 이후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연구로 발전시켰다. 1990년대 말에는 IMF 외환위

기 이후 급증한 노숙인 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소외계층 연구를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비

롯한 사회적 소수자, 소외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주요 연구성과 •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04)
•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의 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07)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현상의 원인분석 및 지역별 맞춤형 관리대책(’11)
•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15,’16)
•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17)
•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17~’19)
•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방안(’19) 외

주요 연구성과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95)
•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95)
• 장애인·노약자 통행수요조사 및 정책연구(’00, ’01)
•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02)
•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04)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기반 조성방안(’04)
• 마이너리티 리포트 1, 2 (’16~’17)
•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시스템 개선 연구(’19)
•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20) 외

사회적 약자 
삶의 질 개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 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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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베이는 도시정책 지표와 시민 삶의 양식을 알아보는 서울연구원의 기초조사 사업이다. 연구원은 2003년 이후 

매년 서울서베이를 진행해 서울시민의 인구・가구・주거 특성, 가치관과 일상생활,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정책성과 평가 및 더욱 발전된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이다.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의 

변화를 분석해 정책이 제대로 설정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식 변화를 추적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서울서베이를 진행하기 위해 2003년에는 도시정책의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시스템을 구

축했다. 이후 서울서베이를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회여건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사설계와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 연구를 병행해 왔다. 서울서베이 결과는 서울의 변화를 객관적 지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는 영문판 보고서도 발간해 세계도시 비교연구

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서울 미래유산’은 100년 후의 미래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유무형의 자산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근현

대 서울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서울의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 미래유산 지정은 지금의 가

치는 불완전하지만 100년 후에는 보물이 될 자산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보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서울시청 남

산별관처럼 사라진 건축물, 대한극장이나 광장시장 같이 현재에도 이용되는 공간, 서울장수막걸리(음식), 돌아가는 

삼각지(노래) 등 유·무형의 자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지정 대상이다.

연구원은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 지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속적인 조사·발굴 작업을 수행해 총 506건을 지정하고 아카이빙과 영상화, 단행본 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서울 미래유산 지정은 체계적인 계획과 제도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호응과 지

속성을 확보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전주, 부산, 파주 등 여러 도시에서도 미래유산 발굴과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미래유산 
지정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8

주요 연구성과 • 도시정책지표체계, 서울형 서베이시스템 구축(’03)
• 서울서베이 설계 및 분석(’03~’21)
• 한눈에 보는 서울(’15~’21) 외

주요 연구성과 •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 플랜(’12)
• 서울미래유산기본계획 2023(’18)
• 중부권/강북・강남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18, ’19, ’20)
•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보전현황 및 정책진단(’19, ’20) 외

서울서베이, 
시민 생활 모니터링

서 울 을

변 화 시 킨

주요  연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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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 민선시장 체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2년 10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과도기적 시기에 탄생한 연구원은 개

원 30주년이라는 성년의 나이를 맞이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도시환경과 시정기

조의 변화에 호응하는 연구를 통해 도시문제의 주치의 역할을 해왔다. 연구원의 설립

은 관선시장 시절에 이루어졌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은 1995년 

민선시장이 선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원이 설립된 1990년대 초부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기마다 새로운 국가적 과

제와 사회적 이슈가 등장했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의 

철학과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특히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민선시장들의 시정운영 스

타일과 시정철학은 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연구원의 변화를 각 시장의 시정 철학과 성격에 따라 크게 다섯 시기로 구

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연구원이 개원한 1992년부터 민선 1기 조순 시장 재임

기인 1998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민선 2기 고건 시장 시기(1998~2002)이며, 고

건 시장은 관리형 시정 스타일을 보였다. 세 번째는 민선 3기 이명박 시장과 민선 4기

~5기 전반을 담당한 오세훈 시장 기간으로(2002~2011), 서울시정에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개념이 도입된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민선 5기 후반과 6~7기 전반을 담당

한 박원순 시장(2011~2021) 기간으로, 사회적 연대와 협치가 강조되었다. 끝으로 민

선 7기 후반을 담당한 오세훈 시장(2021~2022)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주택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인가구·청년·여성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분야별 연구성과 : 총론*

민선시정과 함께해온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중 “민선시정과 함께해온 
서울연구원”(32~42쪽)을  
보완해 작성 

※ 워드클라우드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수행한 연구원 전체 과제와 분야별 과제명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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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 ~ 민선 1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설립
서울연구원은 관선시장인 제24대 이해원 시장 당시 개원 준비작업을 시작해 제25대 

이상배 시장 재임기간인 1992년 10월 개원했다. 이후 김상철, 이원종, 우명규, 최병렬 

등 4명의 관선시장을 거치고, 1995년 7월 민선 1기 조순 시정이 시작되었다.

민선 1기 조순 시장은 역동적이었던 과거 개발 시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 본위의 시정, 인간 중심의 도시 정책’을 서울시정의 목표로 삼았

다. 조순 시장은 시민이 뽑은 첫 번째 민선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관선 시기의 

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했고 재임 기간(2년 2개월)도 짧았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성수대

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등 급속한 도시 성장기의 폐해가 대형 사고로 

나타나, 도시형 재난에 대한 대응과 방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조순 시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울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정책과 복지정책에도 힘썼다.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의제21’을 채택했으며,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된 사

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토대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1997)을 수립했다. 

이 무렵 연구원은 개원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 수요를 수렴해 서울

시정에 기여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해 서울시가 역량 있는 지방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했다. ‘서울21세기연구센터’를 설립

해 21세기 서울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한・중・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BeSeTo(Beijing-Seoul-Tokyo)로 알려진 동북아 대도시의 미래를 전망하는 등 인간 

중심 도시 서울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의 주요 개발사업 구상을 지원하는 연구도 활발히 수행했다. 서울시 신청사 건

립, 여의도 지역 재정비 계획, 경부고속전철 역사 입지 검토 등 중장기적 개발계획 수

립에 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민선 2기 : 시대 변화와 함께하는 싱크탱크로
민선 2기 고건 시장은 이미 22대 관선시장(1988.12.5 ~ 1990.12.26)을 역임했으며, 

서울시정에 밝은 행정가였다. 고건 시장은 ‘열린행정・생활행정・참여행정’을 시정 기조

로 삼았으며 서울시 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

력했다. 특히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자행정시스템을 마련했고, 민원처리 온라인공

개시스템, 전자수의계약, 청렴계약 옴부즈만 등 청렴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력했다. 

이 시기는 IMF 외환위기(1997)와 한일 월드컵(2002)이라는 국가의 큰 이슈를 경험한 

시기였다. 고건 시장은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을 맞아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실행

에 힘썼다. 먼저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건설

경기 활성화,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활발히 전개했다. 국제행사인 

한일월드컵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서비스 대책도 마련했다. 

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싱크탱크(Think-Tank)’라는 비전을 세우고 

국가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우선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모

색하고 실업대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를 지원했다. 또한 ‘월드컵지원연구단’과 ‘월

드컵 교통지원팀’을 구성해 외래방문객 규모를 예측하고, 월드컵 마케팅 전략과 시민참

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월드컵 개최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 시기에는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연구도 추진되었다. 난지도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 방안, 서울 북촌과 인사동 가꾸기 등 역사와 환경을 보

전하는 연구가 지속해서 전개되었다. 한강르네상스의 효시가 되는 ‘새서울 우리한강사

업’을 지원하는 연구와 상암 DMC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연구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

다. 그 밖에 서울시 조직개혁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시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연구원이 깊이 관여했다. 

서울시정과 연구원의 변화
1992 1997 2002 2007 2012 2017 2022

주요 
도시이슈

’88 올림픽 ’94 지방자치 ’02 한일월드컵

행정수도 이전 ’20 코로나19 팬데믹

’18 평창올림픽

’08 글로벌 금융위기 ’17 도시재생 뉴딜

’97 외환위기

’94 정도 600년

’09 용산참사 ’14 세월호 참사’94 성수대교 붕괴 / ’95 삼풍백화점 붕괴

신도시 건설

중앙정부

노태우
(’88~’93)

김영삼
(’93~’98)

김대중
(’98~’03)

노무현
(’03~’08)

이명박
(’08~’13)

박근혜
(’13~’17)

문재인
(’17~’22)

윤석열
(’22~)

서울시
관선 민선 1기

조순
(’95~’97)

민선 2기
고건
(’98~’02)

민선 3기
이명박
(’02~’06)

민선 4~5기
오세훈
(’06~’11)

민선 5~7기
박원순
(’11~’21)

민선 7~8기
오세훈
(’21~)

주요 시정
· 지방의제21
· 서울환경헌장
·  여의도광장 
공원화

· 반부패정책
·  지하철 2기 
완성

· 청계천복원
·  대중교통체계 
개편

· 뉴타운사업

· 디자인서울
· 한강르네상스
· 광화문광장

· 도시재생
· 마을공동체
· 사회적경제

·  도시경쟁력 강화
·  주택공급, 규제완화
·  1인·청년 맞춤형 정책

서울
연구원 
비전

시대적 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싱크탱크

세계 일류의 
도시정책 
연구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
연구기관

현장형 
정책솔루션을 
제공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뱅크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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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 5기 전반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선 3기 이명박 시장과 민선 4・5기 오세훈 시장은 시정에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했다

는 점에서 비슷하다. 민간기업 경영인 출신인 이명박 시장은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구

현한다는 목표 아래 고객만족, 고객감동, 균형발전 등을 강조한 시정을 전개했다. 대표

적 인프라 개발사업인 청계천복원, 대중교통 전면 개편, 뉴타운사업, 서울숲과 서울광

장 조성, 그리고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브랜드화 등을 추진했다. 

연구원도 ‘세계 일류의 도시정책 연구원’을 표방하면서 인프라 혁신 지원 연구를 중점

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이명박 시장이 구상한 메가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계

천복원 지원연구단’, ‘대중교통개편 지원연구단’을 설치하고, 사업 착수부터 성과 분석

에 이르기까지 주요 단계별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미국의 럿거스대학교 콘월센터와 

텍사스오스틴대학교, 중국의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등 대도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

구도 이 시기에 이룬 성과이다. 

이명박 시장에 이어 민선 4기와 민선 5기의 전반부 서울시정을 책임진 오세훈 시장은 

민선 3기의 연장선상에서 경영형 시정을 펼쳤다. ‘창의시정’과 ‘디자인서울’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와 디자인, 도시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부가가치

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민선 4・5기 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

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기간 연구원은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디자인서울 사업, 서울 관광글로벌 전략, 문화・지식・창의산업 육성, 도시

브랜딩 전략 등과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대

형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특히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연구원

은 큰 폭의 조직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도시

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연구조직을 창의시정본부와 도시기반연구본부로 통합하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를 시도했다. 

민선 5기 후반 ~ 7기 전반 : 솔루션 뱅크에서 싱크플랫폼까지
박원순 시장은 무상급식 논쟁으로 민선 5기를 중도 하차한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민선 5기 후반과 민선 6~7기 전반을 담당했다. 박원순 시정이 시작되면서 서

울시 정책 방향은 시민 체감형 중심으로 변화했다. 대규모 도시개발과 건설사업에 집중

했던 이전과는 달리 시민과의 소통, 체감형 복지정책, 생활현장형 정책들이 강조되었

다. 그 일환으로 청책(廳策), 숙의, SNS 등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했고, 보편적 복지의 

초석을 다지는 서울시민복지기준 공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

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사회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이 된 2012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으로 명

칭을 변경했다. ‘현장형 정책솔루션을 제공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Solution 

Bank)’라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혁신 정책을 지원했다. 이 시

기에는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시정철학에 따라 1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숙의 과정을 갖

고 ‘2030 서울플랜’을 수립했다. 2012년부터는 시민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작은연

구, 좋은서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정연구에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외교센터’를 신설해 남북 교류와 도

시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넒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도시재생 등 각종 사회혁신 정책의 기본 구상과 효과분석, 모

니터링까지 아우르는 종합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서울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에 걸맞은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 

체계와 혁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연구원의 비전을 ‘서울의 가치혁신

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Think Platform)’으로 다시 수립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다양

한 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민선 7기 후반 :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대응
오세훈 시정은 2021년에 시작되어 민선 7기 후반에서 민선 8기로 이어지고 있다. 오

세훈 시장의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약자와의 동행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비전 2030’ 수립, 둘째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형 ‘안심

소득’ 사업(복지) 및 ‘서울런’(교육) 구축·운영, 셋째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혁파 및 신속통합기획, 소규모 주택정비(모아주택) 도입, 넷째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관광업계・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다섯째는 

1인가구(안심동행)・청년(영테크・취업사관학교)・여성(성폭력 제로)・아동(키즈카페)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여섯째는 수변공간 중심의 공간 재편, 비욘드조닝 등 최상위 

공간계획 ‘2040 서울플랜’ 수립 등이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시정 변화와 정책 방향에 조응해 30년간 축적된 연구성과와 노하

우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디

지털전환 등 급격한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eoul.go.kr/seoul/
mayo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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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문화

리서치트리

30년 연구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국가 표준 견인하는 서울형 복지모델
미래세대 청년과 여성 복지증진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인구・가구와 삶의 질 변화 추적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확보
지역사회 연구의 중심, 마을공동체
함께하는 교육, 평생학습의 터전 가꾸기 

향후 연구과제



사회ㆍ문화 리서치트리 (1992~2021)

관선~조순 시정(~1997) 박원순 시정(2011~2021)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서울형 
시민복지

기반 구축

분야별 연구성과
사회ㆍ문화분야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99)

복지시설 민간 운영(’00) 복지시설 간 서비스 중복실태(’06) 복지사업 재구조화(’16)

서울복지인프라(’16)

서울시 사회서비스원(’21)

사회복지관 평가시스템(’02)

서울복지재단 설립(’03)

사회복지시설 운영모델(’02)복지행정

체계 

청년 빈곤실태(’21)

서울청년패널조사(’21)

미래세대 서베이(’17) 청년 불평등(’20)

서울청년패널조사(’20)

서울 
청년의 삶 
진단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07)

성인지 예산제도(’09)

기혼여성 노동인력(’97) 저소득 
여성가구주 자활(’01)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실태(’14)기혼여성 사회지원체계(’04)

성인지적 시정기반(’03)
여성 
경제활동

성인지 관점과 미래 시정의제(’20)

여성노숙자 장기 대책(’01) 서울지역 중국동포 여성(’16)
취약여성 
복지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18)

재가여성장애인 욕구(’01) 서울장애여성인력(’16)

안심안전도시(’21)

50+시니어 정책의제(’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15)

서울시민복지기준(’12)

재가노인돌봄통합센터(’14)

서울형 
복지모델 

사회복지기초수요 및 
정책(’97)

저소득 생활보호대책(’98) 지역사회복지계획 메뉴얼(’03) 초고령 사회(’10)

서울시 빈곤실태(’10)

노인여가복지시설(’12)

복지정책의 철학 및 비전(’16)

복지실태조사(’15)

종합 
복지계획

미래비전과 청년의제(’21)

청년정책 시행계획 모니터링(’21)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시스템(’21)

청년수당 효과성(’18)서울청년보장플랜(’15) 청년활동 지원사업 효과성(’20)

2025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20)
청년정책 
방향 
수립 및 
평가 

문화도시 
서울

지역 정보도서관(’96) 공공도서관(’04) 시립문화시설 관리운영(’09) 서울시 공공운영장(’11) 권역별 문화시설(’16) 서울시립 박물관미술관(’20)

문화시설 확충(’04)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 특성(’02)

문화특화지역
(’10)

문화자원 분포 및 
문화행태(’07)

문화자원 분포특성(’15) 예술활동 거점지역(’19)

문화지역 관리(’16) 청년예술인 지원(’19)

문화
네트워크
(’02)

시립미술관 발전 
종합계획(’99)

문화적

도시환경

도시문화발전 중장기 
계획(’94)

서울시 문화지표(’96)

문화정책 효율화(’01)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05)

서울형 축제(’05)
창의문화도시 
비전(’09)

서울시 축제의 
질적 관리(’10)

축제 관리체계(’18)

컬쳐노믹스(’07)

문화분야 통계체계(’19)

문화영향평가제(’20)

「비전 2025」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15)

서울형 예술인 희망플랜(’16)북촌 
장소마케팅(’01)

이태원 
장소마케팅(’01) 디자인서울 10개년

중장기계획(’09)도시디자인(’08)
문화정책

북촌 문화관광 프로그램(’07)청계천 시민문화행태(’06)

서울문화의밤 프로그램(’07)

서울시 문화다양성(’17)마이너리티 리포트 1, 2(’16)소수자 지형(’15)

문화다양성 지표(’19)

마을문화만들기(’12) 생활문화예술동아리(’16)

문화 향유와 
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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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문화 리서치트리 (1992~2021)

박원순 시정 (2011~2020)관선~조순 시정(~1997) 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사회ㆍ문화분야

건강도시

보건의료정책 방향(’96)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02)

노인요양
서비스 인증(’05)

지역보건 
의료계획(’0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07) 공공보건의료강화(’12)

공공보건의료 근무 의사 양성(’13)

의료급여제도(’17) 공중보건활동 진단(’18)
보건의료

체계

복지시설 노인 
면역강화식단(’06)

생활체육정책(’06)

간접흡연 평가지표(’09) 아동·청소년 비만예방(’12)

서울시민의 비만(’15)

시민 정신건강(’13)

서울시 치매관리(’18)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도시사업(’15)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16)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21)건강도시 조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20)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20)

세계 대도시 방역(’20)

 감염위험평가와 사회적 거리두기(’21)

감염병 위기대응 먹거리 보장(’21)신종감염병 
대응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만들기(’12)

마을문화만들기(’12)

새로운 마을공동체(’15)

마을예술창작소(’13-15)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16)

공동체공간(’17)

2기 마을공동체(’18)

고령화 시대 대응(’17)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18)

자치구 마을자치센터(’19)

폭염과 서울시민의 삶(’19) 비대면 주민참여(’21)

마을공동체 복원(’12) 지방자치 주민참여 
제도화(’14)

서울형 주민자치회(’16)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과지표(’17) 찾동 3단계 사업(’19) 찾동 4단계 사업(’20)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박원순 시정(2011~2021)

인구·
가구

서울서베이 설계(’03~)

1인가구 증가(’08)

유동인구조사(’09, ’12) 인구, 가구, 소득(’13)

 1인가구 대책(’14)

인구와 가구 통계(’17)

아시아 도시의 1인가구(’21)

인구·가구 
특성과 변화

지역공동체성과 통합(’10)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12)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12)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13)

서울형 혁신모델(’14)

행복영향평가(’14)

시간가치와 삶의 질(’15)

서울형 행복지표(’17) 시민행복 실태조사(’21)

시민 행복과 
공동체

서울시 
교육정책 

지자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통합(’08)

서울 영어마을(’09)

교육

지원사업

방과후돌봄의 지역사회 협력(’18)

지역돌봄 서비스 프로그램(’16)

온종일 돌봄(’19)

학교 협력 돌봄사업(’21)

학령기 
돌봄

서울시 평생교육(’09)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10)

방과후학교(’08)

자유학기제(’15)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16)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16)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1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확대(’17)

지역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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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서울은 IMF 외환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 코로나19 팬데믹 등 

굵직한 이슈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거쳐왔다. 더불어 서울시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여정 속에서 숱한 고난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연구원 개원 초기에 사회과

학분야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복지와 행정·재정분야에 치중되었다. 그러다가 점

차 문화와 사회, 정보화분야 연구과제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존 분야들도 더욱 세분

화·전문화하면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연구원은 1992년 설립 이후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정과 보조를 맞추면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왔다. 민선 1기부터 7기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서 연구과제 수가 늘었지만, 특히 민선 4·5기 오세훈 시정 기간부터 

사회분야 과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오세훈 시정이 문화와 디자인을 주요 시정의

제로 삼으며, 문화 분야 연구가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민선 5·6기와 7기 전반 박원순 

시정에는 전체 사회 분야의 연구가 확장되고 다양한 주제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20년을 전후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새로운 연구수요에 발맞춰 

감염병 관련 연구가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다. 

도시사회분야 연구는 복지, 행·재정에서 출발해 사회 변화와 관련된 정책 수요에 따라 

주제 영역을 재정립해왔다. 30년간 사회복지, 젠더, 문화, 교육, 체육, 건강, 지역사회, 

계층 등의 사회적 영역으로 주제를 확장하면서 학제적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행·

재정은 과제 수요에 따라 별도의 분야로 자리 잡았고, 문화분야와 함께 연구되어 온 관

광, 마케팅과 노동 관련 연구는 경제·산업분야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 트렌드에 따라 연구원 내 전 영역에서 공유하는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도시사회분야에서 시작된 주요 사회 이슈와 특정 주제 관련 연구는 특정한 분야에 한

정되지 않고 융합적 연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삶의 질, 행복연구, 도시경쟁력, 사회적 

질, 위험사회론, 시민사회론, 인권도시, 건강도시, 포용도시, 공정도시 등 서울시정과 

도시사회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민선 1기 : 지방자치시대의 기반을 다지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2년 뒤인 1995년 첫 번째 지방자치선거가 시행되었다. 민선 시

정 1기를 연 조순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전

문가로 구성된 바른시정시민위원회와 바른시정기획단을 조직해 시정운영 계획을 수립

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

단체 단위에서 사회복지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복지 5개년종

합계획’(1997)을 수립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맞이해 연구원은 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회정책 연구를 수

행했다. 민선 1기 연구는 주로 행정과 복지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정연구의 초

기 작업으로 기초조사와 지표개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시민 수요를 발굴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설계하면서 행정조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민선 2기 : 외환위기 속 사회 불안에 대응하다
고건 서울시장의 민선 2기는 IMF 구제금융 이후의 사회적 위기감이 만연한 시대였다. 

IMF 외환위기는 대량 해고와 대규모 실업을 가져왔고, 급속히 늘어난 실업자와 노숙

인 문제가 사회 불안을 초래했다. 당시 서울의 가장 큰 숙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이

러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노

숙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찾으면서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민선 3기 : 도시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다
‘도시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민선 3기에는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

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로는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단 설립

30년 연구 동향

늘어나는 사회 이슈, 
분화하는 연구영역*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65~98쪽의 내용을 
요약·재정리

서울시정 30년의 변화와  
도시사회분야 연구주제

⇡ 사회갈등⇡ 인권도시⇡ 디자인수도⇡ 서울광장⇡ 시민평가제⇡  지방자치제 
실시

⇡ 서울시민 복지기준

⇡ 감염병 연구⇡ 고령친화 네트워크 가입⇡  창의문화도시 
선언

⇡ 청계천 복원⇡ 전자정부 도입
⇡  조순시장  
당선

⇡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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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연구주제들이 도시사회분야에서 시도되었다. 

평생교육, 성인지 연구, 여성, 청소년, 정보화, 문화, 축제, 체육, 보건, 소외계층, 중간

계층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연구주제가 확장되었고, 서울서베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민선 4기~5기 전반 : 서울의 매력을 디자인하다
2006~2011년은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이슈로 

부각된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에 이어 또다시 닥친 2008년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사

회안전망 붕괴, 계층 양극화, 중산층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회복되었던 서울시의 

자신감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200

만 관광 서울’을 추진하는 등 도시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2008년 서울시 창의문화도

시를 선언하고, 컬처노믹스, 디자인 서울 등의 사업을 진행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

이는 도시마케팅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컬처노믹스와 창의문화도시 전략, 

디자인서울 전략 등 문화도시 서울을 마케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복지에 주의를 기

울였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하

고, 노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여성 친화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행(여성행복) 프로

젝트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장기전세주택(SHift),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통

장 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등 계층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이 시기 연

구원은 중산층 위기를 포함한 지역·계층 간 격차 연구, 취약계층의 권리 신장, 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전까지 서울의 교육정책은 교육청의 업무로 간주되었지만, 2006년 서울시 본청에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지면서 연구원에서도 교육정책 연구가 시작되었다. 평생교육이나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그전에도 간헐적으로 수행했지만,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정

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민선 5기 후반~7기 전반 : 공존의 시대를 향하다
민선 5·6기의 박원순 시정은 본격적인 저성장 사회로의 진입,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

화, 사회갈등과 양극화 심화와 같은 문제에 당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의 강화, 세대별·계층별 지원 정책, 사회혁신 정책 등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공표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생활임금제 등 서울시민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했

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도시재생 추진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연구원은 다양성과 계층분화 시대에 모두가 공존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다각

적으로 추진했다. 그 한 축은 보편적 복지 확대방안, 노인 및 청년문제 대응방안,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이며, 다른 한 축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 노

동 권익, 소수자 권리 등 시민 권리를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도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어젠다로 부각되면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 국가

에서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시민권리선언’을 발표하고, 2012년 9월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의뢰한 「인권 실태분석 및 인권

도시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2012)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기

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이후 인권영향평가제도 연구를 수행해 인권 

영역을 주요 주제 영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시정 활동도 전개되었다. 2030년 미래의 문화도

시 서울이 지향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전략을 체계화한 「‘비전 2030’ 문화

시민도시 서울」(2014) 연구는 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연구원은 감염병을 주제로 다각적인 학제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사회·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주도했다. 사회문제와 관련해

서는 사회 갈등에 대한 연구, 청년 연구, 빈곤, 고독, 불평등에 관련된 연구 등이 진행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감염병 재난의 영향에 대한 도시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전

망하는 사회정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민선 7기 후반 :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된 오세훈 시정은 이전 시대의 누적된 문제를 정비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이후의 새로운 시정 방향을 모색했다. 도시사회분야에서는 1인가

구, 청년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사회서비스, 돌봄사업의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복지체계 재구조화도 도시사회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었

다.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 회복과 정서적 

치유를 통한 회복력 강화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생활문화, 초등돌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의 공정성과 사회적 

회복력 증진을 위해 변화된 삶의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서울시 청년정

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조권중 |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40 141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사회·문화



변화하는 복지수요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저소득 취약계층에 선별 복지를 제공하던 서울시는 1996년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 5개

년 계획’을 수립했다. 연구원은 서울시 300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수요를 조사하

고,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 집단별로 욕구조사를 실시해 ‘시

민복지 5개년 계획’의 기초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시 저소득시민 실태와 생활보호대책」

(1998),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연구」(2002)를 거쳐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을 마련하는 정책을 지원했다.

시민 대상별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서울시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1999) 연구는 시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해 지역복지의 거점으로 동사무소의 역할을 제안했는데,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보다 20년을 앞선 제안이었다. 더불어 서울시 보

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단순

평가모형 개발」(1995), 「서울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구성방안 연구」(2003) 등으로 서

울시 복지행정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했다.

민선 4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존 대상자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한걸음 나아간 

새로운 복지 비전이 필요했다. 「중산층 위기시대의 복지패러다임과 정책과제」(2009),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 재구조화」(2014), 「서울시 복지정책의 철

학 및 비전수립 연구」(2016) 등은 중장기 관점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

고, 복지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

과」(2013)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복지와 경제

의 선순환 관계를 밝힘으로써 저성장 시대의 사회복지 확대 근거를 보여주었다. 

보편 복지로 나아가는 서울형 복지모델 개발
민선 5기에는 다양한 서울시 복지모델이 만들어지고, 서울형 복지사업이 전국 지방자

치단체로 확산되어 국가 복지정책을 견인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2년 시민복지기

준을 마련하면서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를 선언하고 이행방안을 확립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로 확산될 계기를 제공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2012)는 총괄 및 5대 

분야에서 서울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32명이 협력하고, 서울시민 1,000명이 함

께한 원탁회의를 개최해 정책과제를 도출한 연구이다. 이후 「서울시민 복지기준에 대

한 시민의견조사 및 분석」(2014), 「서울시민 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2018)를 

수행해 서울시민 복지기준 운영을 꾸준히 뒷받침하였다.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중앙정

부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방

안」(2015),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2018),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2019) 등은 서울

형 기초보장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복지실태 진단과 효과성 검증 
서울시민 복지기준 수립 이후 주기적으로 복지수준 변화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겼

다. 연구원은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용역」(2015)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서울시 복지분야 최초로 통계청의 승

인을 받아 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확보했다. 

2020년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불평등과 빈곤에 관

한 연구」(2020)가 진행되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경제인구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민 소득과 재

산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한 것을 활용해 서울시민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을 파악했

다. 「2022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2022)에서는 서울복지실태조사 데이터와 국세청 

소득데이터를 결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승연 |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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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을 호명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면

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사회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청년을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고,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

다. 이후 청년정책 종합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수립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정책인 청년수당을 신설해 미

취업청년을 위한 시간과 소득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이바지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청년정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의 추진 전략 수

립과 효과성 평가 연구 등을 수행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연구」

(2015)를 통해 청년수당 사업의 운영모델을 제안했고,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2018),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실험 실행방안 연구」(2019), 「서울

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연구」(2020) 등을 수행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직면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이행기 격차를 진단하는 기

초연구인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2020)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세대 청년정책 혁신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2020~2025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

되면서 청년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사회의 핵심동력

이 되어야 할 청년이 미래가 단절된 봉쇄세대(Lockdown Generation)로 전락할 것이라

는 우려가 커졌다. 연구원은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

전과 전략」(2020), 「서울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청년 의제 탐색 연구」(2021), 「2021 서울

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모니터링 연구」(2021)를 추진했다. 청년 삶의 실태와 다양한 욕구

를 확인하기 위해 중장기 추적조사 연구인 「2020 서울청년패널조사연구」(2020), 서울 청

년의 다차원적 결핍과 배제를 분석한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2020)를 진행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육성하는 「서울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시스템 연구」(2021)를 통해 ‘2021 서울 청년정책 대토론’을 개최했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제도화 단계에서 발전단계로 진입했으며, 청년은 향후 서울의 미래

를 이끌어갈 핵심 집단이라는 점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수요는 더

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연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서울 청년의 이질적 특성과 정책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성 경제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2000년대부터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정책 발

굴과 의제 마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생

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와 복지증진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민선 4기

~5기 전반 오세훈 시정은 여성 친화적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행(여성행복 프로젝트)을 

추진했으며, 2007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었다.

연구원은 여성의 삶의 질 증진과 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

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했다. 「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2003),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2007), 「서울시 저소

득층 여성가구주를 위한 창업지원 방안」(2009), 「서울시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2014),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미래 시정의제 발굴 연구」(2020)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큰 노숙인, 장애인, 중국동포, 독

거노인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여성노숙자 장기대책에 관한 연구」

(2001),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학술용역」(2001), 「서울지역 중

국동포 여성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지원 방안」(2016) 등을 진행했다. 

변금선 |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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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향유와 행복 관점에서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

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며, 연구원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꾸준히 발

전시켜 서울시 문화행정의 기본체계 형성에 기여해 왔다. 북촌마을만들기, 2002년 월

드컵, 청계천 복원 등의 경험을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적 눈높이와 욕구가 성장했고, 이

는 2000년대 중반(민선 3기)에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떠오르는 동력이 

되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제1차 문화기본계획인 「비전2015 문화도시 서울」(2005) 연

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로 행복한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목표로 문화예술, 문

화공간, 문화복지, 문화산업, 시민문화 등 5개 분야 27대 과제를 제안했다. 

2015년에는 제2차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5)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계획은 제1차 문화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민의 문화적 권리 부상

과 개인의 문화적 삶 강조 등 문화환경의 변화를 반영했으며, 개인, 공동체, 지역, 도

시, 행정 등 5개 영역 10대 추진목표, 25개 추진과제, 13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되

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의 주요 원천인 예술인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열악한 창작

환경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형 예술인 희망플랜」(2016) 연

구를 진행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와 창작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된 예술인 종합 지원계획이었다. 

서울시 도시마케팅 전략 구체화
문화기본계획이 문화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계획이라면, 전략계획은 그중 특정 분

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문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상황에 기인

한 사회안전망 붕괴, 계층 양극화, 중산층 위기 등의 사회문제들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문화전략의 하나인 도시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서울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서울시민의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연구들이 이어졌

는데, 「월드컵 전략지역 장소마케팅-홍대지역 문화활성화 방안」(2000)을 필두로, 이태

원, 북촌, 청계천 등 서울시 내 주요 거점에 대한 장소마케팅 방안 연구들이 추진되었

다. 축제는 장소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형 축제발전 및 체계적 지

원방안 연구」(2005)는 서울시 축제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최초로 모색한 연구이다. 이

후 서울시에는 축제들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양적 성장에 걸맞은 관리체계와 지

원방안 고도화가 시급해졌다. 이에 「서울시 축제의 질적 관리방안」(2010)과 「축제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형성방안」(2018)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창의문화도시 전략
글로벌 사회에서 도시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예술적 창의기반을 조성

하고 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창의문화도

시’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컬처노믹

스 전략 연구」(2007)를 수행해 도시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가치와 경쟁력을 제

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창의문화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방안 연구」(2009)에

서는 창의문화도시를 형성하는 창의문화경제, 창의문화예술산업, 창의문화공동체, 창

의문화네트워크, 창의문화융합 등 ‘Creative C’를 통해 시민행복도시·지속가능도시를 

구현하는 정책 목표를 제안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도시의 건축과 경관을 아우르는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이 강조되면서, 서울시는 도시디자인으로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 

서울’ 전략을 추진했다. 연구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전략과 관련된 일련

의 연구를 진행했으며, 특히 「디자인서울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2009)를 

진행해 민선 4기의 ‘디자인서울’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디자인서울의 비

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문화도시 기본계획과  
전략방향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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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문화도시에는 물리적 환경과 시설, 문화인프라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와 체계, 문화인프

라의 콘텐츠가 되는 문화예술생태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문

화인프라를 구축해 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미

술관,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요해졌

다. 문화인프라가 확충된 이후에 이들 시설을 어떻게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

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문화시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서울

시 문화시설 권역별 수요분석 및 설치기준 연구」(2016)를 수행하고, 「시립문화시설 관

리운영방안」(2009), 「서울시립 박물관·미술관 운영모델 연구」(2020) 등을 추진해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적 도시환경의 형성과정과 특징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민의 문화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문화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서울시 문화분

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2)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정책으로 형성된 

문화공간의 현황과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해 문화 취약지역과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지역을 찾아내고자 했다. 「서울의 문화자원 분포현황 및 문화행태 연구」(2007)는 문

화자원을 유형화하고 서울시 내 문화자원의 공간적 분포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연구였

으며, 이후 10여 년의 변화상황을 반영한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 및 분포특성」(2015)

이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와 예술생태 활성화
서울시 곳곳에서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발굴하면서 이들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고 활성

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추진되었다.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2010)와 「서울시 문화지역 형성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2016)는 그 형성요인을 분석

한 연구이다. 서울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인사동과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해 보존하

기 위한 기초연구와 평가연구도 지속되었다. 

한편,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술생태의 활성화가 필요하

다. 연구원은 예술생태의 거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

화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연구」(2019)를 4개 자치구·자치구문화재단과 협력해 추

진했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연구로 진행한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 사업 혁

신방안 연구」(2019)는 예술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을 위해 새로운 지

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술생태의 지속가능성을 꾀한 연구였다. 

일상의 문화향유 기회와 문화다양성 확대
문화정책의 한 축이 제도적·물리적 기반 확립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적 가치 확산이다. 연구원은 장소 특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향

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북촌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프로그램」(2007), 「서울 문화

의 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2007) 등 문화프로그램 기획 연구

를 추진했다. 이후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고, 문화정책에서 시민의 역할이 수동

적 객체에서 문화생산의 주체로 변모하면서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유형

과 정책방향」(2016) 연구와 같이 시민이 직접 수행하는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도 수행

했다.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연구」(2012)에서 제안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생활문화센터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유입이 늘어났고, 노동시장 축소와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다른 집단에 대한 배척과 갈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사회갈

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문화다양성’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문화다양성 연구 초기에는 「서울의 소수자 지형 연구」(2015), 

「마이너리티 리포트」(2016) 시리즈 등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중심이었다. 이후 국내외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이슈들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

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 방향」(2017) 연구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2019)를 수행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도적

으로 제안했다.

백선혜 |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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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인구와 가구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는 정책 입안

의 기본 토대가 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 시민의식이 변화하고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정책 입안에서 ‘증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는 2000년 이후, 특히 2005년 전후로 더욱 빨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원은 서울

시의 정책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가구 변화를 추적하는 일련의 연구를 체계적으

로 수행했다.

19년째 진행 중인 서울서베이
「서울서베이 설계 및 분석 연구」(2003)는 서울시 정책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

기 위한 도시정책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통합 분석해 서울시정

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현재까지 19년째 지속해온 가운데 매년 서울시민 4만 6,000여 명, 2만여 가구

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등 서울시정과 시민 삶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인구・가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1인가구 증가와 정

책수요 변화 연구」(2008)를 수행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인구 이슈인 1인가

구 현상을 무려 15년 전에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그 현상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안한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서울시 1인가구 대책 정

책연구」(2014) 등으로 1인가구 연구를 지속했다. 

한편, 2009년과 2012년에는 서울의 주간활동 인구를 공간별, 인구속성별로 분석한 

「서울 유동인구조사 설계 및 분석」 연구를 통해 센서스 인구조사가 갖는 시간적 한계

를 극복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서

울통계연구 : 인구,가구,소득」(2013)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인구・가구 특성과 경제현황

을 시계열로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교 분석해 서울 인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2017년 수행한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연구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 입안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시민의 일상과 공동체 특성 분석
서울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고,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서울시 정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성을 유지하는 일 또한 

서울시의 중요한 시정 기조이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시정비전과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연구, 공동체 현황을 파악해 포용도시로 나

아가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왜 우리는 끼리끼리 노는가? :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전

략」 연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지역 간 격차 실태를 진단했다. 

2011년에는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연구로 서울시민 일상생

활의 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이 지향해야 할 도시의 생활양식에 대한 예측 연

구를 수행했다. 2015년에는 「서울시민의 시간가치와 삶의 질」 연구를 통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변화를 분석하고, 구조적인 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규명
서울시는 저성장 국면에서 ‘질적으로 성숙한 도시’를 향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 : 행복지수와 

메가시티 인덱스 구축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

한 행복지표 작업을 수행하고,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기 위한 지표 분석도 진행했다. 

2014년 「행복영향평가를 통한 국민행복 제고 방안」 연구에서는 행복한 삶을 진단하고, 

정책이 사람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행복영향평가 모델을 시

범적으로 제시했다.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수 구축 연구」(2013)는 이전

의 현안 연구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시민 삶의 양상을 시의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서울형 행복지표를 개발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지표에 근거

해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2017년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으로 깊이

를 더해 발전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2019년 ‘서울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연구원은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2020)과 「시민행

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2021) 등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변미리 | 도시외교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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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민선 1기부터 5기 전반까지 서울시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재설정」(1996),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 학

술용역」(200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200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에 따른 서울시 과제 및 대응 방안」(2007) 등이 대표적 연구들이다. 2012년 이후 보편

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보건 분야 연구수요도 급증했다.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방안」(201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근무 의사 양성 방안의 타당성 평가」(2013) 

등의 연구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개인의 질병예방에서 사회적 대안 모색까지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과제들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연구」(2006)로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알렸고, 「간접흡연 

제로 서울 평가지표 개발」(2009) 연구로 건강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제안했다. 이후 「아

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2012), 「서울시민의 비만 추이와 결정 요

인 연구」(2015) 등을 통해 개인 건강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서울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2013) 연구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

했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있

어서는 질환자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는 당시의 정책 문제를 지적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2018) 연구도 마

찬가지다. 치매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부담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치

매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치매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서울형 건강도시사업의 기반 강화
서울시는 2015년 7월 조직개편을 실시해 시정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시민건강국’을 신설했다. 주된 목적은 공공의료정책 추진력 강화였다. 연구원도 발맞

추어 보건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건강도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건

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건강과 삶

의 질을 위해 협력하는 도시이다. 연구원은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 실태분석과 개

선방안」(2015)연구로 건강정책 수요에 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핵심 안건에 건강도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 서울시민의 

환경·건강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건강도시모델 발굴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형 도시건강 수준 및 지표 연구」(2016)에서는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로서 

건강 형평성, 도시취약계층의 건강요구, 감염성/비감염성 질환관리, 도시거주자의 영

양관리 등 5개 영역에서 70개 지표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서울형 도시건강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를 지

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신종감염병 출현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2020년에는 서울시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

와 개선방안」(2020) 연구를 수행했다. 초기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

고, 신종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의 개편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서

울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와 과제」(2020) 연구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

생한 노인요양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감염병 위기에 더욱 체계

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새로운 감염병 출현도 예상됨에 따라 공중보건위기 대

응은 더욱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연구원은 「감염병 시대 세계 주요 대도시의 방역 

및 도시 전환전략」(2020),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건강도시 정책 방향」

(2021) 연구를 수행해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포함한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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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민선 5기 서울시정은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을 전면에 내걸고 마을공동

체 지원을 본격화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2012)은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 기틀을 잡는 3대 과제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서울시

가 신설한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으로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 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2015)를 수행하는 한편, 여러 후속 연구를 통해 민선 5기 정책을 정성적

으로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원자료

를 데이터로 구축해 매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민선 6기에는 정책 목표를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으로 한 단계 높게 설정했

다. 소규모 주민 모임이 자기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단계를 넘어 여러 주민 모임이 함께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으로 나아가 더 많은 시민이 마을공동체의 필요

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8)

은 1기 기본계획과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4대 영역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의 동 단위 마을계획과 마을

활력소 사업은 지역사회 공론장과 공간적 거점을 만드는 실험을 시도했고, 다른 동 단위 

주민참여 제도와 통합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

이 투입한 무형의 공동체 자원을 측정하고 인정체계를 마련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 방안」(2018),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자치

구 마을자치센터 직무분석」(2019) 등은 역점 과제 실행을 뒷받침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정립과 실현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정책은 2016년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이전까지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2016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모델 개량

과 사업 추진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동 단위 참여제도를 통합한 서울형 주민

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모델로 평가

받으며,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자체도 서울형의 장점을 대거 수용하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과 추진전략」(2016)은 이러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정립하고 표준조례안의 핵심 조항을 마련한 연구였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을 채택하면서, 기존 정책 간 경

쟁과 갈등을 피하고 결집과 연계 효과를 꾀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주민총회로 합의를 형성하는 공론장 기능, 선정

된 의제에 실행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편성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다. 민선 6기 마을공

동체 정책 목표였던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시 행정동의 55퍼센트가 넘는 236개 동에서 서울형 주

민자치회가 설립되는 동안, 연구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기초선 연구」(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2019, 2020)을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성과평가와 정책 개선에도 기여했다. 

고령화, 폭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 현안의 해법 모색
연구원은 고령화, 폭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른 사회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성과를 접목했다.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은 소기의 성

과를 거뒀지만 정책 실행 단위를 서울시 전체에서 일상 생활권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지역사회 전략 연구」(2017)는 행정동 단위의 

물리적 환경, 사회 서비스, 주민공동체를 포괄하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정책 방향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2018년에는 폭염 피해가 사회적 약자

와 취약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폭염을 사회적 재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

산되었다. 「폭염과 서울시민의 삶」(2019)은 서울시 폭염 대책이 환경·기술적 차원을 넘

어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한 첫 연구였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서울시민이 그동안 축적한 

사회자본과 공동체 역량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는 회복력에 보탬이 되었지만,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역사회 정책 참여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대거 중

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적기로 보는 입

장과 대면 중심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연구원은 

위드코로나 시대 주민참여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참

여 실태와 개선방안」(2021)은 비대면 참여 방식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끼친 긍정적·부

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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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서는 민선 3기에 이르러서야 간헐적으로 교육 분야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육

정책 연구의 맹아를 보였다. 서울시청에 교육 주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

로,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교육 수요와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했다.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2001), 「서울지역 평생교육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

(2004)는 평생교육 수요와 그에 따른 정책 지원을 모색했으며, 「영어체험마을 조성사

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조사」(2004)는 서울시의 영어마을 설립 추진의 기초 정책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서울시의 업무분야에 해당되었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시립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2001),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타당

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4)를 수행해 시정지원 요구에 대응하는 성과를 보였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지원연구 시작
2006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선 4기 시정은 서울시 본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교

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2006)해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

면서 연구원도 교육 분야 연구자를 채용해 교육정책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 교육 분야 연구는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의 방향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방

향으로 수행되었으며, 서울시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래사회 대응 서울시 교육체제 구축연구」(2007)를 수행해 서울시의 교육지원정책 방

향과 정책 수립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행

정과 일반행정의 관계 정립방안 연구」(2008)는 서울시 교육청 주도의 교육정책에서 서

울시 역할의 설정 및 확대를 모색한 연구였다.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와의 연결
「서울시 교육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12)은 서울시 교육복지 기준을 마련한 

연구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서울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

가 마련되었다. 또한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2011)는 서울시가 중

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의 하나인 학교보안관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민한 결과

물이다. 이 연구는 학교보안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 학교보안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교육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국을 신설했고, 학교를 넘어 지역사

회 전반에 교육지원을 수행하고자 했다. 특히, 민선 5기에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교육 분야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을 

스스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교육공동체 강화
서울시의 대표적 교육지원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자

치구가 협력해 마을의 교육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연구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2016) 연구를 수행했다. 혁신교

육지구사업의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고 전 자치구로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한 연구이다.

또한 교육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시기에 맞춰,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

한 지역사회 역할과 대응방안」(2015)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교육부가 추진한 자

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의 진작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청소년과가 만들어지면서 청소년 관련 연구수요가 늘었다. 서울

시민의 일원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새로운 연구주제였다.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2010)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후속으로 진행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연구」(2019)는 대

안학교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안학교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 학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학습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확대 방안 연구」(2017)에서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

소년 참여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서울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방안 연구」

(2016)가 수행되었다. 

한편, 서울시장의 주요 역할과 책무 중 하나는 평생교육의 진작이다. 서울시는 교육지

원사업과 더불어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2014년에 서울시 

함께하는 교육, 
평생학습의 터전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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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을 연구원 부설로 설치했다. 연구원은 평생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추진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5

년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 초기의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개선 방안 연구」(2009)에 이어, 「서

울시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2016)까지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학령기 돌봄의 서울시 역할 확대
민선 7기에는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전까지 학

령기 아동의 돌봄은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마을돌봄이 추가되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아이돌봄담당관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학령기 돌봄 정책과 사

업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외에 일반아동을 대

상으로 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정책에 협력했다.

연구원도 학령기 아동 돌봄에 대한 지자체 역할 확대와 보조를 맞췄다. 「가용자원을 활용

한 지역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연구」(2018)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에 기여했다. 「방과후돌봄의 지역사회 협력방안 연구」(2018)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온마을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함에 따라 지원 연구도 수행되었다. 연구원은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 및 정책방

안」(2019)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온종일 돌봄 실태와 수요를 추계하고, 지속가능한 온종

일 돌봄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역할을 학교 안에서

의 초등돌봄으로 확대한 ‘학교돌봄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원도 「학교돌봄 협력

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2021)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의 운영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혜숙 |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계층 분화와 갈등,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서

울에는 ‘사회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사회정책분야 연구가 관

심을 가져야 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회복탄력사회 연구이다. 이미 인구학적, 사회구조적으로 노쇠해가는 서울의 

사회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키워드이

다. 도시사회의 활력을 모색하는 일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존하는 포용사회 연구이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심화되는 양극화, 다문

화사회로의 이행을 확인했다. 앞으로의 숙제는 양극화, 다양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유지

하느냐이다.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복지 지원체계 재정비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트렌드에서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방법으로는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분석의 필요

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분야 연구에서 특히 데이터 기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는 시민의 인간적인 삶 연구이다. 행복과 관련된 시민의 정서

와 일상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시민이 갖는 불안, 불만, 혐오 등에서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의 문화, 여가와 건강에 대한 고찰이 바람

직한 사회정책의 지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사회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시대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초

연구를 강화·발전시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회

복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대응해 포용성을 강화하

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사회 전환기에 선제적 시정과제 발굴로 정책연구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조사 및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시민의 생활현

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심층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분야 간 융합 및 협력연구의 활성화

가 모색되어야 한다.

서울시 교육정책 관련 연구

향후 연구과제

균열과 갈등을 해소할 사회통합과
시민의 일상생활 심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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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리서치트리

30년 연구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대응
민생경제의 중요한 축, 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 건강한 고용구조
신성장동력 발굴과 산업거점 조성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서울관광의 힘

향후 연구과제



산업·경제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박원순 시정 (2011~2020)관선~조순 시정(~1997) 박원순 시정(2011~2021)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산업·경제분야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울 유통구조(’95)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효과 분석(’07) 

서울(대도시)형 전통시장(’09)

재래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04)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장기 발전전략(’07)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여도(’04)

재래시장 활성화(’03) 재래시장 환경개선(’05)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영향 분석(’12)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영향과 실효성(’19)

제로페이의 재조명과
재난시 소상공인 보호 정책(’20)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16)

지원정책

부동산 종합대책 서울시 영향과 세제개편(’05) 서울 부동산 경기(’03) 

8.31 부동산종합대책 대응(’05~’06) 

수도권 가구의 부채(’11)

가계 소득 및 소비(’10) 서울시 물가구조(’13) 

서울시 가계부채(’18)

코로나19와 소상공인 및 관광업(’20)

재난 긴급생활비(’20) 아파트 가격상승과 가계소비(’21)

최저임금 인상의 영세 소상공인 영향(’18) 생활밀접업종 정책과제(’20)

사회변화와 
가계

노점상 실태(’92) 도심 영세사업자(’07) 서울시 자영업 특성(’10) 서울시 영세소매업(’12) 소상공인 업종분석(’14) 생계형 서비스업(’21)

코로나19와 폐업(’21) 

소상공인

현황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외국인 노동자 실태(’95)

대졸실업 대처(’03) 인력수급 전망체제(’09)

서울 기초 노동통계(’10)

청년층 이직·재취업과 실업(’19)

서울시 여성노동시장(’19)

외국인 노동자 유입(’21)

서울시 여성기업(’21)

대상별 
고용정책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모델(’17)

성별임금격차(’19)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기준 및 통합안(’19)

중소기업 노동환경(’20)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21)
임금과

근로환경

기술발전과 인력개발정책(’18) 택배기사 근로환경(’21)기술혁신이 초래할
고용관계 
변화에 대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22)플랫폼노동 실태(’19)

서울경제의 
방향

중장기 지역경제 계획(’99)

중장기 서울경제모형(’00)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06) 서울의 경쟁력 강화(’09) 미래경제 활성화(’17) 지속 성장 패러다임(’21)
성장정책

기반

서울경제 예측모형(’06)

서울경제 동향분석(’06)

소비자·기업경기전망조사(’08~’15) 주요핵심산업 모니터링(’13) 서울경제 운영방향(’20)
지역경제

동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장기경제정책(’20)

IMF 구제금융 대응(’97) 한미 FTA 영향(’07)

부동산 경기와 서울시 세수(’09) 저성장 시대 대응(’19) 생산가능인구 감소대응(’21)

위기진단 지표 개발(’22)

서울경제지수 및 현안(’22)

저성장과

위기대응
서울 경기종합지수 개발(’22)

민생경제 현장점검 및 소비자 체감경기전망조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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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박원순 시정 (2011~2020)관선~조순 시정(~1997) 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산업·경제분야

관광활성화

산업육성과

산업거점

산업구조 
변화와 
대책(’93)

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대책(’94)

산업지원 기반 구축(’97)

벤처산업 활성화(’97) 문화산업 육성(’00)

서울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04)

바이오산업육성(’04)

여의도 국제금융센터(’04)

서울산업 발전방안(’09)

서울시 R&D 육성(’07)

창조산업 육성(’11)

4차 산업혁명과 산업정책(’17)

4차 산업혁명과 서울 경제(’18)

서울의 공간경제학(’17)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17)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대응방향(’18)

인공지능 산업 육성(’20)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19)

신성장동력

DMC 사업(’01)

준공업지역 정비방안(’96)

DDP 건립 타당성조사(’07)

준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방안(’07)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방안(’05)

마곡첨단산업단지 구상(’04)

DDP 개관과 동대문 권역 활성화(’12)

온수산업단지 활성화(’13)

동북권 균형발전 관련 홍릉단지 발전(’14)

신촌홍대합정 일대 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부지 활용 방안(’15)

공공산업지원시설 기본계획(’15)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16)

신산업

중심지

도심산업 서울 의류패션산업 발전전략(’02)

종로 귀금속거리 상권활성화(’04)

서울산업 발전방안(’09)

동대문 의류 패션 산업 활성화(’11)

소규모 제조업 밀집지역 현황과 전망(’14)

메뉴팩처 서울 전략(’16)

서울시 주요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15)

도시형 소공인(’17)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19)

문화관광상품 마케팅(’02) 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04)

국제회의컨벤션 경쟁력(’07)

의료관광(’07)

도보관광(’12)

중국관광객 유치(’12)

MICE 산업 육성(’17)

서울관광 내실화(’13)

 면세점 수급(’13)

장애인 관광실태(’17)

쇼핑관광(’16)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18)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

코로나19 대응(’20) 스마트관광(’21)

한강이용활성화(’21)

랜드마크 전략(’21)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

서울시 관광개발 
기본계획(’95)

서울 관광마케팅(’96)

 권역별 관광개발계획(’01)

관광정책과 제도개선(’02)

관광진흥 종합계획(’05)

서울시 
관광특구(’03)

서울시 
관광특구(’06)

종로청계관광특구(’10)

북창동 무교·다동 지역 관광(’11)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5)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

관광정책

기반

박원순 시정(2011~2021)

산학연 협력사업 체계 구축('05)

G밸리 비상프로젝트(’14)

164 165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산업·경제



지난 30년간 서울경제는 양과 질 모두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

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서울의 인구과밀

화, 서비스업의 내실 있는 성장, 입지규제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지식기반 제조업의 탈

서울화, 부동산 가격상승, 자본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이다. 이러한 문제

들로 서울의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은 저하되고 저성장 기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다.

일자리·관광 등 다양한 정책의제 발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각 시정이 맞닥뜨린 시대적 요구사항은 상이했다. 민선 초기

인 1~2기 서울의 산업·경제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

다. 민선 3~4기에 들어서면서는 지식산업, R&D, 관광·문화산업 등 서비스 중심으로 경

제체제를 바꾸려고 했다. 이 시기 연구원에는 ‘서울경제연구센터’와 ‘산학연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서울시 산업·경제 정책을 지원했다. 민선 5~7기에는 일자리와 노동정책, 대안

적 경제모델인 사회적 경제, 균형발전까지 산업·경제 분야의 정책영역이 확대되었다. 서

울시의 산업·경제 정책 운용 방향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 방향도 변화해왔다.

연구원의 산업·경제 분야 연구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서울시 시정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여 서울경제의 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서

울시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제를 발굴하고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1992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서울의 산업·경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는 대략 361건에 달한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행한 연구과제 수는 초기보다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산업, 경제, 관광, 고용 등 산업·경제 분야의 여러 하위 연구 분야 중 산업과 경제 하

위분야의 비중은 전체 연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 왔다. 그 밖에 관광 하위분야의 

연구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 분야의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분
’95~’97 ’98~’02 ’02~’06 ’06~’11 ’11~’20 ’21~현재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5기 민선 5~7기 민선 8기

경제현황 및 
운영방향

4 11 20 20 52 4

고용 1 - 3 5 32 1

관광 1 1 2 4 30 -

민생경제 2 - 8 6 20 1

산업 5 14 19 26 82 5

합계 13 26 52 61 216 11

민선 1기 : 산업·경제 정책의 토대 마련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정부 차원에서 산업·

경제 정책을 집행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기종합계획으로 ‘민선시정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산업·경

제 정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산업·경제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연구원은 서울시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산업 정비와 서울

시 산업정책 틀 구축을 위한 연구를 다수 수행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울의 산업

구조 변화와 대책 : 제조업을 중심으로」(1993), 「서울시 산업의 구조조정 및 진흥대책」

(1994), 「서울산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1994), 「서울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1995), 「서울시 관광개발 기본계획 방향 연구」(1995), 「서울 관광마케팅 지

원전략 연구」(1996) 등이 있다.

민선 2기 : 신산업 육성과 산업클러스터 조성
민선 2기 서울의 산업·경제 정책은 일대 전환을 겪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직면해 서울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민

선 2기 최대의 정책목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연구원은 독자적인 산업·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방안 연구에 주력해 「서울시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1997), 「서울시 문화벤처집적시설 조성방안」(2001), 「서울시 IT 

산업의 집적화 연구」(2001)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그 외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기

관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 대응해 「서울의 산업지원기반 구축방안」(1997), 「서울시 직업

전문학교 운영개선방안」(1999) 등의 연구도 병행했다. 

30년 연구 동향

서울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위기 극복*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176~187쪽의 
내용을 요약・재정리

산업·경제 분야 시정 및  
하위분야별 연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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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극복 이후 서울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물리적인 인프라 조성

을 통한 신산업육성을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DMC 사업 실행전략」(2002) 연구는 

서울형 산업 클러스터의 원형을 제시했다. 또한 「IMF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서울시 대

응방안」(1998) 등의 연구는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민선 3기 :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2000년대 들어 IT 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면서 벤처기업 붐이 가시화되

었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전략산업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전략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친(親)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원은 지역 혁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대표적 연구는 서울의 전략산업 지정과 육성 계획을 공식화한 「제1

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4대 전략산업(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을 선정했다. 그 외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2003),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2004),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경제적 의의 및 파급효과」(2004), 「마곡지역 종합개

발 구상 및 전략수립-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2004), 「서울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발전방안」(2005) 등의 연구를 통해 금융, 바이오, IT 산업의 성장 전략

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정책 틀을 벗어나 지역혁신에 기반을 두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연구했다. 관련 연구로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

안」(2002),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2005) 등이 있으며, 이를 지

원하기 위해 2006년 산학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 외 고용 

확대 및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2002),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서울시 중장기 고용훈

련 대책 연구」(2004),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

축 연구」(2005), 「서울시 고령자 고용개발 체계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민선 4~5기 전반 : 창의·지식산업과 서울경제비전 2020
민선 4기 초반 중앙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초로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러한 성

장전략은 서비스 위주의 서울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는 다른 산업경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민선 4기 시정은 ‘창의서울’이라는 기

치 아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기존의 전략산업을 6대 신

성장 산업(관광, 디지털 콘텐츠, R&D, 금융 및 물류, 컨벤션, 패션 및 디자인)으로 확

장하고, 4대 산업벨트를 조성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연구원은 창의산업과 지식서비스 기반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대표적 연구로는 「서울시 창조산업 기초현황 및 실태조사」(2007), 「서울 BS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2008),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R&BD역량 강화 

방안」(2009), 「서울시 GT기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2010), 「서울시 창조산업 육

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2011) 등이 있다. 또한 서울시 산업·경제 지원을 위한 인프라

로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2007, 2008), 서울디자인연구소(2010), DMC 영상문화단지

(2011) 등을 조성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산업클러스터 차원에서 신산업거점 조성과 제도 마련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서울

시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2007)와 여의도 금융개발진흥지구(2009)를 조성하는 연

구, 동대문 의류·패션산업 활성화 방안(2011) 등이 해당한다.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

력 강화(2007),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을 위한 연구는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

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기여했다.

일련의 연구는 2010년대 서울시 산업발전 종합계획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서울산업 

발전방안 연구」(2010)는 2011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경제비전 2020’의 기반이 되었

다. ‘서울 경제비전 2020’은 8대 신성장동력 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

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육성과 4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 지원, 그리고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주

요 목표로 담고 있다.

민선 5기 후반~7기 : 대안적 경제모델 제시
민선 5기 후반에는 저성장기조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를 대안적 경제모델로 

제시했다. 산업·경제 정책은 기존의 거점별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 산업거점 

조성 병행, 민생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연구원은 「서울시 소

규모 제조업 밀집지역의 현황과 전망」(2015), 「제조업 다시보기 : ‘매뉴팩처 서울’ 도약 

전략」(2016), 「서울시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공생 관계에 관한 연구」(2017)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제조업 육성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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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 지원과 제도 보완,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도 병행했다. 「DDP개관에 

따른 동대문권역 활성화 종합대책」(2012),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

역」(2013), 「홍릉단지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용역」(2015), 「신촌·홍대·합정일대 

산업현황 실태조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2015),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수

립」(2016),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현황분석 및 혁신지구 전략 도입방안」(2019)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서울시가 MICE* 부문에서 세계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관광 부

문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대안적 경제모델의 제시와 소상공인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대표

적인 연구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2012),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2017) 등이 있

다. 소상공인 관련 연구는 「서울 소상공인 업종분석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2013), 「소

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201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영향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2019) 등을 수행했다. 

민선 7기 후반 : 일자리 정책과 감염병 대응
시정 후반 서울시는 일자리 정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했다. 이에 연구원은 「서울

형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2014),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2015),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2016)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서울시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2013),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방안」(2015), 「공공부문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간접고용분야 임금실태조사 확산용역」

(2016), 「서울형 생활임금적용 확대를 위한 운영모형 개선 연구용역」(2017) 등을 진행

했다. 그 외 노동 관련 연구들은 청년, 여성, 외국인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경제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2017), 「4차 산업혁명과 서울 경제의 활로」

(2018), 「서울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분석 및 정책방안」(2020)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WHO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신종코

로나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2020), 「전환기 

서울경제 진단과 지속적인 성장 패러다임 모색」(2021)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박희석 |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경제가 개방된 이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원자재 가격, 금리, 환율, 주식시장, 국제정치 여건의 변화 정도에 따라 불확실

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지자체의 대외환경 변

화와 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관심은 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과 지역경제 모니터링으로 이

어진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시적 접근의 경제정책과 달리 세부적인 경제주

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지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변화하는 경제체제에 따른 성장정책의 토대
서울연구원은 서울 고유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서울경제의 성장과 동향, 위기 대응을 

주제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개원 초기에는 「서울, 부산, 광주의 생산성지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1994), 「서울의 생산성지표에 관한 연구」(1995)를 필두로 지역의 경제

성장모형과 생산성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 중장기 지역경제계획 모형구축 연

구」(1999)와 「중장기 서울경제모형 구축연구」(2000)를 수행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체제와 구조에 적합한 지역성장모형 탐색을 시도했다. 

이후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산성 강화를 위한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2006), 「주요 시도의 총요소생산성 추정과 서울의 경쟁력 

강화 요인」(2009) 등의 연구가 이어졌다. 2010년대 들어 저성장 기조와 디지털 전환시

대를 맞이하면서 성장의 새로운 동력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미래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2017), 「전환기 서울경제 진단과 지속적인 성장 패러다임 모색」(2021) 

등의 연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 성장정책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서울 경제동향의 주기적 분석
고도성장이 둔화되고 외환위기로 경제침체를 겪은 이후 연구원도 서울의 경제동향 연

구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 경기종합지수 개발 연구」(2006)를 시작으로, 이를 적용

한 「서울 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 예측에 관한 연구」(2007)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지역

경기동향을 체계화시킨 연구를 수행했다. 

이슈와 연구성과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대응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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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서울의 경기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를 모니터링하는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경기

전망 조사」(2009)를 수행했다. 2013년에는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주요핵심산업모니

터링 연구」(2013)를 통해 산업 부문 동향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하면서 다변화되는 서

울경제에 대한 대응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소비자체감경기전망 조사」

(2013) 연구가 연이어 시작되었고, 이후 매년 수행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후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적시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2018년 들어서는 

서울의 소비경기지수를 개발해 지역의 소비경기를 모니터링하면서 경제동향 연구에 

활용해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면서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경제 운영방향」(2020)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장기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2021) 연구를 발빠르게 수행했다. 

저성장시대의 경제정책과 다각적인 경제상황 분석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서울연구원은 「IMF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서울시 대응

방안」(1997) 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한미 FTA가 서울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7),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2009), 「저성장 시대에 대응

하는 서울시의 신경제정책모델 정립 연구」(2015),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 서울경제의 

대응 전략」(2019) 등 위기 때마다 적시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활발한 성과를 보였다. 최

근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변동 추계」(2022), 「서

울경제 위기진단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2022) 등 저출산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제의 진단과  
대응 관련 주제별 연구과제 추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단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여건에서 관련한 연구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역의 경제위기를 상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 소비, 금융, 가계, 중소기업 등 다각적 측면에서 서울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려는 

중장기적인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경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 모니터링
2008년부터는 서울지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속보성 경기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태도지수, 생활형편지

수, 경기판단지수, 구입태도지수, 소비지출지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

예상지수 부문으로 구분하고, 매 분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6

년부터 소비자 관점의 체감경기를 공표하고 있다(「민생경제 현장점검 및 소비자 체감

경기 전망조사」, 2016).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제 이슈가 대두될 때 서울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지수를 운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연구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매업, 음식

점업, 숙박업 등 소비 중심 업종의 전체 또는 개별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

다. 2019년부터 서울경제지수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의 매출과 서울시민의 경제 데이터를 사용해 서울 전체, 자치구와 5대 생활권과 세부 

업종별 서울소비경기지수를 작성하고 매월 발표하고 있다.

서울경제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2022년에는 서울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경기국면 진단을 위한 종합적인 경기지

표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 경기종합지수 개발 및 작성」(2021) 연구와 「서울경제 위기진

단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2022)를 수행했다. 생산, 판매, 소비, 고용, 대외거래, 

금융의 6개 구성지표를 사용해 서울의 경기종합지수를 설정했다. 이전에 활용했던 지

표는 실물경제 위주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문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했다. 가계의 장기연체자수, 대출자수, 대출잔액, 개입사업자 

매출액 및 대출액, 중소기업 대출액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은 경기종합지수, 상권동향, 소비경기, 생활밀접업종경기, 가계부

채, 기업신용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의 다양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있다(「서울경제지

수 모니터링 및 경제 현안 진단」, 2022).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서울경제 영향, 

서울시 부동산 버블과 자산가격 양극화 영향 등 저성장 시대에 서울의 위기대응 정책

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영진 |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성장 동향 위기대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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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서울시 전체 기업 수의 92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이다. 연구

원은 개원 당시인 1992년에 노점상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찌감치 소상

공인 연구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본격적인 현황 분석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

작되었다. 「도심 영세사업자의 업종과 공간 분석 연구」(2007)를 필두로, 「서울시 자영업 

특성 분석」(2010), 「서울시 영세소매업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2012), 「2013년 서울 소

상공인 업종분석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2013)이 연이어 수행되어 많은 성과를 보였다. 

지역 내 작은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현황 진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현황 및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2021),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자영업자 폐업의 특성 분석」(2021)과 같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지속해 온 연구원의 위

상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대개 전통시장과 같이 지역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상권에 자리하

고 있다. 지역상권은 지역경제와 일상생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그 여건은 계속 변

화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유통기업이 등장

하면서 영업환경이 위협받았다. 2010년대에는 배송을 위주로 하는 무점포 소매업이 

증가해 기존 소상공인 업주에게는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도 소비행태의 변화로 귀결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도 

생활양식 변화를 초래해 지역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생경제 부문에 대

한 연구와 정책대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효성 높은 민생경제 지원정책 발굴
연구원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시정에 바로 적용할 정책분석과 제안을 위한 연구를 활발

히 수행해왔다. 개원 초인 1995년에 「서울 유통구조의 개선방안」(1995)을 모색한 연구

민생경제의 중요한 축, 
소상공인·전통시장

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2007), 대형마트 영업제한

(20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2019), 재난 시기의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보

호(2020)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를 높이는 정책분석이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전통시장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재래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2004)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2004, 2007), 서울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효율화(2016)와 관련한 연구로 제도 및 시스템의 운용 개선을 모색했다.

사회변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과 변화를 분

석하는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사회변화가 더욱 빨라지

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체만을 분석하는 연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

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2018) 연구는 지역 이

슈가 아닌 국가적 변화가 소상공인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깊이 있는 담론을 보여

주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2020), 「온-오프라인 서비스 확대가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2020)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 영향 분석과 정

책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변화는 가계부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원은 2003년 「서울지역 

부동산 경기전망과 대책」(2003),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서울시의 영향과 대

응방안 연구」(2005),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 방향」(2018) 등의 연구로 그 영향

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서울시 가계의 소득 및 소비 특성 분석」(2010),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2013),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효과 

분석」(2020),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과 가계소비 현황진단」(2021) 등 물가와 소비에서 

체감되는 가계부문의 제반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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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장

기적인 경제 위축을 피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고용 규모를 축소하고, 청년 실업은 늘

어 현재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되었다. 연구원은 실업의 원인과 일자리 창출 방

안을 구체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의 대졸실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방안 연구」(2009), 「서울시 일자

리정책 효율화를 위한 기초 노동통계 분석」(2010)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후 연

구에서는 청년층의 실업과 관련해 일자리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자의 잦은 

이직 및 조기퇴사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계층별 노동시장 특성과 대상별 고용정책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경제성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육성하는 것은 저성장 국면을 타개

할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2019)

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력 단절, 남성 일자리보다 낮은 질적 수준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한 연구이다. 「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2021) 

연구는 여성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에 주목해 여성기업 육성방안을 도출했다.

중소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외국인 노동

자의 국내 취업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연구원

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배경을 이해하고 경제적·사회적 영

향을 추론하고자 「서울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1995)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

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2021)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와 체류자격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 건강한 고용구조 서울시 생활임금정책과 근로환경 문제
서울시는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실

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구원은 2013년

부터 생활임금의 산정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정책을 지원해 왔다. 시

간이 지나면서 생활임금에서 주거비 현실화, 문화지출비와 보건의료비 포함 여부 등도 

검토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여성 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했다. 2019

년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저임금을 받는 현황을 밝히고, 여

성의 저임금일자리 쏠림 방지 및 고학력 여성 일자리 확보를 강조했다.

근로자의 안전과 연결되는 근로환경에도 주목해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

책 개선방안」(2020)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근로환

경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소규모 업체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과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기술혁신이 초래할 고용관계 변화 예측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우려가 커지는 시대에 기술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연구원은 2018년부터 서울

시민의 직업 특성과 기술변화를 고려한 인력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술변화

와 고용형태 다양화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온라인

상에서 중개되는 플랫폼 노동의 장점과 한계를 규명한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

책 연구」(2019)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하는 고용과 근로환경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정부

가 택배서비스, 가사서비스 등 새롭게 성장한 분야의 관련 법을 제정한 가운데 지방정

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2021),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근로자 고용 개

선방안」(2022) 등의 연구를 통해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시가 대비해야 할 부분

을 제시했다.

김진하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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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종합적인 

산업전략을 마련했으며, 점차 서울시의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

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연구원은 시대별로 산업·경제 변화에 따

라 서울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유망 산업과 부문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업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부의 권한 내에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했다. 서울시 전략산업을 도출해 육성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파급력이 있는 유망 부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수행했다. 「제1

차 서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4개 산업을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권역별로 

전략산업거점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구조 분석에 따른 재편 논의
2006년 서울시는 민선 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6대 신성장산업으로 

관광, 디지털콘텐츠, R&D, 금융 및 물류, 컨벤션, 패션 및 디자인을 선정했다. ‘서울 

경제비전 2020’에서는 8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

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개원 초기부터 산업구조 실태를 진단하면서 신성장동력의 현황과 전망, 이에 

기반한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와 대책」(1993), 

「서울시 산업지원 기반 구축방안」(1997)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큰 틀에서의 산업전략이 수립된 이후에는 개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

도 옮겨갔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방안」(2004), 「여의도 국제금융센

터의 경제적 의의 및 파급효과」(2004), 「서울시 R&D 육성전략 연구」(2007),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2011) 등이 있다. 산업 측면에서의 신성장동력 발

굴은 기존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시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

(1997),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2000) 등은 이러한 흐름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산업거점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통한 산업·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정책의제로 부상했고, 서울시의 산업정책도 이에 대응하

는 구조로 급격한 재조정을 겪었다. 신성장동력은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되었고, 연구원은 당시 서울시의 기존 

산업거점의 현황과 정책의 성과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대성해 「서울의 공간경제학 

: 산업과 공간으로 본 서울경제」(2017)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시의 산업정책을 제안하는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2017), 

「4차 산업혁명과 서울 경제의 활로」(2018) 등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이런 연구들의 성과는 2018년 발표한 서울시의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도 영

향을 미쳤다.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도심제조, 바이오의료, 글로벌 R&D, 문

화콘텐츠를 ‘서울형 유망산업’이라는 신성장동력으로 묶고 4차 산업혁명 혁신기반 조

성이라는 차원에서 창업과 테스트베드를 산업정책의 핵심 구현방식으로 명시했다. 또

한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 주도의 신성장동력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

인터넷(IoT)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2017),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

성과 대응방향」(2018), 「수도권 디지털 경제의 현황과 서울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

향」(2019), 「서울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분석 및 정책방안」(2020)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형 산업클러스터의 원형이 된 상암 DMC
서울의 산업거점 육성과 신성장동력 발굴은 오랫동안 동전의 양면처럼 서울의 산업정

책을 이끌어 온 축이다. 산업거점 육성 정책은 유망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

중적으로 육성할 중심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원은 어느 지역이 신성

장동력을 담을 산업거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산

업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연구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행했다. 

서울형 산업클러스터의 원형을 제시한 것은 상암 DMC(Digital Media City)의 개발이

었다. 연구원은 DMC를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DMC는 마포구 상암동에 I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서울시 산업거점 기본 전략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

구원은 「DMC사업 실행전략 수립용역」(2001)에서 산업거점으로서 DMC의 역할을 규

정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등 산업정책 전략 마련 초기부터 참여했다. 

나아가 「서울의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발전방안」(2005) 연구를 통해 디지털 콘텐

츠 중심지로서 DMC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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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이후의 산업거점 육성
2006년 민선 4기 시정은 ‘창의서울’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새로운 ‘시정운영 4개년 계

획’을 발표하면서,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동북 NIT산업벨트, 도심 창의산업벨트, 

서남 첨단산업벨트, 동남 IT산업벨트의 4대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

다. 2014년 발표된 ‘서울 경제비전 2030’은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을 기치로 유망산업

을 5대 권역별로 배치해 20대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2019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이 담고 있는 DMC, 마포, 마곡, G밸리, 양재, 홍

릉 인근 등 6대 융합 신산업 거점 구상에서는 더 이상 산업이 아닌 IoT나 AI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 신성장동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DMC 관련 연구 이후에도 신규 산업거점 조성 관련 연구는 계속 수행되었으며, 이는 

‘서울비전 2030’에서 제안된 정책사업의 기획과 실현에 기여했다. 산업거점 정책도 현

재의 집적지가 아닌 미래의 거점을 선 조성하는 형태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해왔다. 이

에 더해 기존의 산업거점 발전에 있어 신산업을 포괄하도록 하는 시설 및 제도 개선이

나 신규 산업거점의 조성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DDP 개관에 따른 

동대문권역 활성화 종합대책」(2012),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13), 「동북권 

균형발전 관련 홍릉단지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용역」(2014), 「G밸리 비상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산업현황 조사용역」(2014), 「신촌홍대합정 일대 산업현황 실태조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20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2015),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15), 「양재 R&D 육

성 실행전략 수립 학술용역(2016)」 등 일련의 과제들은 DMC 이후에 서울의 산업클러

스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지구’ 모형의 선도적 연구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이후 2020년에 발표한 창업거점 구상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의 

‘서울비전 2030’(2021)이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22)에서도 지속되고 있

다. 한편 신성장동력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산업’거점이라는 용어와 모형이 낡았다는 

평가가 등장했고, 연구원은 「새로운 도심형 경제개발모형 혁신지구의 정책적 시사점」

(2017),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현황분석 및 혁신지구 전략 도입방안」(2018) 등에서 최

근 학계에서 주목받는 혁신 앵커 기관과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혁신지구’ 모형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산업 육성과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주요 연구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와 대책
(1993)

서울특별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2004)

서울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9)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현황분석 및 혁신지구 전략 

도입방안 (2018)

도심산업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도심산업은 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 등의 산업으로, 「서울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9)에서 선별한 미래 산업이다. 이들은 제조업의 특성을 가지며, 서울의 도심부에 

주로 위치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를 통해 도심부의 제조업이 재발견되었으며, 연구

원은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밀접지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2014), 「서울시 주요 제조

업의 공정특성별 공간별 공간적 분포 차이에 관한 연구」(2015) 등에서 디지털 시대 서

울시 제조업의 위상을 재평가했다. 

서울시는 도심산업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왔다. 서울시

는 2021년까지 의류제조현장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펼치다가 기계금속, 인쇄, 주얼

리, 수제화 등을 추가한 5대 도심제조업 현장으로 확대했다. 최대 1,000개 기업을 대

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심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연구에는 「서울 의류패션산업의 장단기 발전전

략 학술용역」(2002), 「종로 귀금속거리 상권활성화 연구」(2004), 「동대문 의류패션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2011),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육성방안 연구용역」(2017), 「역사도

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2019) 등이 있다. 

‘서울 경제비전 2020’은 4대 도시제조업 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향후 도

심산업, 특히 도심제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부가가치를 높이

는 전략이 필요하다. 「‘매뉴팩처 서울’을 위한 전략연구」(2016) 등은 서울시의 종합적인 

제조업 육성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김묵한 | 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최봉 |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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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연구원은 

서울시 관광진흥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서

울시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관광개발 기본계

획과 방향 연구, 서울관광마케팅 지원전략, 관광분야 제도 개선 연구들을 수행해 서울

시 관광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2000년대 관광분야 연구 고도화
관광분야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층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원은 일찌감치 

‘월드컵지원연구단’을 발족시켜 월드컵 때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숙박시설이나 관광서비스를 고도화할 연구들을 수행했다. 월드컵 개최 이후에는 서울

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 서울시 관광특구의 마케팅 추진체계 구축

을 검토하는 연구, 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명소와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가 증가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에 관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인접한 동아시아 도시들과 국제적 관광경쟁력을 비교해 서울

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관광이나 MICE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경쟁력 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들이 제시

되었다. 민선 4기 이후 관광산업은 서울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주

목받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관광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8년 ㈜서울관광

마케팅을 설립했고, 연구원은 서울관광 마케팅을 활성화해 외래관광객을 활발히 유치

하는 전략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서울형’ 관광콘텐츠와 상품을 만들자
2010년대에 관광분야 연구는 관광산업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었다. 일본관광객 비중

이 컸던 이전과 비교해 2010년 이후 중국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어 전체 관광객 수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서울관광의 힘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급증한 외래관광객 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외래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콘

텐츠를 발굴하는 한편으로 명동·남대문·북창동관광특구나 동대문관광특구, 이태원관

광특구 등 관광중심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다양한 관광상품과 콘텐츠 확보로 서울만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했기

에 ‘서울형’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서울의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산업관광이나 도보관광 등 서울의 관광콘텐츠 및 관광행태의 변화와 

그 특징을 연구에서 담고자 했다.

관광서비스 개선과 시장 다변화 전략
2010년대 후반 서울을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늘면서 관광 불편과 불만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의 양적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의 향

상에 관광정책의 역점을 두었다. 이에 발맞추어 연구원은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대응

하는 쇼핑 및 숙박시설의 적정 수준을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서울시 시내면세점 

수급의 적정성이나 숙박시설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는 다각도로 수행되었다. 연구원은 관광만족도 조

사에서 불만족 요소로 거론되었던 요소들을 밝히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서울관광

의 고질적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

타나는 문제도 해결하고자 했다.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무슬림이나 동남아시아 관광

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전략들을 연구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서울시 대표 관광상품의 

하나인 시티투어버스의 체계적 개편과 운영관리 측면의 개선사항들을 제시했다.

누구나 여행이 가능한 서울관광 여건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의미가 크다. 장애인 관

광실태 조사를 비롯한 연구들은 서울시 취약계층 관광소외를 꼬집었고, 향후 개선해

야 할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관광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

항과 쇼핑관광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도 수행했다. 이 외에도 도시브랜드 가치 제

고를 위해 새로운 서울브랜드를 관광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공유경제의 등장으

로 변화하는 관광행태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점점 다양해지는 관광분야 이슈를 주

목했다.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를 제공했던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이

후 다시금 전기를 마련

하기 위해 올림픽 유치 

필요성 연구도 수행했다.
서울시 대표 관광상품인  
시티투어버스의 체계적 개편과  
운영관리 개선사항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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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관광산업과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촉발한 우리 사회의 양상과 향후 변화에 대비하

는 연구들을 분야별로 수행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종잡을 수 없는 서울의 경제와 산업

에 대한 피해정도와 향후 대응을 위한 연구들로 바로 대응했다. 관광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을 수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피해정도 조사를 

통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숙박업, 여행업, 

외식업 등 업종별 상황을 검토해 관광산업의 흐름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에 이르는 지금 관광산업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광

정책 연구도 사회와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찾기 위해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재검토하고 어떻

게 변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서울관광
코로나19는 관광산업의 구조뿐 아니라 관광객 행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5년마다 

수립되는 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도시 서울의 관

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했다. 외래관광객 중심의 서울시 관광

정책도 다시 검토했다. 내국인 비중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여가관광 여건을 개선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비대면 여가관광활동을 진작할 방안들

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시설들의 관람시간 및 관람인원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 관광활

동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 관광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2010년 전후 부상되었던 도시경쟁력 이슈가 도시관광 경쟁력의 양

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지자는 관점의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 관광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세계 주요 도시들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에서 벗

어나, 서울의 진짜 매력을 발굴하고 서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설 공급의 필요성, 그 시설을 복합용도로 활용하

는 방안, 두 번째 올림픽이나 대규모 메가이벤트 개최 필요성,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유형의 랜드마크를 활용하는 방안 등 서울시 관광정책의 큰 틀과 방향들을 제시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반정화 |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10년 중후반 4차 산업혁명 의제의 도래 이후 기존의 신성장동력-산업거점 정책 모

형은 실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서울시의 신성장동력과 산업거점은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거점이라는 틀에서, AI, IoT, 핀테크 등 ‘신기술’의 거점이라는 과제로 빠르

게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집적지를 고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기조도 점차 미래를 위해 

신기술의 공간을 가용지에 신규 조성하는 추세로 변해왔다. 시장에서는 벤처와 스타트

업 생태계가 성숙하면서 점차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이 필수인 기술 사업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서울의 산업거점은 산업 집적지나 가용지 중심으로 조성되어 고등교육기

관과 같이 입지한 경우가 드물다.

예전과 같이 ‘산업’을 기본단위로 하는 신성장동력의 선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최근

의 중론이다. 한편으로는 산업뿐 아니라 유망 업태나 기술, 혹은 테마에 대한 전망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폭을 가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공식 통계를 넘어 빅데이터나 기업, 기술, 업태 등의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신성장동

력을 발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 병행이 필수적이다.

산업거점 전략도 산업별 거점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이 강조되는 최근의 

클러스터 개발 흐름에 따라 ‘산업’거점에서 ‘혁신지구’ 전략으로의 전환과 조성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CT와 AI, 제조업과 IoT, 혹은 금융산업과 핀테크와 같이 

기존 산업과 대비되는 ‘신기술’의 입지 특성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같으며, 향후 

정책 지원 면에서 이런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산업거점 개발은 수년이 아닌 수십 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순차적으로 추진하

다 보면 동시에 다수의 거점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 머잖아 이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 산업거점 정책은 개별 거점뿐 아니라 거점 사업 전반을 다루는 전략계

획 연구가 긴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외 정책 사례에

서 발견되는 산업-기술별 거점군, 혹은 ‘슈퍼클러스터’ 등 거점 간 연계 및 조직적 통

합을 통한 정책의 효율화와 발전전략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거점정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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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사관리, 정책평가역량을 높이는 기획관리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 형평성, 책임성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두 갈래 연구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참여에서 협치로, 민주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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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관선~조순 시정(~1997) 박원순 시정(2011~2021)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도시경영분야

협치

시민민주주의(’19, ’20)

로컬 거버넌스(’01) 시민주도형 성과평가제도(’04) 도시거버넌스와 신뢰(’08) 지역협치모델(’16)

민관협치(’17)참여와 
민주시정

상생협력
공공부문의 갈등관리(’04) 서울시 갈등사례와 관리(’07)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16)갈등진단

구정진단 모형개발(’95) 구별 생활환경지수(’04) 자치구 정책역량(’19)자치구 정책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개정방향(’93) 자치시정구현과 사무이양(’96) 지방분권과 지방정부(’03)

지방정부 자치조직권한(’02)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전망(’11) 자치분권 상생발전(’15)

민선자치 20년 회고와 전망(’17)

지방분권 
강화

서울시의회의 위상(’94) 시의회 입법활동(’98) 의정환경과 의회사무처(’05)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10)

시의회 대의기능(’11)

자치분권 미래 의제(’21)

해외 대도시 자치역량(’11) 
자치역량

재정  

행정 
기획관리

행정기구 개편(’93)

행정조직 개편(’94)

전자민주주의 모델(’02) 공공조직 기획체계(’03)

행정개혁과 경영 서비스 마인드(’04)

시정 효율성과 조직관리(’05)

전자정부 고도화(’07)

전자정부 스마트 서비스(’11)

고객중심 조직문화(’17)

뉴거버넌스(’21)행정조직 
고도화

공무원 전문성(’99) 공무원 교육훈련제도(’06)

신인사시스템(’05)

서울시 인재상(’11) 미래 변화 대응 교육훈련체계(’1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교육훈련체계(’19)

인력 전문성 
강화

시정 경영진단과 개혁(’94) 시정청렴도 측정(’99)

시민평가제도(’98)

시민주도형 성과평가제도(’04) 도시경쟁력 평가체계(’13) 협치친화형 평가체계(’16)

핵심사업 정책영향평가(’19)
정책 평가

성인지 예산제도(’09) 협치예산제(’16)

시민숙의 예산제(’18)

주민참여 예산제도(’05)재정의 
민주적 
책무

장단기 세입 확충(’99) 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03) 재정분권과 세제개편(’11) 재정분권과 세제개편(’14)

재정분권의 대응전략(’19)

조정교부금(’02) 조정교부금 개선(’03) 자치구 조정교부금(’07)

지역 간 재정격차(’08)

자치구 재원조정(’16)
재정분권

민간자본유치(’95)

도시철도사업 민자유치(’96)

지방정부 재정진단(’95)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94)

SOC 투자결정체계(’01)

공공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지침(’01)

재정지출 요인분석과 수요전망(’00)

성과지향 예산제도(’99)

9호선 민간투자사업(’03)

재정의 계획기능(’03)

공공투자사업관리(’09)

민간투자사업관리(’10)

중장기 재정정책(’08)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연계(’06)

재정건전성(’12)

재정사업 평가제도(’20)

재정 건정성

저성장시대 재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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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분야는 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울시를 선도해나

갔고, 민선자치가 성숙할수록 연구의 양도 증가했다. 도시경영분야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는 452개로, 민선 1기 조순 시정 기간 25개였던 과제가 민선 6기에는 174개로 7

배 증가했다. 특히, 재임 기간이 긴 박원순 시정은 도시경영분야의 연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한 시기였다. 도시경영 연구는 행정기획관리, 자치분권, 재정, 상생협

력, 협치라는 5개 핵심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행정기획관

리 영역의 연구는 209개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재정건전성과 합리적 예산운용을 추구

하는 재정 127개, 지방자치와 분권 중심의 자치분권 46개,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45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협치분야 25개 순이다.

서울시 조직관리와 재정운용 능력 향상
행정기획관리는 전체 연구의 46퍼센트를 차지하는 도시경영의 핵심 연구영역이다. 행

정기획관리 연구는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개편안과 공무원 역량제고방안을 제시해 서

울시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조직진단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의 미래조

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대외전문가와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협

력체계를 구축해 민선시장의 공약과 시정가치를 조직 전체에 전파하는 제도로 자리 잡

았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의 연구도 서울시정 관리 전반의 체계

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체 연구의 28퍼센트를 차지하는 재정 연구는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형평성·책임성

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예산제도를 합리화해 서울시의 재정운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정은 독자적인 연구영역이기도 하지만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타 영역 연구

의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분권의 핵심으로서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재원분담, 서울

시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세제 개편 등의 연구는 서울시의 재정 자율성을 확립

하는 데 기여했다. 민선자치 성숙과 더불어 재정의 민주적 책무성과 사회적 가치가 중

시되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상설화한 것도 연구성과이다.

시민참여, 시민민주주의를 향한 고민
도시경영분야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자치분권은 민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어져 온 연구주제이다. 도시정부로서 서울시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적 대응은 협치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민선시기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상생협력분야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로 서울시 갈등 실태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도출, 효과적인 정부 간 협력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지역사회, 대학, 산업계 등

으로 협력시정의 외연 확장을 추구하는 추세이다. 또한 구정연구단 설립을 통해 자치구민 

수요와 자치구 여건에 맞는 현장맞춤형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있다. 

협치분야 연구는 도시경영분야의 6퍼센트로 비중은 적지만 민선 초기부터 시정의 중요

한 가치였던 시민참여를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또한, 기존의 행정관리방식을 혁신하는 도전적인 연구와 시민민

주주의 실현이라는 지역기반 거버넌스의 부활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개원 ~ 민선 1기 : 지방자치의 기틀 마련
조순 시장은 인간도시, 시민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표방하면서 시민본위, 인간중심, 자

치시정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연구원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으로

부터 시작하는 도시행정의 기반 형성을 뒷받침했다. 이 시기 도시경영분야 연구과제는 

총 36개이며, 분야별로는 행정기획관리 15건, 재정 15건, 자치분권 4건, 상생협력 2

건이다. 민선 1기 도시경영연구는 실질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감

한 정책과 법 개정 제언을 담고 있어 이론연구 중심인 대학이나 거시정책을 제시하는 

국가 연구기관과 구별되는 시도연구원만의 연구풍토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아 행정조직체계 기반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

인 과제는 「행정조직 진단기법의 개발 : 정원진단모형」(1993), 「자치시대 시정개혁을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1994) 등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기법을 개발해 조직성과

30년 연구 동향

민선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경영 역량

도시경영분야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과제수

합계

452건

행정기획관리 209건 46%

재정 127건 28%

자치분권 46건 10%

상생협력 45건 10%

협치 25건 6%

190 191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도시경영



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첫 정부로서 서울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연구도 비중 있

게 수행되었다. 「자치시대 수도행정의 발전전략」(1993), 「수도서울의 위상정립」(1993) 

연구는 지방자치시대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분석해 새로운 시대 서울시의 역할에 맞는 지방정부 사무의 법적 범위를 제시

하고 서울시의 자치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재정독립은 자치의 필수요소이다. 합리적인 재정투입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연

구과제여서 서울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 지방재정진단, 부채관리 등에 관심을 가졌

다. 이어서 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시설 표준비용 산정 수준에

서 벗어나 서울시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도시철도사업 

등의 타당성 분석도 수행했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 경험의 축적은 2012년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민선 2기 : 투명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다
민선 2기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고건 시장은 생활행정, 공개행정, 참여행

정을 표방하고 노련하게 시정을 펼쳐나갔다. 전자정부 구축과 투명행정이라는 시정기

조에 따라 행정기획관리 36건, 재정 25건, 자치분권 4건, 협치 2건 등 총 68건의 과제

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 연구주제는 대부분 선행연구가 없는 혁신적인 주제여서 서울

시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시경영 평가데이터 축적이 가능해

져 연구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선 2기 도시경영분야는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시정철학을 구현하고자 했

다. 대표적인 연구주제는 청렴으로, 1999년부터 매년 이어지는 측정모형개발 연구시

리즈는 서울시 청렴도 측정의 기준이 되었다. 이후 서울시 모델은 우리나라 전 공공기

관과 정부기관의 청렴도 측정모델이 되었고, 2000년 세계투명성기구로부터 대상을 받

은 데 이어 UN 회원국에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청렴측정제도로 인정받았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연구원

은 공공서비스에 시민주도 평가방식 도입을 시도했다. 「시민평가제 도입방안 연구」

(1998~1999) 등 일련의 연구를 거쳐 개발한 시민평가제도는 민원서비스평가 등 후

속 평가제도의 기본이 되었다. 전자정부는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위한 시정 공개의 수

단으로 2000년 정보화시대 서울시의 중심 철학이었다. 연구원은 전자민주주의 모델을 

구상해 새로운 시대 도시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디지털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을 제

시했다. 전자정부 연구는 민선 2기 시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으며 민원처리공개시스

템(open system) 구축을 통해 서울시가 디지털 전자정부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

민선 3기 : 도시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다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은 세계일류도시를 표방하면서 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추진했다. 공공성이 강한 도시행정

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본격적인 도시경영의 시대를 열었고 연구원에서는 조직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했다. 도시경영 연구는 총 90개로, 세부 

주제는 행정기획관리 37건, 재정 35건, 자치분권 5건, 상생협력 10건, 협치 3건이다. 

이 시기에는 「서울시 행정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한 연구 : 계약심사의 도입과 성

과를 중심으로」(2004)처럼 시정에 경영가치를 접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민관경쟁입

찰제도 도입, 서울마케팅 전략개발, 고객관계관리(CRM) 등 도시행정의 주요 가치를 공

익과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생산성에 두는 연구주제가 많았다. 또한 「서울시정의 효율

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관리방안 연구」(2005), 「서울시 균형성과표(BSC)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2005) 등 행정전반에 걸쳐 성과관리가 강조되었다.

수도 서울의 역할 고민과 점점 심각해지는 지역불균형 해소 전략도 중요한 연구과제였

다.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지역균형발전, 수도이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서울

시의 대응을 모색하는, 시의성이 돋보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지방분권의 핵심요

소가 재정분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과 세제개편방안을 제시

했으며 시대를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선 4기~5기 전반 : 창의시정 르네상스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은 창의시정이라는 가치 아래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창의적인 상상력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이 시기 도시경영연구는 총 

84건으로, 분야별로는 행정기획관리 36건, 재정 23건, 자치분권 13건, 상생협력 10

건, 협치 2건이다. 

도시경영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을 효율화해 도시정부의 품질을 

향상하는 전략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서울시의회가 

연구원의 중요한 연구파트너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정가치

가 연구에도 반영되어 의정서포터즈, 공공투자사업관리, 경력개발제도, 신인사시스템, 

성인지예산, 사회적 기업 등 역대 민선 시기에 비해 창의적인 연구주제가 많았다.

도시정부의 역량과 관련해 연구원은 시정환경 전망, 조직운영 성과분석, 정보기술 활용 

등 미래지향적 스마트 조직관리와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직무능력향

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2006)은 경직되어 있던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

련을 인재개발 관점으로 전환해 서울시 인력개발과 신설과 인재개발원 혁신을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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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진단과 개편
서울시 조직개편과 새로운 행정서비스 도입은 도시경영분야의 핵심 연구영역이다. 연

구원은 민선 1기부터 시기별 새로운 시정체계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행정조직 진단 및 

개편 방향 연구를 정례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수행

된 「서울시정 경영진단과 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1994)는 기존 관선체제에서 시

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직개편 논거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조직진단의 방법 연구 또한 진화했다. 초기에는 「행정조직 진단기법의 개발」(1993), 

「서울시 행정규모와 계층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2005)와 같은 조직개편 기법이나 조

직설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더욱 정교하게 접근해 상시적이고 표

준화된 진단체계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설조직 기능 및 인력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 연구」(2019)는 행정업무데이터를 분석해 실국별 과단위 업무량, 인력배치 

적정규모를 도출하는 조직진단기법을 시도했다.

시정 수요를 반영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행정서비스는 사회 변화와 시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진화했다. 특히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대도시 서울의 공공행정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부패 정서

가 팽배하던 시기에 서울시는 IT 인프라 등 강점을 활용해 민원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주

력했다. 「시정청렴도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1999)는 이권업무로 인식된 민

원처리 진행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온라인에 공개하는 시스템(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이하 OPEN)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민주주의 모델」(2002) 등 후속 연구들은 전자정부 대시민 서

비스의 기본설계안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후 「서울시 전자정부 스마트 

서비스 정책연구」(2011) 등 10여 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2006년 천만상상오아시스, 

재정연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관리의 합리화를 주도했다. 서울시 공공투자

사업관리 체계화를 시도해 현재의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의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장기적 재정관리관점에서 재정준칙 준수와 다년도 예산제 도입방안을 제시해 서

울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의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서울시의회에 대한 연

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2007, 2008, 2009) 등은 다른 지자체가 지방의회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한 선도적 

연구였다. 지역사회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할 행정구역 개편과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연구주제였으며,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민선 5기 후반~7기 : 다시 시민으로, 마을로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하에 열린 시정을 주창했다. 풀뿌리 민주

주의를 실현할 지역커뮤니티를 중시하면서 주민참여 개혁을 추구했고,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고스란히 도시경영에 접목했다. 도시경영 분야 연구는 총 174건으로, 세부 주

제는 행정기획관리 85건, 재정 29건, 자치분권 20건, 상생협력 23건, 협치 17건이다.

협치와 상생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마을공동체사업의 연구

가 시작되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인 동을 복지서비스 전달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주축으로 전환해 주민자치기

구로 만드는 것이다. 연구원은 2015년 시범사업부터 매년 성과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민관협치는 ‘서울협치협의회’와 ‘협치자문관’이라는 제도로 강화

되었는데, 연구원도 ‘협치연구센터’의 연구를 통해 협치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상생과 협력에 관한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실질적인 지

방분권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관계에서 연구

원은 절대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의 정책연구를 지

원하는 최초사례인 자치구 구정연구단 사업에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역량을 

발휘했다. 구정연구단 설치와 조직구성, 소통협력, 연구데이터 공유, 성과평가 등 구정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 다른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상생

과 협력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교류협력사업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사회교류라는 수단으로 풀

어내고자 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김귀영 |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슈와 연구성과

조직과 인사관리, 정책평가역량을 
높이는 기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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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라는 시정 철학에 주목했다. 「서울시 인재상 및 역량체계 재설계 방안 연구」(2011)

는 소통과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공직체계에 반영하고 행정서비스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공직자 교육훈련체계의 개편과 진화 
인사제도와 관련해 가장 꾸준히 연구해온 주제는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라고 할 수 있

다. 1998년 「공무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육훈련 중장기 전망 및 발전방안 연구」를 시

작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2006)과 「미래 변화 대

응을 위한 서울시 교육훈련체계 개편」(2017) 등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

육훈련제도 도입 및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2019년에 실시한 「서울시 투자출연기

관 교육훈련체계 공유 및 협력방안 연구」는 전통적 공무원 교육체계를 벗어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교육훈련 범위와 협력체계를 확산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정 현안 진단과 사업평가체계 
도시경영의 기획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

이고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원은 사업절차와 내용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방

법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영평

가 지표개선」(1997)은 서울시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

구이다. 「시민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1998)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을 

지자체 중 최초로 적용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시민주도형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정부성과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2004)도 공공성과관리에 대해 중앙정부보다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주요사업별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정책이나 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분야와 범위로 확장되었다. 2013년에 

수행한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연구」는 서울시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타 선진국 대

도시와 비교분석해 글로벌 평가지표 방법을 적용한 연구였다. 이후 민선 6기에 이르러 

「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2016)와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

입에 관한 연구」(2018) 등을 통해서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협치나 인권을 주제로 

한 평가방법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서울시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파급효

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제시하는 등 평가내용의 실효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신민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2013년 서울정보소통광장, 2014년 응답소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시민 정보공개와 

양방향 온라인 소통 및 민원채널 조성사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행정서비스와 조직관리의 연계 혁신
새로운 행정서비스 도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직관리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했다. 1990년대 후반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초점이 시민참여

나 반부패를 위한 절차적 투명성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경영마인

드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관심이 확대된 시기였다. 「서울시 행정개혁과 경영서비스 마

인드 도입에 관한 연구」(2004), 「서울시 고객중심적 조직문화 형성방안」(2007) 등은 신

공공관리(NPM) 관점에서 조직성과와 공공서비스 효율성 강화의 논거를 제시했다. 

협치와 시민민주주의 기반의 혁신논의를 거쳐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미래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서비스와 조직관리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경

계가 허물어진 미래, 뉴거버넌스 시대가 열린다 : 미래 서울 행정」(2021)은 도시경영연

구실 연구진과 국내 석학들이 함께 참여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서

울시의 행정서비스, 조직관리 등 다양한 혁신 전략을 제시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 또한 중요한 연구영역이다. 1990년대 초

에는 주로 인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1999)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당시 인사카드기록 

분석, 설문, 면담 등 폭넓은 조사를 실시해 전문보직경로제와 직렬/직류 재정비에 대

한 기초를 제공했다. 이후에는 경력개발제도(2009), 전문관 전문직위제도(2020) 등 서

울시의 다양한 인사제도에 관한 실태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기별 민선시정의 핵심가치와 방향성을 인사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주목

받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신인사시스템의 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2006)는 창의성과 

좌) 서울시 오픈시스템 
 / 중앙일보, 2013.7.15. 
우)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 겟어바웃 
 (http://getabout.hanatour.  
 com/archives/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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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2011) 등은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중장기 관

점에서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서울시 재정의 계획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

구」(2003)는 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부문별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을 제안해 

상위 발전계획 수립에 중장기적 재정지출 소요를 고려할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제도의 개혁과 성과 관리
연구원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서울시 예산의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기여했다. 2010년대 지방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지방재

정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

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전

반에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성과지향 예산제도 및 통

합재정수지 도입방안(Ⅰ) :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1999),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2006) 등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앞서 서울시의 예

산편성과 배분이 사업성과를 고려하도록 정책적·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한 시론적 연

구이다.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과 개편방안」(2020)은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평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2017년 재정분권 정책 추진 이전부

터 조세제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2011), 「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2014) 등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한 연구이다. 

국가 정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서울시가 재정분권의 담론을 선도할 수 있

도록 서울형 재정분권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 

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2003)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

방의 기능과 사무의 재배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영향과 재정 운영 전략」(2021) 등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의

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과 예산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문제시되면서 공공

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서울시 공공투

자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민간자본

의 유치방안 등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2001)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추진・관리를 위해 타당성 

조사의 수행 체계, 절차,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공

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2010) 연구는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를 제안했는데, 이는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실천적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도시철도사업의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1996)은 서울

시 민자유치를 위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후 연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타당

성 조사 보고서」(2000)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협약

(2003~2005)까지 민자유치의 전 과정을 연구했다. 지하철 9호선 건설은 서울시 공공

투자사업 민자유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중장기 관점의 재정 예측과 계획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서울

시 재정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했다. 「서울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에 관

한 연구」(1994), 「서울시 재정지출 요인분석 및 수요전망 : 계량예측모형을 중심으로」

(2000) 등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정 수요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진단 모형에 관한 연구」(1995), 「지방

재정 위기관리체계 쟁점과 개선방향」(2017) 등은 재정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재정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재정의 계획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2003),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 형평성,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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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숙의예산제 도입과 운영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

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2012년 조례를 제정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

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05), 「서울시 협치예

산제 도입과 운영방안」(2016) 등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기반을 갖추는 데 기여했

다. 또한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제 제도화 기초연구」(2019)는 서울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를 제안해 2019년 제도 도입으로 이어진 연구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

구」(2005)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앞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협치예산제 도입과 운영방안」(2016) 연구는 ‘협치’ 시정

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형 시민참여예산제 모델을 구축하고, 자치분권형 통합 예산제

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배분
연구원은 서울시 예산편성에 양성평등, 기후변화 같은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도록 예

산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2009)는 서울

시 예산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편성·집행되고, 그 효과가 양성

에 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서울시는 매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2020) 연구는 서울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2022년 예산편성 단

계에서 서울시 기후예산서 작성이 시범 운영(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

국)되었으며, 2023년 모든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가희 |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정격차 해소
연구원은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과 조정교부금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자

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Ⅱ)」(2005)는 공동과세제도의 효과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서

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서울시는 1988

년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해 자치구의 재

원을 보장하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를 시작으로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행정 수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반영해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2015),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2021)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었다.

상)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을 논의한 공동 정책토론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https://www.kilf.re.kr/) 
하)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중구신문, 2008.11.26.

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 서울시 
 (https://yesan.seoul.go.kr)  
우) 서울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 서울시(https://yesan.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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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는 서울시의회 관련 연구가 과거보다 줄어든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취

약점을 진단하고 자치분권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서

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2016)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출범 

초기 당시 연구에서 지적했던 지방의회 정책보좌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의원

개인 보좌제도가 없고 정책지원조직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서울시의회의 정책역

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자치역량은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지만,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정부, 지

방의회, 주민의 지방자치 실현에 관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원이 서울시 

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다룬 연구는 서울시의회 관련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2003)에서는 자치행정 역량을 “각 지역 특성에 적합

한 지역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지자체의 자

치권과 지방의회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관점은 「해외 거대도시와 비교 통한 서울시 자치역량 강화전략」(2017) 연구에서

도 발견된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자치권을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사무배분,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관계의 5대 영역으로 정의하고, 해외 주요 대도시(도쿄, 파리, 

런던, 뉴욕)와 비교한 후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권 행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약화 시도에 대한 서울시 대응으로서 제도적 대안과 전

략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원 설립 이후 가장 먼저 시행된 관련 연구는 

「지방자치법 개정방향」(1993)이며, 이후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

안 :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1996)에서 본격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권은 보통 제도적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연구원의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은 상

기 네 개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한에 관한 사례 연구」

(2002)는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2003) 연구는 같은 맥락에서 자치조직권, 자주적 인사권, 

자치입법권, 재정자주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자치권 논의의 범위를 확대

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정

부로의 기능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주민자치제도 심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연구 측면에서 자치분권은 자치정부의 역량 

강화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을 모두 의미한다. 자치분권 연구는 서울시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연구와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도록 제도적 대

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변해왔다. 

 

서울시의회의 자치역량 강화
서울시 자치역량을 높이는 연구과제의 대상은 주로 서울시의회였다. 조순 시정에서 처

음으로 「서울시 의회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1994)가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행된 「서

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 방안」(1998) 연구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입법 의결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연구보다 더 세세한 지원체계 설계와 지방의원 유급화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시적 관점의 서울시의회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개선방안」(2010)은 지방의회가 위원회를 활성화해 정책

의회로 변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두 갈래 연구

좌)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연구 
우) 서울시의회 30년 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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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등관리의 구체적 사례와 해소방안 
사회갈등이 심해지면서 갈등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민선 3기 「공공부문 갈등관리전략」(2004) 연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갈등사

례 실태분석과 갈등관리방안」(2007), 「공공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서울

시 사례를 중심으로」(2008), 「기관갈등 사례 및 해소방안 모색 연구」(2011) 등의 연구

를 수행했다.

이 중 「서울시 갈등사례 실태분석과 갈등관리방안」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

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분석해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 제언한 갈등

영향분석, 갈등조정위원회, 갈등관리매뉴얼 등은 시정에 반영되어 서울시가 선제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 민선 6·7기 들어서는 갈등관리제도나 구체적 

사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서울시 공공갈등 조정제도 운영실태와 개

선방향」(2021), 「서울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대응방안」(2021) 연구가 대표적이다.

지방분권시대의 정부 간 협력모델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민선 4기 들어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자치형 지방자치
2010년대는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지나 자치 수준이 상당히 심화되었을 것이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2010년대 연구원의 지방분권 확대 관련 연구는 지방

자치 수준을 점검하고 지방자치 심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가 자

치권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시기 이후 연구는 서울시-자치구 간 분권, 주민

자치까지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 수준과 관

련하여」(2011)는 지방자치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

한 연구이다. 또한, 중앙집권형 지방행정체계보다 주민자치형 지방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 민선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2016)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를 새로

운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로 추가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자치분권을 향한 국민적 관심 유도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안

과 전략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연구원은 서울시와 함께 지방분권 의

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펼쳐왔다. 「지방분

권 활성화 위한 서울시 추진전략 모색 : 일반행정 분야 중심으로」(2016), 「서울시 민선

자치 20년 회고와 전망」(2017), 「자치분권 상생발전 기획시리즈」(2017) 등의 연구는 

서울시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 추진전략, 핵심 의제, 정책 제언 등

을 포괄한다. 「지방분권 활성화 위한 서울시 추진전략 모색 : 일반행정 분야 중심으로」

(2015)는 서울시 입장에서 지방분권 추진전략,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

선방안을 제시했다. 주민자치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지방분권의 중요한 요소로 삼

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자치분권 상생발전 기획시리즈」(2015)는 민선 시장 선출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연구이

다. 연구원이 10회에 걸쳐 개최한 ‘자치분권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획시리즈 세미나’ 주

요 내용을 정리했다. 자치분권 추진전략을 필두로 지방재정, 지방의회, 재정교부금제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자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제를 제시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고, 자치분권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영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좌) 서울시 갈등관리매뉴얼 
우)  서울시 갈등관리백서 

 ‘상생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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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연구단 연구 지원과 성과 공유
구정연구단이 운영 기틀을 마련한 후에는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구정연구지원센

터의 주된 과제가 되었다. 구정연구지원센터는 구정연구단 연구사업의 타당성을 정기

적으로 검토해 연구계획과 연구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

구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고 희망하는 연구진을 대상으로 공동자문

도 제공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이 수행한 과제 수는 총 476개였다. 

구정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개정한 사례가 7건, 정책에 적용하거나 사업화한 

사례가 87건,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한 경우는 9건에 달했다(2021년 9월 기준). 이와 

같은 구정연구단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9월에는 서울시 정책박람회와 연계

해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1년 9월에는 한국정책학회와 구정연구단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연구성과를 학계와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치구의 다양한 현안을 함께 풀다
연구원과 구정연구단의 공동 연구도 늘었다.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

험」(2021)에는 은평구, 서초구, 강동구 구정연구단이 참여해 자치구별 숙의 공론장을 

운영하고 맞춤형 대기관리 방안을 도출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

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2021) 연구에는 종로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

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총 10개 구정연구단이 참여했다. 또한 「서

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2021)에는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마

포구, 관악구, 강동구 등 총 5개 연구단과 함께했다.

연구원과 구정연구단의 협력연구는 그간 부족했던 자치구 단위 정책연구의 공백을 메

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서울시, 자치구, 서울연구원, 기타 협력기관 간 교류와 

상호학습을 일으켜 자치구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서울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의를 지닌다.

임현정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2009)는 

사회 필수시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 갈등관리를 다뤘다. 「글로벌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수도권광역경제권 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2009) 연구는 수도권 지자체의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민선 5기 후반에 수행된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전략적 접근 방안 연구 : 지역상생을

을 위한 도농교류협력을 중심으로」(2012)는 서울시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전략적 접근

을 모색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상생협력선언과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졌다. 「서울시 

지역교류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체계」(2016) 연구는 그간 수행된 교류협력사업 실태분

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사회로 협력시정의 외연 확장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했다. 민

선 초기에는 경제분야 민관 협력이 주요 관심사였다. 민선 2기에 수행된 「기업·대학·

연구소 간 하이테크 네트워크 구축 방안」(1999) 연구는 서울에 집적해 있는 대학, 연구

기관, 기업 지원기관 간의 호혜적인 기술개발 산학협동 활성화를 제안했다. 민선 3기

에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내용과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를 망라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최근에는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2015), 「민선 7기 지

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2020)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협력시정의 외연을 넓

히기 위한 연구도 늘고 있다.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 설립·운영
과거에는 자치구를 연구대상으로 여겼다면, 최근에는 지역 연구의 주체이자 정책 협력 

대상으로 바라본다. 서울시는 자치구 단위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

해 자치구 내 정책연구조직인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했

다. 연구원은 2018년 12월 서울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2월 구정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구정연구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9년 5월을 기점

으로 25개 전 자치구가 구정연구단을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는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 위한 구정연구 활성화 방안」(2019)

을 시작으로 구정연구단 지원 연구를 다수 수행했다. 구정연구단의 데이터이용 연구 

활성화를 제안했고, 구정연구와 관련된 주체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방안을 도출했

다. 「2020 서울시 자치구 연구조직 지원방안」(2020)은 구정연구단 운영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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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민사회는 협치시정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다.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는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고 제도화 방안을 집대성해 여타 시·도

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다. 행정과 시민사회 간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던 ‘사회협약

제’(가칭 서울컴팩트)를 뒷받침하는 「민선 7기 서울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

(2019)도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로 의의가 크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협치 모델
지역사회는 협치시정 모델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25개 자치구는 현재 ‘지역사회

협치’라는 정책의 틀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지역사회협치는 민선 7기 시정

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사업’과도 맞물려 마을공동체 단위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지

역사회기반 지역협치 모델 정립 방안」(2016)에서 주장한 협치시정의 상향적 모델이 되

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협치 모델 실행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지역사회혁신계

획, 계획의 추진기구로서 자치구별 협치회의,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협치친화형 예

산제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협치의 기본모델을 형성한다.

민선 6기 시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협치 모델의 실효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특히, 선도적 주체로 설정한 협치회의의 역할 재정립,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

으로 진행한 후속 연구가 「민선 7기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2020) 연구이

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협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여건을 면밀하게 진

단해 정책과제와 실천 방안을 도출했는데, 그 세 가지 정책은 정책 간 관계 재정립, 자

립적 재정기반 확충,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적 재정비로 요약된다. 연구 과정에서 지역사

회협치의 여러 주체와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갑작스러운 시정환경 변화로 적극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있다.

협치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시민사회
민선 6기 시정 후반에는 협치친화형 정책들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민선 7기에는 다

양한 협치정책들이 모색되었다.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시정 기조로 공유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제도화가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 :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중심으로」(2019)가 있다. 이 시기에는 협치의 파

트너가 민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치로 확장되고,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방식으

로 숙의민주주의를 인식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

동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다.

시민참여는 시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핵심가치이자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참여의 사다리’ 모델의 시민참여 8개 단계에 따르면, 민선 1기에서 4기는 형식적, 

절차주의적 참여단계이고 민선 5기 이후 시정은 실질적 참여의 제도화와 고도화를 모

색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관련 연구 또한 이러한 맥락과 함께 발전되었다. 

「서울시정의 로컬거버넌스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2)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로 생소

한 거버넌스(협치)의 개념을 시정에 도입했다. 이어 「서울시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제

고방안」(2003), 「시민주도형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정부성과 향상방안 연구」(2004) 

등에서는 시정에 참여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4기 시민참여를 위

한 e거버넌스나 공공분쟁 해결 등에 관한 연구는 시정의 적극적인 협치제도화를 논하

고 있다. 민선 4기 후반의 연구들은 시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선 5기 

협치시정의 도래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협치시정
서울시는 민선 5기 시정을 맞아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마을공동

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정책, 먹거리, 도시재생, 에너지전환 등이다. 이러한 정

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당사자의 인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했고, 과거 

정책대상자로만 인식되었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관계 정립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 시기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시정환경의 

변화를 선도했다.

민선 6기 초반 시민사회는 행정영역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제도 마련을 강하

게 요구했다. 이에 연구원은 「서울형 협치모델 구축방안」(2015) 등을 통해 협치시정을 

구현하는 정책의 틀을 정립했다. ‘협치서울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부시장

이 총괄하는 협치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기여했다. 2016년에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원 내 협치연구센터를 설치했다. 연구방식도 협치라는 가치를 고려해 서울시

에 설치된 서울협치협의회 및 협치추진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진행했다. 

참여에서 협치로, 민주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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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분야 연구는 도시정부체계를 구축하고 시정의 역량을 높였던 과거의 연구성과

를 발판 삼아, 미래 스마트정부시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정부 역량제고 

방안을 모색할 때다. 먼저, 서울시 도시정부의 역량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급격한 

기술발전을 어떻게 도시정부에 적용할 것인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며, 

서울시민의 시정참여방식과 서울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식 또한 새로

운 IT 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스마트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전

략과 과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시 서울의 가치구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서울시 재정수요를 분석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합리적 재원배분은 시대를 

초월한 연구주제이다. 서울시의 재정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급격한 재정지출

에 대비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제도를 개혁해 재정지출 성과를 높이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지방자치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서

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첫 번째 과제이다. 지방자치 흐름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에 합리적으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

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배분 전략을 찾는 것도 연구원의 역할이

다. 지역특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재정에 격차가 나타나는 지방정부를 균형 있

게 발전시킬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중심 자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커뮤니티

를 강화하는 공동체 단위 자치역량 향상도 필요하다. 자치구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전략을 찾도록 지원하는 구정연구를 발전시키는 것도 도시경영연구의 과제이다.

민선 초기부터 시민참여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참여방식을 넘어 실질적이고 적극적

인 협치의 형태로 진화 중이다. 앞으로는 공무원 중심의 도시정부 운영방식을 넘어 각 

시정분야에 협치와 거버넌스체계를 구현하는 세밀한 전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민선 5기 이후 사회혁신의 주체로 출현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다. 대

표적으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2018),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

화방안」(2020) 등이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이미 많은 정책현장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이 미비했는데, 이러한 연구가 중간지원조직을 본격적으로 논

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시민사회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공익활동 주

체로 성장하는 가운데 공익활동 주체들을 연계·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이 논의되었다. 

 

협치시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민주주의
민선 6기에서 7기 시정으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협치시정의 지속가능

성과 질적 고도화를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행

정위원회 성격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현재 시민협력국)가 설치되었고, 2019년 5월 제

정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2019, 2020)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시민민주주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했

다. 첫째는 결사체와 협치를 중심으로 한 결사적 거버넌스, 둘째는 분권과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한 분권적 거버넌스, 셋째는 숙의적 거버넌스이다. 세 번째 숙의적 거버넌스

는 공론장과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서울형 숙의민

주주의 제도화 방안 연구」(2018), 「서울시 숙의예산제 제도화 기초연구」(2018)를 통해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병순 |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촉식  
/ 서울시

향후 연구과제

스마트정부시대를 향한
행정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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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리서치트리

30년 연구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
폐기물 처리와 순환경제 시스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행동
모두의 관심사가 된 대기질 개선
한강의 제 모습, 안전하고 깨끗한 물
재난관리의 사전조치와 사후대응까지
전략과 기술로 고도화하는 안전관리 
소중한 공원녹지와 도시생태 보전

향후 연구과제



안전·환경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관선~조순 시정(~1997) 박원순 시정(2011~2021)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안전·환경분야

물

우수유출률(’95)

수돗물 직결공급체계(’96)

소규모 하수처리장(’96)

상습침수구역 관리(’02)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00)

하수처리장 유입수농도(’02)

우수저류시설(’04)

물순환 기본계획(’04)

하수도 종합정비사업(’06)

통합내배수 침수방어 기술(’06, ’07, ’08)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11)

폭우재해저감 도시설계 기술(’11~’14)

물수요관리 종합계획(’15)물수요관리 종합계획(’11)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16)

통합 물관리(’18)

홍수 관리

물 이용

물 환경

도시생태

녹지 확충(’97)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96)

한강생태계 조사(’93, ’97, ’01 ,’07) 한강생태계 조사(’12, ’17)

밀레니엄공원(’00)

한강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99)

비오톱 현황 조사(’00)

공원녹지 기본계획(’05)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0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0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10)

생활권 공원(’08) 민간기여 공원녹지 확대(’12)

도시생태현황도 정비(’15)

공원운영관리체계(’19)공원녹지

생태복원

재난 GIS와 도시방재시스템(’97)

상습침수지역 관리(’02)

지진대응 모델(’98) 재해관리구역(’05) 재난위험도 평가, 안전지수(’10)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11~’14)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15)

복합재난관리체계(’20)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21)
취약지 대책 

서울시 방재지도(’04) 다중이용업소 피난 및 집중관리지역 구역화(’09) 재난대응계획 및 표준행동절차서(’16) 119 출동 상황관리 개선(’18)재난대응

안전
위기관리체계(’93) 대규모 재난관리(’04) 안전한 도시 중장기 정책방향(’11) 안전관리 기본계획(’14)안전전략 

지리정보체계(’93) GIS 기본계획 및 데이터 구축(’98) U-Seoul 마스터플랜(’05) 공간정보정책(’11) 공간정보정책(’17)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20)안전정보 

대기질
경유자동차 배출가스(’96)

황사 특성과 피해저감(’02)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대응(’98)

미세먼지 배출량(’04)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07)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05)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15, ’19)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14, ’17, ’19) 미세먼지 시즌제(’19)

관측과 모델링

저감·관리

기후·에너지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02)

기후변화협약과 서울시 대응(’01)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06)

온실가스 저감(’06)

건물에너지 저감(’09)

기후환경에너지 지도(’06, ’07, ’0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6, ’21)

지역에너지 기본계획(’14, ’19) 에너지전환 정책(’19)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20)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07)

기후환경에너지 지도(’15)

환경정책

서울시정의 환경적합성(’97)

서울시 지방의제21(’96)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제도(’00)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97)

대도시 지속가능성 지수(’05)

 환경영향평가지표(’05), 환경영향평가서(’03~’21)

저탄소 녹색성장(’09)

친환경 시민생활 매뉴얼(’1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4)

환경영향평가서(’03~’21)

환경복지(’13)

환경보전계획(’15)

환경마일리지 범위 확대(’21)

통합

환경관리

생활 속 환경정책

서울SDGs 2030(’20)

자원순환
쓰레기처리 기본방향(’94) 생활계폐기물(’98) 폐기물 무배출(’02) 폐기물 에너지 활용(’07)

자원회수촉진형 생활폐기물처리(’10)

폐기물처리기본계획(’11)

서울시 재사용플라자(’12)

자원순환 시행계획(’18, ’21) 플라스틱 1회용품 소비(’19)

2030 새활용선도도시(’20)

폐기물 관리

순환경제 

재사용 활성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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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연구는 물환경 개선, 폐기물 관리, 생태환경 개선 등 환경보전과 재난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서울시는 환경분야의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보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

력했다. 이 시기 연구원에서는 쓰레기처리, 하수처리 능력 향상, 배출가스 저감 등의 

오염관리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푸른 서울’ 조성을 지원했다. 이후 시정 방향은 환

경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했으며, 최근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

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과 환경복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안전·환경 분야, 30년간 694건 과제 수행
지난 30년간 연구원에서는 안전분야 118건, 환경분야 576건 등 총 694건의 안전·환

경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중 환경분야 세부 주제는 오염관리 관련 연구에서부

터 에너지절감, 기후변화, 자연성 회복, 환경복지 등으로 점차 다양해졌다. 이후 집중

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도시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안전’이 중요한 연

구주제로 부상했다. 안전분야는 재난 관련 기초연구로 출발해 산사태,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위험물질과 시설 안전성 평가, 시설물 검토 

등으로 세분화하는 추세이다.

시기별로 보면, 서울시정과 더불어 기후변화, 재난 등 거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 

흐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선 1~2기 안전·환경분야 연구는 연구원에서 수행

한 전체 과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으나, 민선 3~5기 전반에는 10퍼센트대로 감

소했다. 이후 민선 5기 후반부터 6기에는 안전·환경분야의 연구 건수가 전체 연구의 

21.7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침수와 폭설 등 대형 자연재해가 많았

고, 도로함몰 등 도심형 재난과 대기환경 악화 등 환경문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주요 이슈별로 연구추세를 살펴보면, 연구원 개원 초기에는 환경보전 기반 구축과 사

전예방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자원순환과 물환경 분야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대기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의 연구는 민선 5~6기 기후변화, 초미세먼지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원·녹지 분

야의 연구는 민선 2기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재난·안전 분야는 민선 초기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원에

서도 기초연구 수준의 재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민선 1~2기에는 재난관리 기반

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으며, 민선 3기부터 연구 건수가 증가했다. 민선 4기 이후 각종 

도심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 안전·관리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연구원에서도 

이에 대응해 재난관리, 시설 안전, 방재 기반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안전·환경 분야 연구 초기에는 초기 오염관리 중심의 도시환경관리 연구에 역점을 두

었으나, 이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노후시설물 등 도시환경 관련 여건 변

화와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 연구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최근에는 안심도시 서

울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개원~민선 1기 : 환경행정체계 구축
민선 1기에는 개발시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환경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목표로 「환경기본조례」와 「서

울환경헌장」을 제정(1996)하고, 서울시의 환경보전 과제인 ‘서울의제21’(1997)을 발표

하는 등 환경보전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환경 업무를 

통합하고, 서울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서

울시민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선 초기 환경보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추어 연구원에

서는 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대표 연구인 「서울시 지방의제21 

수립에 관한 연구」(1996)는 환경의제뿐만 아니라 교통, 도시계획, 공원녹지, 문화, 복

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포괄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는 ‘서울의제21’의 기초가 되었다.

30년 연구 동향

생태도시·안심도시로 나아가는 길

안전·환경분야 이슈 및  
시정 트렌드 변화

환경

안전

환경행정체계

강화

재난관리

기초 수립

환경보전

기반 구축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녹색성장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환경복지

방재관리 
제도화 및 종합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 5기 민선 5~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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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었

다. 연구원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체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쓰

레기 감량과 관련해서는 「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1996),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1997)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 연구」(1997), 「재활용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1998) 등이 있다. 1995년 이후 서울시의 일반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폐기물 재활용 양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시행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서울시 정책을 지원하고자 상하

수도 관리를 위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수돗물 직결공급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1996), 「21C를 대비한 서울의 상수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1999), 「수요가 급수시

설의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2002) 등이 수돗물 관리를 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효과적

인 하수처리를 위한 연구로는 「서울시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감량 및 재이용 방안에 관

한 연구」(1997) 등이 있다. 민선 초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10년간 상수도 유수율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하수슬러지 자원화율은 2006년 30퍼센트에서 2016년 97.2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민선 2기 : 생태도시 조성의 기틀 마련 
민선 2기에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생태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들을 수행했다. 또한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방안 등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

졌다. 특히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한강생태계 모니터링 등의 연구를 통해 서울의 생태

현황 DB를 구축하고, 환경생태정보에 기반한 도시환경 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먼저, ‘맑은 한강 되살리기’는 이 시기 서울시의 중점정책이었다. 「새서울, 우리한강 기

본계획 1, 2차」(1999, 2000)는 한강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한 기본계

획으로, 자연생태의 회복과 더불어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강 관련 계획과 관리체계의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정책을 시행해 서울

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난지도를 대규모 생태환경공원인 

월드컵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 쓰레기를 매립해 온 곳으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연구원은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2000) 연구를 수행

해 생태계 재생, 매립층의 안정화 평가 및 모니터링, 지하수 및 침출수관리, 악취관리, 

대기오염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했다. 또한 「난지도 평매립지 환경성 제고 조사」

(2001), 「난지도 종합자료집 작성연구」(2002) 등을 수행해 난지도를 다양한 생물 서식

지로 되살리기 위한 방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쓰레기 언덕이 생

명이 움트는 환경생태공원으로 변모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중요 연구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을 들 수 있다. 이는 서울의 생태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서울시 전역의 비오톱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후 도시생태현황도는 5년마다 재정비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 환경

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시생태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민선 3기 : 적극적인 도시환경 복원
민선 3기 주요 시책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기반 마련,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청계천 생태하천 복원, 동북부 지역의 녹지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

숲 조성 등이 있었다. 환경정책 중 강조된 것은 수돗물 관리를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서울시 차원의 

물관리 종합계획인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 연구」(2004)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물수

지 계산, 우수 침투, 저류시설, 빗물 이용 등 물순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서울의 

물순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선 3기 서울시는 청계천을 친환경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복원해 서울시 내 부족한 생

활권녹지와 수변공간을 확충하고 주변 도심부를 정비하고자 했다. 청계천 복원에는 환

경, 교통, 도시계획 등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분야가 참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 연구」(2004), 「서울시 도시하천의 생태통로 기능 향상 방

안」(2006)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서울시의 녹지 늘리기 정책을 뒷받침했다. 또한 청계

천 복원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

구」(2004)를 진행했다. 청계천 복원 전후 도심의 대기환경과 바람길을 비교 분석한 결

과, 복원 후 청계천 인근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주변 지역보다 낮았고, 도심에 협

곡풍과 같은 찬 공기의 바람길이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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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5기 전반 : 재난대응 강화
민선 4기에서 5기 전반의 환경분야 핵심사업으로는 대기질 개선, 한강르네상스, 북서

울 꿈의 숲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원은 시정 핵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강르네

상스 관련 연구와 대기질 개선사업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시기 도시형 재난이 새

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폭우로 강남역 침수(2010

년)와 우면산 산사태(2011년)를 경험하면서 자연재해 대응책 마련과 도시방재에 집중

하게 된 것이다. 도심형 재난관리와 도시안전 취약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

되었으며, 산지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사방시설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연구원은 서울시 의뢰로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

감시스템 구축 1~4단계」(2011~2014)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 내 사면을 전수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을 체계화

했다. 서울시의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도로사면 

재해위험 등급 평가, 주택사면 주요 위험평가 대상지 선정, 주택사면 옹벽 붕괴 위험성 

분석 등을 수행했다.

도시방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안전의 패러다임은 행정기관 중심의 현안 대응 방

식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연구원은 「선진 안전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2008),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 방안」(2010), 「기상이변에 대한 서울시 취약지역 대

응방안」(2010) 등 서울시 내 취약공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의 정책 결정

을 지원했다.

민선 5기 후반~7기 : 기후변화 대응
민선 5~6기는 새로운 환경 이슈들이 부상한 시기이다. 초미세먼지가 새로운 사회문제

로 떠오르면서 마련한 대응책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정책은 박

원순 시정의 주요 환경정책이다. 연구원은 안전환경연구실 산하에 기후에너지연구센

터를 설치하고, 서울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현안을 지원했다. 미세먼지의 배출원 

분포와 오염수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초연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다수 수행했고, 서울의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

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연구도 강화했다. 

초미세먼지 관리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부상하면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

감에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원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예·경보 적정기준 설정 및 배출

원 관리정보 구축」(2014), 「초미세먼지 (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

링 연구 1, 2」(2015, 2019) 등 초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기초연구

를 수행했다. 또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수립 연구」(2014, 

2018),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 도입방안」(2019) 등의 연구를 통해 초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꾸준히 제안했다.

2012년 서울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통해 에너지 수요는 줄이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

책을 전환하려는 에너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연구원은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

지 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2012), 「서울시 건축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

선방향」(2015)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관련 연구도 진행했는데 「서울시 태양광발전 잠재량 조사연구」(2013), 「서울시 연료 

전지 보급 로드맵 구상」(2016),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2014, 2019) 등

이 대표적이다.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로, 「기후환경도시 서울 

선언 수립」(2015),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2016, 2021),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2020) 등이 있다.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대형 복합재난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

다. 연구원도 도시재난과 시설물관리 등 도시형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밖에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고 수습 위주의 대응 패러다임

에서 전환해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 관리하는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연구원

은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2015), 「서울시 복합재난관리체계 수립」

(2020) 등의 연구를 통해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안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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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법과 관리체계
민선 1기 서울시는 개발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환경 기본조례’와 ‘서울환경헌장’을 

제정했다. 또한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해 ‘서울의제 21’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했다. 연구원은 서울시 환경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

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구」(1996), 「서울시정의 

환경적합성 평가방안 연구」(1997)를 들 수 있다. 

민선 2기 이후 환경정책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기법과 관리체계, 환경행정 체계의 발전 

등으로 분화했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통합운영」(2000)을 시작으로 2003년

부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환경영

향평가 지표 개발」(2005)에도 기여했다. 또한 「그린시티 평가지표 적용을 통한 서울시 

환경행정 개선」(2004), 「서울시 환경행정 분권화 추진 과제」(2018) 등을 통해 환경행정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환경관리와 지속가능발전
통합 환경관리 주제를 다룬 연구는 환경비전, 기본계획, 환경보전 종합계획 등과 같이 

서울시와 지자체의 정책을 망라하는 주요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화했다. 대표적인 

연구 과제로는 「서울 환경비전 2020」(2003)을 필두로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플랜」(2009), 「서울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2015) 등이 있다. 연구원은 자원, 

생활환경, 자연환경, 폐기물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이 협업해 서울시의 

환경정책 전반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환경정책은 국제사회의 혁신 논의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1992년 리우 세계환경회의 이후 지자체 주도로 지방의제21 체계가 발전하는 가운

데, 서울시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연구원

에서는 「서울시 지방의제21 수립에 관한 연구」(1996)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 2차)’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2013, 2020)를 수행했다.

참여에 기반을 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지난 30년간 환경 문제를 둘러싼 정책 여건도 급변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시민, 기

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향식 정책, 정책 수요자로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

형 정책의 부상이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전문가 위주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해 공론

화, 참여형 의사결정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연구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대표 과제로는 「환경지도 제작을 

위한 시민 참여 환경정보 수집방안」(1997), 「서울시 환경마일리지 범위 확대에 따른 인

센티브 부여 방안」(2021) 등이 있다.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

획’ 수립 연구에서는 행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이 포괄적으

로 담겨 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해 통합 

환경관리의 방향성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담아내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책 수요자로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연구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환

경정의와 관련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는 「서울시 환경복지 추진방안 연구」

(2013)가 있다. 연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자주 인용되는 

연구과제로는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애완동물 보호 및 관리방안」(200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2016)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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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보전계획 
(2016~2025) 주요 내용

목표

187개 세부과제(총41개 목표연도 달성지표)

대기, 상수도 및 
수질, 하수도, 
토양, 지하수

실내공기질, 
유해화학물질, 악취, 
소음, 진동

자연생태, 
공원녹지

물순환, 폐기물, 
에너지

지구환경보전, 
환경경제, 
사회통합

핵심

전략

분야

시민행복 삶의 원천인
환경복지도시

시민최우선 
생활환경구현

자연자원분야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

생활환경분야

회복력 높은 
생태자원 확대

자연환경분야

저비용·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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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와 관리 : 수도권 자원순환까지
안전·환경분야의 세부 주제로서 자원순환 연구는 폐기물 처리를 넘어 생산단계에서부

터 소비, 재활용, 재사용 분야까지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

다. 매체별 환경관리 정책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가 1차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한 분

야인 만큼, 지역의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연구도 중

점적으로 추진된다.

폐기물 처리 인프라와 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는 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민선 1기의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퇴비화시설 타당성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민

선 2기에는 남은 음식물 처리 인프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산정 등의 연구가 진

행되었다. 사용이 완료된 매립지인 난지도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도 1994년부터 수행

되었다. 민선 3기부터는 재활용 선별장 설치와 분리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분뇨처

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등 유기성 자원화시설 설치 방안도 도출했다. 특히 민선 5기부

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중장기적 처리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졌

다.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수도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 연구」(2013), 기존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

시 소각매립대상 생활폐기물 감량방안」(2017) 등의 연구가 있었다.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관리 효율화
폐기물 처리와 관리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과정까지 안정적으로 관

리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발전했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 기본방향 설정」(1994) 연구

를 필두로, 1990년대 중반에 시행된 기념비적인 쓰레기 종량제 관련 연구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방안」(1997)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

대책 연구, 개별 정책수단 연구, 폐기물 종류별 관리 대안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세 가지 연구 유형은 민선 2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째,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대책 연구로 「폐기물 무배출 사회 구현 기초연구」(2002)와 

「제1·2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2018~2019)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미래 폐기물 발생량 전망과 국가 목표에 따라 향후 5~10년간 서울시 폐기물관

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2014)는 서울시 정책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 연구이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청소조직 원가분석, 도로 청소 효과 등 개별 정책 연구도 진행되

었다. 이 연구들은 효율성에 중심을 둔 정책과 기존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수

집운반 대행체계 및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과 안전 작업 등을 다루었다.

셋째, 생활폐기물부터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의 유형별 관리 대안을 마련했다. 「음

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방안」(1997), 「재활용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1998), 「건

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개선 연구」(2005)가 대표적이다. 2018년 수도권 폐

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비유가성 재활용품의 관리방안」(2018), 「플라스틱 1

회용품에 대한 모니터링」(2019) 등의 연구를 추진했다. 이 밖에도 태양광 폐패널 발생

량 예측·관리대안,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제품 생산에서 재생까지 순환하는 체계 마련
순환경제 시스템이란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 배출 후 관리, 재생 단

계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경제성을 부여하는 경제 체계이다. 정책과 연구도 폐기물 처

리와 관리 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순환경제 분야로까지 관심 영역을 확장해 왔다. 「자원

회수 촉진형 생활폐기물처리 민관협력모델」(2010) 연구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는 점에서 순환경제 관점에서 시행된 초기 연구 중 대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재사용’에 주목하고, 생소한 개념이었던 업

사이클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2년과 2016년에는 서울재

사용플라자 조성과 운영 연구(2012, 2016)를 수행해 ‘새활용’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

켰으며, 단독 시설로서 최대 규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에도 큰 몫을 했다.

2020년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자치구별 자원순환 지역거점인 새활용센터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을 위한 재사용 정책 강화 방안」(2021) 

연구에서는 자치구 재활용센터, 비영리 재사용 가게, 폐의류수거함 관리업체 등의 현

황을 조사해 재사용 분야 물질 흐름과 자원순환 기여량,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을 산정

하고, 재사용 정책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자원순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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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면서부

터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감축 의

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한국은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

고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이 시기 연구원은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집단에너지 공급 등의 연구를 수행해 서울의 에너지 수요관

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2000년대 후반은 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에너지 전환과 경기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등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200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등을 통해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분야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탄소 사회를 향한 건물에너지 

저감 등 에너지소비 특성 분석과 감축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2010년대 초 국제사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의 충격과 이로 인한 에너지 정책 

전환, 포스트 교토(Post-Kyoto) 체제를 위한 국제 협상 등으로 분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그린뉴딜

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서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

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했

고 2017년 ‘태양의 도시’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연구원은 서울이 에너지·기후변

화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지역 에너

지기본계획 수립, 서울의 에너지 정책 설계와 평가(햇빛발전지원제도,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자립마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태양광, 연료전지, 수열, 집단에너지 등), 에

너지소비 특성 분석과 분야별 감축방안 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1차 의무이행 기간(2008~2012)이 도래하면서 효과적인 온실가

스 감축 수단에 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커졌다. 연구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온실가스 저감 목표 수립과 이행계획 평가, 저탄소 도시 추진, 기후변화 대응 

비전 등을 연구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상 특성을 고

려한 도시계획,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문기상 변화, 청계천과 서울 숲 조성에 따른 미

기후 및 생태변화, 기후지도 제작,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폭염(2003년 유럽), 열대성 폭풍(2005년 미국 허

리케인 카트리나), 대형 산불(2018년 미국, 2019년 호주) 등 이상 기상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 기

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고(파리협정, 2015), 개별 

국가들은 21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6

년에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했으며, 2020년대 들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로 추진했다.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
이 시기 서울시는 2015 이클레이(ICLEI) 세계 도시 기후환경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도시 정상회의(CAC Global 

Summit, 2020)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2021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할 

전략을 담은 ‘2050 기후행동계획’을 전 세계 대도시 기후변화 협의체(C40)에 제출했

다.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전략,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기후예산제 등 분야별 정책,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수립 기법, 폭염 대응, 산업경제 

기후리스크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해 서울이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선도 도시로 위상

을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행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 기후변

화 위기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차츰 변화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에 관한 시민과 투자자, 공공의 관심도 커지는 추세이다. 그동안 연구원은 서울시 에너

지·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탄

소중립 도시, 기후안전 도시 서울을 위해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비전과 

전략,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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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대기질 관리는 산업시설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1차 배출원 관리에 집중되

어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가 발달하면서 자동차나 건물과 같이, 소량이지만 여러 곳에

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또한 오존, 초미세먼지(PM2.5) 등

과 같이 지역별 기상 조건에 따라 2차적으로 생성되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을 관리할 필요성도 커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원은 대기질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 체계, 황사현상 

특성 분석, 지하철 라돈 오염원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확률모형을 이

용한 대기오염도 예측 등 대기질 분야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수행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관측과 모델링 연구를 고도화하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에 기여

했다.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고

농도 미세먼지 오염원인 분석, 미세먼지 배출원 상세정보 조사 등이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영향 관리
1990년대 들어서면서 권역별 대기오염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5

년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

에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해 수도

권에서는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을 시행

했다. 이 시기 연구원은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

요인 분석 및 총량관리, 저공해차 기반조성 및 지원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해 서울의 대

기관리 정책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

역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저감·관리정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7년 시민, 전문가와 함께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등 특별대책을 수립, 2018년 국내에서 처

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2019년에는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도

심 진입을 제한하는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했고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개설했다.

전국으로 전파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연구원은 서울이 대기질 개선 정책 선도 도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담

당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시행계획, 대기오염 고농도 시

즌제 도입방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등 연구를 통해 서울시 대기관리 분야

의 주요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또한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 개발, 초미세먼지 예경

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미세먼지 환경성질

환 건강취약성 집단 분석 등 대기질 개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미

세먼지 계절관리제,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등은 연구원이 제안하고 중앙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외 대기질 개선의 중장기 주요 목표는 미세먼지와 오존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큰 

2차 오염물질 농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이 구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기상패턴 분석 방법론, 미세먼지 

정책효과 평가모델 등을 고도화해야 한다. 정책수단의 비용과 편익, 건강위해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기후변화-

대기질 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월경성(transboundary)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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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의 한강과 하천에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의 무분별한 한강변 개발도 한강과 하천이 본 모습과 

흐름을 잃고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하천의 자연성

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으로 관리 방향이 전환되었다. 범정부적 정책사업이 추진되어 

한강과 하천 수질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고 이는 2000년 이후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2004),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2007), 「서울

시 물환경 종합관리계획」(2008) 등 유역 중심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관리계획

을 수립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청계천 복원사업(2003~2005)과 한강르네상스 사업

(2005~2010)을 추진해 한강·하천의 자연성과 기능을 회복하고, 수변공간을 재구조화

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한강의 고난과 회복, 서울시의 치수
2010년과 2011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해 서울시 물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연구원은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2014),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2014) 제정으로 이어졌

다. 연구원은 「서울시 물재이용 관리계획」(2012), 「2020 서울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015),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7-2021」(2017) 등의 연구를 수행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물관리기본법」(2021) 시행에 

따른 서울시 통합물관리 체계 및 정책방향 제시,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변공간 가치 회

복 및 도시공간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1 하천인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물관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

닿아 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물관리 문제 및 현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서울시의 물

관리 체계 및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치수대책은 서울시 물관리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정책이다. 연구원은 「우수유출률 저감정책」(1995), 「서울시 침

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 시설 적용 방안」(2004), 「통합내배수 침수방어 기술 개

발」(2006~2008), 「폭우재해저감 도시설계 기술 개발」(2011~2014), 「하천의 재해예

방 및 기능회복을 위한 하천 통합관리방안연구 용역」(2016), 「유역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위험성 분석」(2022)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기

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침수 방재 관련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서울시 치수안전성 향상에 기여했다.

서울의 수자원 보전 및 물환경 관리
연구원은 서울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돗

물 직결공급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1996), 「수요가 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

(2002), 「2020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2015) 등을 수행했다. 또

한 「서울시 지하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방안」(2000),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2003)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물

순환 기본계획」(2004),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정책 방향」(2018) 등 지속가능한 도

시 수자원 보전·관리, 서울시의 물순환 개선 방안과 유역통합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원은 한강과 도심하천의 수질 개선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행했다. 대표적으로 「도시하천 수질관리방안 연구」(1993)를 시작으로 「서울시 물환경

종합계획 」(2008),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11)과 「서울시 물길조

성 활성화」(2016)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감량 및 

재이용 방안에 관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효과분석」(2006) 등 서울시의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 물환경 개선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성은 |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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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1997년 「GIS를 이용한 도시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에서 서울시 방재정책이 

취약지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998년에는 「서울시 지진대응모

델 개발」 연구에서 지진 피해 취약지를 도출했다. 이러한 지역 취약성에 관한 연구 경

험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재해관리구역 지정 기준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해 

지역 취약성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

도평가 방안」(2009), 「서울시 재난 위험도 평가 및 안전지수 개발」(2010) 연구를 통해 

재난 유형별 발생 현황과 지역별 위험 등급을 산출하고 서울시 재난피해 취약지 대책

의 기반을 마련했다.

재해취약지역 진단과 대책 마련
2016년 경주에서는 국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서

울시 지진대응 전략」(2017)에서 서울의 지진환경을 분석하고 재난대응 관련 인식 조사

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진대책 수립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

선방안」(2021) 과제를 수행해 재난 발생 시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방안을 제시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유출·오염 사고가 발생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환경매체 중에서 피해 복원이 가장 어려운 토양에 대한 대책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연구원은 「토양오염사고 대응방안」(2010), 「서울시 대규모 위험시설 분

포 및 관리 실태와 대응방향」(2015) 등에서 토양오염사고 대응과 그 원인을 제공하는 

위험시설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토양오염사고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를 포함한 인간의 피해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다.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

합계획 수립」 (2021)은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 저감과 대책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저지대, 과밀시설 대책과 복합재난 관리
연구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도 수행했다. 

지하공간의 재난 취약성은 지진과 침수를 중심으로 화재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주제는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방안」(2010)과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2020) 등으로 이어졌다. 대도시에서는 시설의 복잡성과 인구 과

밀로 인해 단일 재난에도 복합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연구원은 「서울시 

복합재난 관리체계 수립」(2020) 연구를 수행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침수가 상습

적으로 발생하는 저지대 취약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연구원은 「서울시 상습침수

지역 관리시스템 구축」(2002), 「통합내배수 침수방어기술 개발」(2005)을 통해 저지대 

침수 종합대책의 골격을 제시했다.

장기간 강우가 지속되던 2011년 여름에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남겼다. 

이 사건으로 ‘서울은 산사태의 안전지대’라는 통념이 깨졌다. 연구원은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2011~2014)과 「도시형 사방대책 정립 및 적용방안」

(2018)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 위험 사면에 대규모 사방시설을 구축하도록 기여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취약지 대책은 재난관리의 사전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사전조치 단계와는 다르게 재

난대응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직후의 대처를 조사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중반까지도 예방

과 대비 단계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원은 

2004년 「서울시 방재지도 작성방안」을 연구해 대표적인 재난대응 기관인 소방관서에

서 노후 건물, 도로, 소방력 등의 분포 지도를 작성하도록 제안했다. 서울시에서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 대응에 특화된 후속연구도 수행했

다. 2009년의 「다중이용업소 피난대책 향상 및 집중관리지역 구역화 방안」 연구이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의 참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

로 시민에게 전달되었다. 시민사회는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역량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

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른 대

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성찰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연구원은 서울시에 적합한 통합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및 표준

행동절차서 개발」(2016) 연구를 수행했고, 대표적인 초기대응 기관인 소방관서 중심의 

대응시간 목표제를 수립하기 위해 「황금시간 목표제 검증 및 평가」 연구를 2016년에 완

료했다. 그 이후에도 연구원은 초기대응 강화에 관한 자문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공

해왔다. 2019년에는 종합방재센터의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서울시 소방재

난본부의 요청을 구체화해 「서울시 119 출동 상황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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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최초로 안전전략 수립
‘안전관리’는 위험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대책까지 다루는 포

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원은 

창설 초기부터 서울의 안전전략 연구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로 「서울시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1993)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서울시 차원의 방재 연구가 전무하

고 전시 비상대책 이외 재난에 관한 종합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정보화 시대

의 인프라 사고 대책까지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

고 있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2004년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나

라 대도시 최초로 서울의 초기 안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4년에는 대규모 지진을 가정해 서울시 인적·물적 피해, 대응 및 복구 자원 등을 다

룬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추진전략」 연구를 수행해 안전전략에 관한 연

구를 지속했다. 2008년에는 「선진 안전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 연

구를 기획하고 수행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방재 현황을 진단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서울시 방재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관련 법제도 

등 변화된 서울시의 현황을 반영해 안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제시했다. 

당시 서울시에는 안전관리 전담 부서가 없었으나*, 2010년 체계적인 안전전략 하에 방

재 콘트롤타워를 설립하기 위해 방재기획과와 건설안전본부를 통합해 ‘도시안전본부’를 

신설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연구원은 여러 부서에 근무하던 안전 관련 연구인력을 

환경연구부서에 통합해 ‘환경안전연구실’을 신설했다. 환경안전연구실이 수행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2011) 연구는 예방 의미가 강한 ‘방재’라는 

개념 대신 ‘안전’에 중점을 두는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다. 

서울형 안전관리기본계획
지방정부의 ‘지역 안전관리계획’은 중앙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5

년마다 수립하는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지역 실행계획 성격을 띤다. 매년 새롭게 수립

하며 정부 안전관리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중요하다. 연구원은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2014) 연구를 수행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 성격의 지역안전관리계획을 넘어서는 ‘서울형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서울시 안전관리 정책에 있어 최초의 기본계획이라는 의의가 있

다. 이 연구를 마무리할 시기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재

난 대응을 강조했고 서울시 안전관리 정책의 기조도 보강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안전관리기본계

획 보완에 나섰다. 2017년에는 연구원에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연구를 의뢰했다. 

이 연구는 지역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항까지도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 계획이었다.

스마트도시시스템과 안전정보 관리 고도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조직과 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보 기반과 지역별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등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

리정보시스템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계기

가 있었다. 대구지하철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이었다. 이후로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수치지도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원은 「서울시 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1993), 「서울시 GIS 기본계획 및 데이터 구

축」(1998) 연구로 시스템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2005년에는 

「U-Seoul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도 수행했다. 2009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제정

되면서 2011년과 2017년에는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여기

에는 공간정보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과제 재정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대 중반 대도시 공간정보의 유기적인 연결과 지능적인 활용을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연구원도 2020년에 스마트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했다. 안전정보가 담기는 틀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간정보시스템

으로 확장되고 스마트도시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 단계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안전정보 관리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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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생태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환경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발전(ESSD) 개념이 대두되었다. 서

울시도 환경정책을 더욱 중시하며 시민 중심의 공원녹지 조성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

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미시설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방안」(1995), 「서울시 녹색네

트워크 형성을 위한 녹지확충방안」(1997) 등 과도한 개발에 따른 공원 부족을 해소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운동이 핵심 시정사업으로 추진될 당시, 연구원은 「위성

영상을 이용한 도시녹지의 환경보전 효과 측정과 수요예측 및 합리적 배치방안 연구」

(2001~2003)와 같은 장기과제를 수행해 녹지 확충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녹

지 배치를 제안했다. 이로써 ‘빈 땅 찾기 캠페인’과 함께 2002년까지 총 3.5㎢ 부지에 

1,64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녹지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1999~2000) 연구를 수

행해 난지도 주변 월드컵공원 조성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남산공원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2004)를 수행해 남산 르네

상스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연구」(2005)에서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시 녹시율 증진을 

제도화하는 방안(「서울시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2003)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선 3기

에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 변화 모니터링 연구」(2003, 2004, 2006)를 

통해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고 효과를 분석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 조성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

안」(2007), 「공원 이용자의 평가를 통한 생활권 공원의 개선방안 연구」(2008)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2013년 서울시는 ‘공원도시’를 지향하며 녹색 패

러다임 변화를 도모했는데, 연구원은 이에 발맞추어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

성방안」(2012), 「민간기여를 통한 공원녹지 확대방안」(2012) 등을 제안했다. 이후 낙후

된 서울역 고가를 사람길로 변모시키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한 지침(「서울역 일대 운영관리방안 수립 학술 용역」, 2015)을 제시했다.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서울 근교 둘레길을 정비함에 따라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

안」(2014),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2013)과 같이 둘레길 등 현장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용·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와 미세

먼지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인프라의 미

세먼지 저감효과 평가 및 확대 방안」(2017), 「도시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대응 가

이드라인 수립 연구 용역」(2017) 등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2012년 도시농업의 원년을 

선포한 이후, 시민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2012),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6)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연형 하천 복원과 한강 생태계 조사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등 ‘생태공원’의 개념

이 등장했다. 한강의 지천관리 차원에서 수행한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방안 연구」

(1996)는 통수기능을 확보하면서 홍수를 대비하는 친자연적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했

으며, 이후 자연형 하천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한강생태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사연구도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장기 생태

계 조사인 「한강생태계 조사」는 1993년 이후 5년마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한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본계획」(2012)은 물길 회복과 자연호안 및 습지원 조성을 통

한 생물과의 공존을 제안했다. 이 밖에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1996)에서 시민

공원의 이용활성화와 관리효율화를 목표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치수, 이용 및 개발, 

환경보전의 상충 문제를 다루면서 기존의 시설과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공원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의 도시생태계 복원·관리
도시생태 복원 측면에서는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기 모니터링 방안 연구」(2001), 「비

오톱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용역」(1999, 2000) 등 장기 모니터링 및 지도

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의 생물종 분포변화

에 관한 조사연구」(1998), 「서울시 비오톱유형별 생태계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2001~2003) 연구도 수행되었다. 민선 2기에 시작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2003, 

2014)의 연구결과는 서울시 개발사업을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본도로 활

용되고 있다. 이 밖에 개발사업 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환

소중한 공원녹지와 도시생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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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고를 위한 녹지평가지표 개발과 계획기법 연구」(2004), 「단위개발사업의 자연훼

손 평가 및 적용방안」(2006)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도시 생태계 관리를 위한 전략과 사업을 제시하는 연구는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수립 연구」(2005), 「서울시 야생 동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2006) 등이 있

다. 이 밖에도 도시림 등 동식물의 서식공간 관리를 위해 「도시림 실태조사 학술용역」

(2007), 「도시림조성·관리계획 및 지역산림계획학술 용역」(2008), 「생태통로의 조성효

과 분석 및 관리매뉴얼 작성」(2006), 「서울시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2011)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김원주 |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안전과 환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이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안연구를 더욱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안전·환경분야 연구는 서울시정과 국내외 이슈

를 반영해 연구영역을 확대해 왔다. 환경분야는 수질, 대기질, 폐기물 등 오염관리에

서부터 녹지 확대,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 대응, 자연성 회복, 환경복지 등으로 분화했

다. 안전분야는 재난 기초연구에서 산사태,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

방·대비·대응·복구, 위험물질과 시설 안전성 평가, 시설물 검토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최근에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환경분야와 

4차 산업 등을 연계해 스마트시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

먼지, 폭염 등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점차 심화되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물리적 기

반이 노후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신종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래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 및 안전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안전 이슈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

야별 기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충실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자

료의 축적, 현황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특정 분야나 기관, 또는 전문가 영역에 국한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관련 분야 간 통합된 접근을 시

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와 도시생태를  
주제로 한 연구들

향후 연구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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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리서치트리

30년 연구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교통수요관리와 주차 문제 
서울의 버스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도시철도 
녹색교통의 두 축, 보행과 자전거
스마트 교통과 빅데이터

향후 연구과제



박원순 시정(2011~2021)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스마트

교통

진화하는 교통 : 성숙도시 서울(’16)

서울형 통합교통서비스 도입(’18)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20)

스마트 
모빌리티

신교통수단 도입 : 대중교통체계 보완(’94)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18)

자율주행 정책 진단(’20)

자율주행시대 
준비

교통정보 및 안내체계 발전방안(’94) ITS 사업 종합계획(’99)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발전 기본계획(’00)

도시고속도로 교통 관리시스템 효과(’07)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12)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발전(’20)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버스

서비스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체계 개선방안(’00) 서울교통시스템 개편(’02)

서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04)

대중교통 
기능향상 

서울형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12)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 파급효과(’19)

환경, 안전, 
이용자 

도시철도 수입금 정산모형개발(’05) 대중교통 체질개선 및 도로공간 Reformation(’10)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11)

시내버스 정산시스템 구축(’11)

버스 준공영제 제도화 타당성(’15)

대중교통체계 
혁신

교통수요

관리와 
주차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93)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연구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중심으로(’96)

지구교통개선사업·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00) 주차환경개선지구(’05)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12)

생활권 교통개선사업(’13)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역할(’15)

주거지 주차

교통수요관리방안(’93)

혼잡통행료 징수방안(’96)

주차장설치 상한제 시행평가(’00)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계획(’01)

블럭별 주차수요 관리방안(’02)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1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16)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수립(’17)

교통수요

관리

도시철도 
서비스

도시철도 노선개편 : 5,9호선 직결운행(’08) 서울 철도 급행화 효과(’17)

도시철도 교통약자 접근성 평가 매뉴얼(’20)

이용자 중심
운영개선

도시철도 운영개선방안(’97)

제3기 지하철 노선검토(’97)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서 평가(’02)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06)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12)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17)

서울시 철도사업 추진근거 마련(’19)

도시철도망

녹색교통

수단

‘걷는 도시, 서울’ 정책성과와 향후 방향(’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20)

‘걷는 도시, 
서울’ 추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3)

보행친화도시 만들기 가로설계·관리 매뉴얼(’14)

걷는 도시, 서울(’15)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93)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97)보행 및 
자전거

제 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04) 서울시에 알맞은 자전거 활성화 연구(’11)

교통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관선~조순 시정(~1997)

분야별 연구성과
교통분야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용 전략(’97)

242 243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교통



30년간 602건의 교통분야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이 설립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분야에서 수행한 과제는 약 602건이다. 

연구원 설립 초기인 관선 시정 및 민선 1기 조순 시정에는 72건의 과제수를 기록했으

나, 민선 시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과제 수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박원순 시정

에는 243건의 과제를 수행했다.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관련 과제가 149건으로 전체 602건 과제 중 24.7

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운영관리(7.6%), 수요관리(6.6%), 도로(6.3%), 택

시(6.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주제의 연구 비중은 시정에 따라 달라졌다. 대중교통 

연구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행되었다. 교통수요관리·도로·운영관리 부

문 연구는 관선~민선2기 시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보행·친환경 연구는 민선 4기 이

후에 더욱 강조되었다. 신교통수단·빅데이터 관련 연구는 민선 5기 이후부터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 오세훈 시정(민선 7기)는 2021년까지 완료된 과제만 포함함

개원 ~ 민선 1기 : 교통난 개선
민선 1기까지는 교통소통 능력 제고와 수요관리를 함께 추진했다. 교통정책은 인프라 

확충, 교통 운영방법 개선 등 주로 교통 공급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러한 정책 방향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된다. 1,000여 개

에 달하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보강 작업이 추진되었고, 교통분야 5개 부문, 57개 사

업으로 구성된 ‘서울교통특별대책’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 연구원은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도입방안」(1993) 연구로 교통특별대책을 지원

했다. 이 연구는 주차수요, 기업체 수요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지선버스 운행 등 서울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교통수요 관리체계의 체계적인 수립방안을 담고 있다. 이후 「관

리주체별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1994) 등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효과분석 방안을 제시했다. 최병렬 시장 임기 기간에 대중교통 개선과 교

통수요 관리정책이 태동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선 1기(조순 시장)의 서울시 교

통정책으로 연결되었다.

1990년대에 대두된 또 다른 교통 문제는 주거지역의 주차문제였다. 연구원은 주거

지역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도입방안 연구」

(1993)를 통해 자치구 차원에서 교통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 연

구를 기반으로 자치구의 교통정비 방안을 도출하고, 중점 사업으로 지구교통 개선사

업을 추진했다. 대중교통 및 주거지 정비, 이면도로 정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거지역의 주차질서 개선을 이끌었다. 

민선 1기의 조순 시장은 경제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교통대책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것이 혼잡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혼잡통행료로, 남산 1, 3호 터

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연구원은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1993), 

「서울시 교통혼잡 관리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효과 분석체계의 연구」

(1998) 등을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을 선도했다.

민선 2기 : 교통소통 기능 향상
민선 2기에는 수요관리보다 도로교통 소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 정책에 역점을 

두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주로 추진했다. 주요 간선도로축 전체를 대상

으로 종합개선사업을 시행했고, 전체 도로구간의 교차로 구조 및 교통신호를 종합적으

로 개선했다.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관리도 활발해졌다. 1997년 서울시는 교통특별대

책의 일환으로 잠실-여의도 구간(18㎞)에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후 내부순환로부터 3단계에 걸쳐 도시고속도로에 순차적으로 확대·설치해 교통상황

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30년 연구 동향

교통체계, 서비스, 환경과 미래 기술*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176~187쪽의 
내용을 요약·재정리

시정별 교통분야 연구 건수 
(단위 : 건수)

조순 시정
(관선+민선 1기)

72

고건 시정
(민선 2기)

34

이명박 시정
(민선 3기)

127

오세훈 시정
(민선 4~5기)

118

박원순 시정
(민선 5~6기)

243

오세훈 시정
(민선 7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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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첨단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무렵 서울시는 경험과 기술력이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연구원은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류 특성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를 제안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더 나아가 교통수

요 관리를 위해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대중교통 지불체계, 버스안내정보, 교통시설

물관리 등의 분야에 ITS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한편 혼잡수요 관리전략으

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전략 수립」(2000)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축 

위주의 수요관리 방법으로는 도심 혼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정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선 3기 : 대중교통 개편
제2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은 더욱 광역화되었다. 민선 3기(이명박 시정)

의 교통정책은 수도권 광역화에 대응할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되었다. 오

래전부터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교통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

으로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이명

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정의 양대 사업으로 내걸고, 시내버

스 중심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계획했다.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노선을 공유하는 버

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번호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스마트카드 시스템으로 통합요

금체계를 구축해 30분 이내에 대중교통 간 무료 환승이 5회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연구원은 주요 시책을 지원하고 정책 확산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연구원의 한시적 조직인 ‘대중교통개편 지원연구단’의 연구 활동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

가를 받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연구단은 「서울시 교

통시스템 개편 실행방안 수립용역」(2002), 「서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2004), 「지하

철 연계버스 운영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체

계를 안착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분야 내용 

노선체계 개편
• 간선·지선버스 체계 도입
     - 간선(지역 간 연계), 지선(지역내 수요), 순환(업무·쇼핑), 광역(수도권 연결)
•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운영체계 개편
•  업체 경영악화 개선 및 준공영제 시행
    - 버스 인프라 제공 및 관리 강화, 준공영제 도입으로 공공성 확보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  경영 합리화 및 이용 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 이용객 환승비용 부담 최소화 및 합리적 요금 산정

자료 : 서울시, 2002, 「서울교통시스템 개편 실행방안 수립 용역」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환경 개선 연구도 수행했다.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

획」(2004)연구는 지역별 보행로 연결사업, 관광문화 특화지역 보행로 정비사업 등의 

근간이 되었다. 대중교통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연구도 계속 진행했다. 「대

중교통체계 개편 성과분석 및 버스관리기구 설립·운영방안」(2005), 「대중교통 체계개

편에 따른 서울시 도시철도 수입금 정산모형 개발」(2005) 등이다.

민선 4기~5기 전반 : 그린카와 자전거
민선 4, 5기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교통정책에 집중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린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서울시도 그린카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관용차량은 물론 시민 생

활과 밀접한 공공 교통수단을 2020년까지 그린카로 100퍼센트 교체한다는 계획을 수립

했다. 또한 RFID 시스템을 이용한 승용차 요일제도 시행했다. 친환경 교통정책의 또 다

른 한 축은 자전거 교통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서울시는 자전거를 도시교통의 주

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도로를 중

심으로 중·장거리(출퇴근용)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08년부터 5년

간 17개 간선도로 축에 총 207㎞의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연구원은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에 보조를 맞춰 교통과 환경 관련 연구

를 늘렸다. 대표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의 실질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서울시 승

용차 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06)가 있다. 저탄소 시대를 대비하고 

교통부문 탄소배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도 다수 수행했다.

서울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보완하고 자전거 통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서울에 알맞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2011)를 통해 수도권 가구통

행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집계된 자전거 통행실태 자료와 자전거 인프라 공급 자료를 활

용해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공공자전거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점차 늘려나갔다. 민선 3기

에 이루어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연구를 수행했다. 도시철도 속

도를 높여 도시철도 기능을 강화하는 연구, 수도권 혼잡을 최소화하는 광역교통 연구

도 이루어졌다. 「서울시 대중교통 체질개선 및 도로공간 Reformation」(2010)과 같은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공급 및 서비스 전략을 제시했다.

민선 5기 후반~7기 : 이용자 중심의 교통, 미래환경 준비
박원순 시정(2011~2021)에서는 사람 중심의 정책연구가 강조되었다. 일상생활과 밀

접한 주차, 보행, 친환경 관련 연구가 증가했으며, 대중교통 관련 연구도 이용자 중심

의 환경 개선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택시와 버스의 서비스 개편에 관련한 연구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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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공유교통이나 승용차 마일리지제와 같은 교통관리 정책연구도 다수 수행되

었다. 추가로 서울시민의 출·퇴근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위한 서울

시 출근통행의 질 평가」(2013) 연구도 수행했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울형 택시 모델을 창출하고

자 했다. 연구원은 「2013년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방안」(2013) 연구에서 우수업체 인증

제도, 인센티브 지급 등 택시업체의 경영 개선방안과 함께,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

구」(2009), 「제3차 서울시 택시총량 산정 연구」(2014)에서는 서울시 택시의 적정 총량 

및 감차 대안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정의 교통정책은 보행 우선을 특징으로 한다. 보행 전용도로, 도로 다이어트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 시책사업이 다수 수행되었다.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

으로 집행된 사례도 많다. 「생활권 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관리전략 수립」(2012) 연구

는 ‘아마존’이라는 아이들을 위한 특화공간을 제안했는데 구로구와 성북구 등에 실제로 

도입되었다. 「서울형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연구」(2012)는 연세로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2015)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 방안을 

제안했으며, 보행자를 위한 가로 설계와 정비 방법까지 제시했다. 

민선 5~7기 시정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교통정책의 또 다른 축이 되었다.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모빌리티가 결합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교통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며 시민의 이동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서울시는 기존 도시교통과 신교통수단 서비스를 연계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원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교통수단, 자율주행, 드론 등 신교통수단, 스마

트모빌리티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DTG, 실시간 차량 진·출입 자료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서울형 

통합교통서비스 도입방안」(2019),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2019) 

등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등장에 주목해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연구원은 이 외에도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2016), 「서울시 교통 빅데이터 

민간개방 및 이용활성화 방안」(2018) 연구 등을 수행해 교통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

터와 교통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신해 |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교통수요관리는 자동차 통행을 감축시키고, 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 통행의 시공간적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수단 중 하나는 중심지의 주

차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이다. 주차상한제는 상업지역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

한해 교통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1997년 서울시는 4대문 안쪽 도심과 

부도심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 주차상한제
초기에는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법으로 허용되는 주차면적

의 50퍼센트만 허용했다. 그러나 1997년 조례를 개정해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을 ‘주차요

금 1급지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재설정하고, 설치 기준을 일반 지역의 50~60퍼센

트 수준으로 강화했다(이광훈, 2017).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었다. 「주차장 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00)에 따르면, 주차요금 1급지는 서울시 전체 면

적의 9.6퍼센트인데 1급지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은 2.7퍼센트로, 적용 면적이 협소했기 

때문이다. 주차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도착교통량 3.6퍼센트가 감소했을 뿐이었다.

연구원은 주차상한제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왔다. 「서울시 부설

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2014)는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1급지 중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역세권이 포함되

면 적용면적이 16.2㎢에서 40.9㎢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주차상한제가 서울의 일부 지

역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남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방안이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이다. 상업지역에서 블록별로 주차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고, 블록 내 주차시설이 공동

으로 활용되게 해 주차수급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이다. 김순관(2002)은 블록 크기에 

관한 기준, 주차시설 공동이용 방안, 법제도 개선안 등을 제안했지만 실무를 위한 준비

가 방대해 실제 도입되지는 못했다(이광훈, 2017).

이슈와 연구성과

교통수요관리와 주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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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등 정책 아이디어 제안
주차상한제 이외에도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수단이 존재한다. 1990년에 도입된 교통

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소유주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 이 제도로 교통량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도시교통 개선사업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했다. 이에 대응한 연구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2016)과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2019) 등이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를 근거로 공공이 민간 부설주차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주차

정책 고도화 방안 설계에 활용되었다(홍상연·이신해·김동근·연준형, 2021). 또한 시

민의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고준

호·기현균, 2015)을 구상해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도심부 맞춤형 주차수요관리와 다양한 정책 대안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심부에 대한 맞춤형 수요관리 정책도 내놓았다. 「한양도성안 보

행중심 교통정책 운영방안」(2014)은 도심의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를 혁신할 방안을 담

고 있다. 후속 연구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연구」(2017)를 바탕으로, 서

울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녹색교통

진흥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방안(서

울시, 2017), 맞춤형 수요관리정책(서울시, 2019), 교통관리 목표지표(유경상·한영

준·정상미, 2020)를 제시했다. 최근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수요관리를 서울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주차수요와 자동차 교통을 억제·전환·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

해 왔다. 대중교통·공유교통·녹색교통 활성화 등 정책 목표의 변화를 연구에 반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요관리 연구는 친환경 교통정책(「서울시 내연기관 자동차 통행

량 관리전략 검토」(2019))이나 도시공간 개편정책(「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승용자 이용

자 행태변화」(2016))과 융합되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서울의 다핵 공간

구조와 근린생활권 역할의 확대, 비대면 업무·쇼핑 수요 증가, 민간 공유교통 서비스 

팽창 등의 현상은 수요관리 정책을 더욱 복합화하고 있다.

고질적인 주거지 주차문제 해소방안
1990년대부터 주거지 주차난은 서울의 고질적인 도시문제였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주거지 주차문제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아니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안전문제이기도 하다. 골목길을 막

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으면, 화재 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큰 참사로 확대될 

수 있다. 

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주거지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도입방안 연구」(1993)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

를 마련했고,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지금도 주거지 주

차질서를 확립하는 근거로 유효하다. 나아가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연구(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중심으로)」(1996)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발전방안을 제안했고,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비해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점진적으로 줄일 것 등을 제안했다. 「지

구교통개선사업·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00)는 종합적인 주

거지 주차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공영주차장 

입체화 등 당시로서는 참신한 제안이 눈에 띈다.

노후주거지의 주차면 확충
노후주거지에서는 새로운 주차면을 확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0년부터 서울시는 

주거지역 주차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울시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2012)

는 주차요금변동제, 주차공동이용제, 주차분리분양제 도입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거주자

주차공간 요금을 입찰해 더욱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 ‘개인입찰제’가 새롭게 제안되었다. 

공유주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 근린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연결해 공유할 것을 제안

한 「서울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2013),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2013)도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주변 간선도로 지하공간

을 주차시설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지하주차장 개발 및 

설계방안」(2011), 도시재생 관점에서 주거지 주차공급방안 예시를 보여 준 「도시재생

사업의 교통부문 역할 정립방안」(2015) 등이 수행되었다. 

이  창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서울시는 주거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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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서울에서 약 5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재개한 

이후로 지하철 1기가 개통된 1980년대 중반까지 서울의 교통은 시내버스가 전담했

다. 하지만 1기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도 통행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시내버스 승차난

은 계속되었고, 1990년대 이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다. 시

내버스 이용인구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2기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점

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버스운영회사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시민에게 안정

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개혁기획단이 1996년 발족했고, 2002년 버스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대중교통개편 지원연구단’ 발족
2002년 민선 3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명박 시장은 바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연구원에서는 한시조직인 ‘대중교통개편 지원연구단’을 만들어 서울시 대중

교통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때 대중교통개편의 핵심은 간선-지선 체계

와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운영체계 혁신,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선, 중앙버스전용차로

(BRT) 도입 등이었다. 운영난을 겪고 있던 버스운영업체들의 동참 덕분에 이 사업은 

큰 잡음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개편 작업은 버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수익금을 공

동 관리하고 노선을 공유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전격 도입했으며, 번호 체계를 개편했

다. 또한 스마트카드 시스템으로 통합

요금 체계를 시행해 30분 이내에 버스·

지하철·마을버스 간의 무료 환승이 5회

까지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연구원이 발족

한 대중교통개편 지원연구단은 「서울시 

교통시스템 개편 실행방안」(2002), 「서

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2004), 「지하철 연계버스 운영방안 연구」(2004)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요금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성과

를 인정받았다.

세계가 주목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도 연구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후속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먼저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2004) 연

구를 수행해 이를 토대로 지역별 보행로 연결사업, 관광문화 특화지역 보행로 정비사

업 등이 추진되었다. 대중교통의 지선 수단으로서 보행의 위상을 강화한 이 연구는 서

울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수의 후속 연구를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분석 및 버스

관리기구 설립·운영방안」(2005), 통합요금 체계에서 기관 간 수입 분배와 관련된 「대중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시 도시철도 수입금 정산모형개발」(2005) 등 후속 연구를 수

행해 서울시 정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시내버스의 수송 인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14퍼센트나 증가해 버스운영 적자 등 기존의 악순환 고리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빠르게 정착했고 시민의 반응도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서울시는 

바로 추가 개편 프로그램을 전개했는데, 버스운행관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했던 버스종

합사령실(BMS)을 확대 개편한 종합교통관리센터(TOPIS)를 구축했다. 중앙버스전용

차로제가 확대됨에 따라 청량리와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3개소에 환승센터를 

건립해 대중교통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성공적으로 정착

되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의 버스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좌) 구로디지털단지 환승센터 
우)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양화신촌로(신촌로터리)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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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정산체계 합리화
그러나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노선조정 등의 공공권한이 미약하고, 버스운영업체들

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없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준공영제에서의 서울시 버스 재정지원 금액은 지속 증가해 재정부담이 심각한 실

정까지 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의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원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발전방안」(2011) 연구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부문별로 평가하면서 버스 준공영

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공권한 확보와 민간 버스운영업체

의 운영 효율성 추구 및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방안을 제시

했다. 

「시내버스 정산시스템 구축 학술용역」(2011)에서는 버스 운영업체들의 원가절감을 유

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지원 절감을 유도하는 시내버스 정

산체계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는 2012년 시내버스 정산기준에 반영했다. 이후에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착 위한 제도화 타당성」(2015),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정산

체계’ 시민 인식 조사와 시사점」(2020), 「사모펀드, 대도시 버스업체 잇달아 인수 서울

시, 속성 정확히 알고 대책 마련해야」(2021) 연구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다양한 문제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서울시 버스 정책을 지속

적으로 지원했다.

환경, 안전,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전 세계적인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서울시 교통정책도 차량보다는 이용자 중

심, 즉 보행자, 친환경, 안전, 편의 등이 중시되었다. 그 시작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였다. 버스의 좌석과 손잡이, 시내버스 내부조명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문을 개선했다. 또한 혼잡도 개선 정책으로 시내버스는 첨두시의 운행횟수를 늘리

고, 지하철은 신도림역, 시청역, 서울역, 교대역 등 주요 환승역 역사를 개선했다. 그

리고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전기버스, 수소버

스 시범 도입 등 본격적인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위한 서울시 출근통행의 질 평가」(2013) 

연구 등을 수행해 서울 시민의 출퇴근 통행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한 「서울형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연구」(2012)를 통해 신촌 연세로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만들어지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사람을 위한 쾌적

한 보행환경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환경까지 융합된 정책이다. 또한 차량 

부문에서도 「친환경 시내버스, 당장 도입 확대보다 시범운행으로 기술검증·시장 주시 

필요」(2018) 연구를 통해 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제시하고, 

친환경 버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정비방안 연구용역」(2014), 「정류장 혼잡도 고려 중

앙버스전용차로의 수송용량 산정 방안」(2016), 「버스 서비스, 노선·지역별 편차 없애

고 모니터링에 이용자 체감형 지표 포함」(2016), 「중앙버스정류장편의성 증대방안」

(2018),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2019), 「서울

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2019) 등 서울시의 버스 정책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버스 서비스
서울의 버스 시스템은 이제 외국도시에서도 따라 하고 싶은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정착

되었다. 하지만 서울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사회의 사회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서울의 통행 특성도 크게 변화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재택근무, 온라인쇼핑 증가 등으로 서울의 총통행량은 점

차 줄어드는 데 비해,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건설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단의 등

장으로 버스의 통행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1기 및 2기 신도시 건

설과 함께 최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한 3기 신도시 건설로 광역통행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여건 변화에 적응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버스 기능은 장기적으로 지속 확충되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

도의 단거리 보조수단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S-DRT, 자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형

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지·간선 버스노선 체계는 지선 중

심으로 개편하고, 버스 수요감소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준공영제 버스운영 방식의 혁

신적인 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버스 수요감소에 따른 운영 적자를 보전

하기 위해 차고지 입체복합 개발 등 신규수익 창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경상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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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2기, 간선지하철 네트워크 건설
한국전쟁 이후 노면전차가 사라지고 버스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내버스만

으로 도시교통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시철도 건설이 논의되었으며, 

서울은 1970년 지하철 건설이 시작된 후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총연장 350㎞

의 도시철도망을 보유한 도시로 발돋움했다. 전쟁 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드는 

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기 지하철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서울의 교통정체는 날로 심해졌고, 지하철 이용객도 매년 9~16

퍼센트씩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올림픽 이후 마이카(My Car) 붐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

하면서 서울의 교통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8호선을 

건설하는 2기 지하철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개

선방안 연구」(1997)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교통공사의 재정·운영·조직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철도선로 입체정비방안 연구」(1997)에서는 철도선로의 확충사

업과 연계해 주변지역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전략을 모색했다. 「도시철도 이용증진을 

위한 연계교통시설 개선방안 연구」(1998)는 도시철도 건설 후 마을버스 등 도시철도에 

접근하는 교통수단과의 체계적인 연계체계 정비방안을 검토한 연구이다.

급행열차와 민간참여, 혁신적인 9호선 운영체계
2기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75퍼센트까지 끌어올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은 막

대한 채무상환과 IMF 외환위기로 전면 재검토되었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9호선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2002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9호선 1단계(김포공항~반포) 27㎞ 구간에 대

해 수익형 민자사업(BTO) 도입을 결정했다. 9호선은 급행열차 운행으로 큰 주목을 받

았으며, 이용객이 집중되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기존선 개량을 통한 도시

철도 속도향상방안 기초연구」(2001)와 「대피선 설치를 통한 도시철도 운행개선 방안」

(2007)은 속도향상으로 도시철도의 기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의 추월

선(대피선)을 이용한 급행·완행열차 운행방식을 소개하고, 열차운행 시뮬레이터를 개

발한 선도적 연구였다. 

또한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2002) 연구는 도시철도 부문에 

민간의 자본을 도입하는 것을 최초로 검토했다. 장래 도시철도 건설을 모두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과

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폈다.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열차운행 개선방안 연구」

(2014)에서는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열차편성 투입, 9호선 2단계(종합운동

장) 및 3단계(보훈병원) 연장구간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의 변경, 이용특성을 고려한 급

행열차와 일반열차의 운행비율을 제시해 시민의 이용편의 개선에 크게 일조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과 경전철 계획 
서울시는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이라는 교통 비전

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매진했다. 어느 곳에서나 

도보로 10분 내 지하철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철을 구축해 철도와 보행 중심의 서울시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10분 내 접근이 어

려운 지역은 버스와 도시철도 간 연결을 강화하는 등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를 연계 

조정하도록 했다. 

연구원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2006),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2012),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2017), 총 3회

에 걸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급변하는 서울시의 도시구조, 교통현황, 인

구변화를 고려한 10년 단위 추진계획이다.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이 길고 사업

비 부담이 큰 기존 중전철 노선의 건

설보다는 킬로미터당 승객수요가 1

일 1만 명 내외의 수요 수준에 적절

한 경전철 도입을 결정했다. 경전철

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해

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간

선철도망에 연계되는 지선기능을 수

행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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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의 간선기능 광역철도망도 함께 구상해, 서울 

주요 거점 간 철도연결을 강화할 방안도 제시했다. 「파급효과 포함한 전반적 성과 평가

로 서울시 철도사업 추진근거 만들어야」(2019) 연구는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노선인 우

이신설선을 대상으로 철도개통 효과를 파악했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을 객관

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철도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

보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혼잡도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개선
과거 서울의 교통정책은 차량, 소유,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2010년 이후 사람, 공유, 

환경으로 핵심 키워드가 전환되었다.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기

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하며 효율성, 편리성, 지속가능성을 조화

롭게 강조하고 있다. 오전 출근 시간에 열차의 혼잡도를 낮추고, 열차가 지연 없이 시

간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는 등 시민과 이용자 위주의 철도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대중교통카드를 활용한 도시철도 혼잡도 지표개발연구」(2011)에

서는 도시철도의 운행횟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혼잡도를 정의

하고, 대중교통카드를 활용해 열차 내부와 환승역사의 혼잡도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

시했다. 「서울 철도 급행화, 시내·시외 ‘윈윈전략’ 잠재수요 크고 경전철 2~3개 신설

효과」(2017)와 「이용자행태를 고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연구(도시철도 급행화와 버

스체계 개편을 중심으로)」(2020)는 최근의 광역철도 급행화와 9호선의 성공 사례를 참

고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도시철도 급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급행서비

스 도입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이용자수와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행시간 절감효과를 산

정해 제시했다.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주제도 등장했다. 「서울시 도시철도 교통약자 접근성 평가 

매뉴얼」(2020)은 제한적 이동권보다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반한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지향하는 연구이다. 「도시철도 노선개편 실행방안, 5, 9호선 직결을 중심으

로」(2008)는 5호선과 9호선 직결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개편안의 구체

적인 건설·운영방안과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했다.

김승준 |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990대 후반부터 보행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보행환경 개선사

업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환경 문제와 맞물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확

대되고, 도시교통에서 보행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착되었다. 보

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었다.

시기별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보

행권 강화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그 첫 번째가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도입방안 

연구」(1993)이다. 생활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자 시와 구청 단위로 실시했던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체계화해 자치구 생활도로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방안을 제시했

다. 두 번째 사업은 보행조례라고 불린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과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1997) 수

립인데, 이를 계기로 보행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제도화되었다. 

세 번째 사업은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2004) 수립에서 제시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된 보행환경 개선이다. 대중교통 중심의 단거리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해 

보행을 대중교통의 지선 수단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려 했다. 네 번째 사업은 보행조

례의 법률적 위상이 강화된 후 수립된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3)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를 보행친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 대각

선 횡단보도 추진을 제안했다. 다

섯 번째 사업은 「걷는 도시, 서울」

(2015)로 대표되는 보행 정책이

며, 이는 최근까지 서울시 보행환

경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들을 담고 있다.

녹색교통의 두 축, 보행과 자전거

연구원이 주최한  
‘제2차 서울특별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공청회(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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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도시, 서울’과 ‘따릉이’ 
자전거 통행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자전거 통행을 활성화하는 

데 있었다. 자전거 관련 정책은 수립 초기에는 방향성을 잃고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철

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2007년 제정 공포된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

례」를 계기로 자전거도로 및 운영, 조직 등이 정비되었다. 자전거 도로망을 체계화하고 

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제시되었다. 「‘서울에 알맞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2011)에서는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자

전거 통행실태자료와 서울시의 자전거 인프라 공급 실태자료를 이용해 데이터에 입각

한 정책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공공자전거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걷는 도시, 서울’로 대표되는 보행 정책과 ‘따릉이’로 대표되는 자전거 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걷는 도시, 서울’ 정책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2019)는 ‘걷는 도시, 서울’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관련 사업 구역의 유동 인구와 매출액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2016)은 ‘따릉이’의 만족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용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행·자전거 사업의 재구조화
보행이나 자전거는 그 단독으로 통행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수단과 결합해 통행수

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보행과 자전거는 환경이나 문화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행 및 자전거 사업은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하고 재구조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

업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

로 변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고령사회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그 핵심은 고령자 

맞춤형 보행환경 조성에 있다. 서울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회환경 변화와 

서울의 모빌리티」(2018)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통행은 지난 10년간 1일 100만 명 수

준으로 통행이 증가했다. 고령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조성은 피할 수 없고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안이다.

이신해 |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자율주행의 개념은 1920년대부터 논의되었으나,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한 

2000년대부터 현대와 같은 개념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은 교통사고와 혼잡

을 감소시켜 도시교통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와 이용행태, 도

시 구조와 토지이용까지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

동차의 운행이 이루어지는 도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

을 때 실질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반면에 주차 관련 시설과 운영방안은 자율주행 도입 

초기부터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2018년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자율

주행 도입 시 예상되는 주차 행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자가 하차한 이후 주차요금이 저렴한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

는 무인주차 통행수요를 총 주행거리로 산정하고, 서울시의 조닝(Zoning) 개념을 도입

해 단계별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과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자율주행을 실현할 구체적 방법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 적용되는 실증단계에 접

어들면서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가와 도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서

울시는 2019년 상암DMC지역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첨단인프라를 구축하고 순환셔틀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

는 해당 지역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확대 지정해 실증의 범위와 다양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유수의 자율주

행 기업들이 제시하였던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해외 실도로 테스트 

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연구원에서는 자율주행의 불확실성을 진단하고 향후 자율주행 관련 서울시의 정책 방

향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 진단과 발전방안」(2020) 연구를 수행했다. 

스마트 교통과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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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설문조사를 통

해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과 수용성을 확인했다. 연구를 통해 민

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연계해 자율주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시의 운영설계영역

(Operation Design Domain, ODD)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ODD의 시공간적 가변성

을 고려해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가능 구간을 발굴토록 했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지

역을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비전 

2030’(2021)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라는 목표를 발표하

였으며,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청계천), 로보택시(강남), 자율주행 노선버스(홍대~

흥인지문) 등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의 모범이 된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서울의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ntellign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은 서울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도로의 효율성을 높

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설비가 

노후하고 교통데이터의 검지 오차가 증가해 도로전광표지판의 시인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으며, 비용투자를 통한 시설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러나 자율주행, 커넥티드차(Connected Vehicle) 등 첨단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시설의 교체가 아닌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데이터를 수

집, 가공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교통운영의 변화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발전방안」(2020)은 미래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서울의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시민의 스마트폰 등 정보

통신기기 활용도와 교통정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해 기존 검지기 체계의 개편을 제안

했다.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차

량 단위 교통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민간교통정보 

플랫폼으로 공공교통정보를 제

공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또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교통관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시고속도로 지하화가 

더 많이 진행되는 만큼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의 교통정책
교통분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연구원은 이를 교통계획,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민간 산업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전에는 수

집되지 않던 새로운 데이터가 늘어나 빅데이터가 형성되면서 이를 교통정책과 연계하

고자 하는 연구(유경상, 2016)가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 제안(유경상, 2018)과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정책 수립을 고도화하는 전략 모색(홍상연, 2020) 등이 뒤를 이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도시교통과 새로운 스

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연구원

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새로운 연구를 다수 수행했다.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

인교통수단의 빠른 확산에 대한 정책 방향(유경상, 2017),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

던 카풀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홍상연, 2018)을 적기에 제시했다. 새로 등장하

는 서비스들을 기존 교통체계에 결합해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as-a-Service, 

MaaS)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 중장기 방안(윤혁렬, 2018)도 구상했다.

서울의 교통 인프라 발전 전략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이 점차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현안 대응 중심의 연구는 중장

기 발전 전략 수립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 서울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적합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한 연구(홍상연, 2018)

를 시작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발전 방향을 전망(한영준, 

2020)하고,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인프라, 운영방

안 등의 종합전략(서울시, 2020)을 제시했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신형 버스정보안
내단말기 / 서울시

강남에서 실증을 시작한  
자율주행택시 로보라이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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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사항에 맞추어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

안도 제시되었다. 미래도시에서 교통 인프라의 기능 전환 방향을 제시한 교통 인프라 

개조(retrofit) 방안, 자율주행이 도입된 이후의 주차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 연

구(김원호, 2018), 공영주차장, 도시철도역사 등을 교통의 거점시설이자 생활의 중심

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홍상연, 2020) 등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유형의 교통데이터 분석과 활용
실제 교통운영·관리 분야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

던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고 교통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

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 승강장의 혼잡도를 분석함으로

써 시민의 지하철 이용 쾌적성을 높이고 역사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신성일, 2017)이 

제시되었다. 설문조사에 의존하던 기종점(Origin-Destination, OD) 통행량 조사를 

택시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DTG) 데이터 분석으로 보완하는 방안(김

순관, 2019)도 제안되었다.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도시고속도로의 혼잡 발생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한영준, 2021)에서는 향후 첨단교통 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방법과 활용방안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교통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하게 된 데이터를 다시 

교통정책 고도화에 재환류하는 연구도 수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를 통해 수집된 개별 부설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서울시 주차특성

을 분석하는 연구(홍상연, 2021), 녹색교통진흥지역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

로 특정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관리기법을 제시하는 연구(양재환, 2021) 등이 있다.

홍상연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2000년대에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이 해외 도시의 교통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늘어났다. 도시교통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교통 패러다임

이 빠르게 전환되었다. 인간·친환경 중심의 교통체계를 중시하게 되면서 자동차 중심

의 도로교통체계는 조금씩 퇴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도 대중교통, 녹색교통으로 연

구 영역을 넓혔다.

고령화 문제, 노후한 교통 인프라 문제로 최근 서울시는 또 다른 차원의 도시재생 시대

에 접어들고 있다. 고령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비롯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담

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언택트(untact) 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이동에 대한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발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지는 교통시스템 분야를 선정해 정책과 제도의 개편 방향을 진단할 필

요가 있다. 민선 3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기존 방식과 큰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는 

버스 운행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는 연구, 새로운 도시철도망(GTX)에 대비해 버

스 서비스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 등이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대기질을 다루는 환경분야, 도시개발분야 

등이 교통분야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역생활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차체와의 협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사회적·정책적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교통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의식과 활동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모

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176~187쪽의 내용 일부 발췌

향후 연구과제 

사회 변화와 미래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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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연구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미래서울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서울의 여건변화와 도시관리체계
서울의 특성을 살리는 도심부 관리와 정비
주거지 관리와 정비의 관점 변화
서울의 경관관리와 역사문화자원 보전
공공토지자원 활용과 전략거점 개발
지역균형발전과 서울형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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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재생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박원순 시정 (2011~2020)관선~조순 시정(~1997) 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도시계획·재생분야

도심부

관리와 정비 

도심부 관리
도심부관리 기본계획(’00)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04)

도심부 주거실태와 주거확보(’03)

도심재창조 종합계획(’07)

도심부 장기구상(’07)

역사도심 기본계획(’15)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22 예정)

도심재개발 구역설정(’95) 도심재개발 기본계획(’01)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0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04)

도심재개발 사업 공공부문 역할(’03)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10)
도심부 정비

공간구상과 
도시

기본계획

중심지 위계 설정(’92) 중심지 체계 분석 (’98) 서울과 평양의 도시계획(’04) 중심지 위계 재정립(’09)

공간구조 개편 구상(’08)

세계 대도시 중심지 체계(’17)

저성장시대 도시정책(’15)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18)

도전 받는 공간 : 성숙도시 서울(’16) 디지털 전환과 공간 변화(’20)
공간구상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97) 권역별 발전구상(’0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06) 세계 대도시 도시기본계획(’10)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14)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15)

생활권계획 도입과 운영(’11) 생활권계획 수립과 운영(’13)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19)

2040 서울플랜(’22 예정)
도시기본

계획

서울대도시권 계획 구상(’94)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01)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7)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08)

수도권 종합발전계획(’18)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1)
대도시권

계획

주거지 
관리와 정비 

용도지역 세분화(’98)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조정 (’04) 일반주거지역 종별 관리(’06)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리(’11)주거지 세분화

일반주택지역 정비 모델 (’94)

구릉지 재개발 대안 개발(’95)

주택재개발 기본계획(’98)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개선(’99)

도시정비법 적용방안(’02) 주택재건축 기본계획(’06) 블록단위 정비모델(’08)

과다열가구 밀집지(’06) 소규모 시가지(’08)

노후주거지 정비(’04)

신주거재생 정책(’12) 주거지정비사업의 공공성(’14) 저층주거지 개선(’16) 일반주택지 가로주택정비(’20)

시가지 정비와 
공공시설(’03)

주거지

정비

도시관리

체계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12)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14)

도시계획시설의 쟁점(’18)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인가 

개선(’20)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20)

도시계획

시설

영국 도시계획제도(’05)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국제비교(’09)

서울형 도시계획체계(’10)

도시계획

체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02)

우선해제지역 DB 및 GIS 구축(’02)

개발제한구역 개선 방향 (’10)
용도구역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96) 주거지역 세분계획(’01) 용도지역·지구 관리(’04)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01)
일반주거지역 관리(’07)

허용용도 기준(’06) 도시계획체계 유연화(’10)
용도지역

지구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기법(’1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2)

도시자연공원 관리 방안(’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 평가(’18)

중심지체계와 용도지역 관리(’15)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16)

용도지역 재정비(’19)

용도지구 재정비(’18)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방안(’00)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0)
지구단위

계획

수립 매뉴얼(’02)

실효성 개선(’03)

수립 매뉴얼 보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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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재생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관선~조순 시정(~1997) 박원순 시정(2011~2021)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도시계획·재생분야

경관과

역사

문화자원 옛길의 가치규명과 가꾸기(’09)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플랜(’13)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 2023(’18)역사문화자원

마을단위 도시계획: 
북촌 가꾸기(’00)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01)

서울·북경·동경의 역사문화보전(’04)

북촌 장기발전구상(’06)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06)

한옥보전·진흥정책 평가·개선(’13) 한옥 밀집지역 용도관리(’16) 도시한옥 보전 정책(’20)

한옥 등 건축자산 발굴(’20)한옥

한강연접지역 경관 관리(’94) 한강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99)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07) 한강생태·문화 공원화(’11)

한강 르네상스 백서(’12)한강지천 지역 발전(’08)

한강 
수변공간

도시경관 관리(’93, ’94, ’97) 기본경관계획(’09)

수변·자연녹지·역사문화 경관 계획(’10)

경관관리 운영개선(’11) 서울시 경관계획(’16) 경관심의 운영개선(’17)
경관계획

공공토지

자원 및 
전략거점 

공공토지자원 활용(’16)

공공부지 혼재지역 활용(’17)

공공토지자원의 수요 맞춤형 활용(’18)

공공부지 전략거점 개발(’20)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22)

공공부지 민간협력사업(’20)

공공토지

자원 

전략거점

여의도 재정비 구상(’94)

용산 개발 기본계획(’95)

상암 새서울타운 구상(’99)

상암 신도시 기본계획(’00)

마곡, 문정 기본 구상(’04)마곡지구 역세권(’02)

DMC 종합발전 계획(’10)DMC 활성화(’07)

마곡 개발사업 실행전략(’13) 서울역 고가 재활용(’14)

DMC 2단계 활성화(’17)

뚝섬 문화관광타운(’01)

이태원 가로환경개선(’02)

인사동 문화지구 업종관리(’02)

시민광장 조성 계획(’03)

유휴철도부지 활용(’04)

양재 R&D 기능 활성화(’05)

차이나타운 조성(’07)

창동·상계 개발 구상(’10)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14)

영동권역 종합발전 기본구상(’14)

마포 유수지 일대 활용(’16)

양재·우면 R&D 지구 종합계획(’16) SETEC 일대 종합관리(’18)특정 시가지

균형발전ㆍ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관리(’04)

수도권 성장관리 기반 구축(’05)

지역간 격차해소(’12)

수도권 지역격차 완화(’13)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
지역균형발전

뉴타운사업 제도 개선(’06)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07)

뉴타운사업 개선과제(’08)

뉴타운사업 단계적 시행 방안(’08)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13) 서울시 주거재생 지원모델 실행(’15)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재생 방향(’17)

뉴타운

영국, 일본 도시재생(’06)

도시재생과 도시경쟁력(’07)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대응(’13)도시재생 공공성(’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15)

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16)

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16)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2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사업 평가(’19)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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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밀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

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과 과밀 개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과밀 개발의 부작용을 성찰하고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서울연구원의 도시공간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궤

를 같이한다. 주거지의 과도한 개발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응할 기초연구를 폭넓게 수

행했고,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도 진행했다.

시정 철학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원
1995년 7월 민선 시정이 시작되면서 도시연구는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기초연구, 정책연구로 전환했다. 고건 시정은 기성시가지의 관리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존 계획밀도를 하향 조정하고, 주거지역 세분화를 전격적으

로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시정은 청계천복원과 뉴타운사업을, 오세훈 시정은 한강르

네상스와 디자인서울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했다. 박원순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역시 서울시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부 시기

에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02년 월드컵 

유치가 결정되자 서울시는 상암경기장을 건설했고, 난지도 공원화사업과 상암 부도심 

계획을 수립했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발표에 따라 

연구원은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영향

으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아라뱃길의 타당성 검토를 핵심 과제로 다루었고, 

연구원은 관련 연구로 지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생활 SOC 

등 지역밀착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도시계획·재생분야 연구과제 688건
지난 30년간 연구원은 도시계획·재생분야에서 총 688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 중 연

구원 자체과제*로 수행한 연구는 382건(55.5%)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등으로부터 의

뢰받아 수행한 수탁과제는 306건(45.5%)이다. 688건의 연구과제는 연구주제와 정책

이슈에 따라 총 7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래서울 공간구상과 도

시기본계획 관련 연구로 총 91건(13.2%)이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도시의 여건 변

화와 도시관리체계 개편 연구로, 가장 많은 100건(14.5%)이 포함된다. 주로 도시계획

체계,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방

향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세 번째 유형은 도심부 관리와 정비에 관한 연구로 23건(3.3%)이 수행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주거지 관리와 정비에 관한 연구로, 52건(7.6%)이 진행되었다. 주거지역 세분

화, 주거지 정비 관련 법정 기본계획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서울의 경관과 

역사문화자원 관리 연구로, 총 82건(11.9%)이 이루어졌다. 경관계획 및 관리, 한강 수

변공간 관리, 역사문화자원과 미래유산, 한옥 실태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연구이다.

여섯 번째 유형은 공공토지자원 활용과 전략거점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토지자원

의 활용 및 관리, 용산·상암·마곡 등 전략거점계획, 특정 시가지 관리 및 정비사업에 

관한 연구들로, 총 98건(14.2%)이 수행되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형은 지역균형발

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뉴타운 출구전략,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이 포함되며, 총 65건(9.4%)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도시계획·재생분야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7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

는 연구도 총 177건(25.7%)에 이른다. 보행공간 개선, 높이관리, 심의제도 개선, 기초 

통계 구축, 도시계획 변천 과정의 기록, 지역단위 사업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 :  도시계획·재생 분야 연구과제 총 688건 중 주요 이슈에 해당하는 과제 511건을 기준으로 분석 
(기타 미분류 177건)

30년 연구 동향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연구

*  기본, 기초, 수시, 전략, 정책, 현안, 
협력, 협약과제가 연구원 자체과제에 
해당한다.

주거지 관리와 
정비

도시계획·재생 분야의 
과제 유형별 연구 동향 
(단위: 건, %)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65

미래서울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91

도시 여건 
변화와 

도시관리체계

100

도심부 관리와 
정비

23

52

경관과 
역사문화자원 
관리

82

공공토지자원 
및 전략거점 

98

19
. 6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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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6
%

19
. 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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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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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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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 민선 1기 :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체계

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시계획 정비구상」(1992), 「자치구 도시기

본계획의 종합화와 조정」(1993)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기 위한 연구를 모두 네 차례 수행했다. 이 중 첫 번째인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은 1993~1997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연구원 전 부서가 참여해 민선 시정기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연구원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와 주거지역의 개발밀도 관리를 위해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설정 연구」(1996)를 수행했고, 서울의 무분별한 확산과 고밀 개

발에 대응해 「서울시 성장관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1996)를 수행했다. 또한 「서울

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연구」(1993; 1994; 1997),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

(1994), 「구릉지 재개발 아파트의 대안적 형태개발」(1995) 등 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연

구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민선 2기 : 도심부 관리 기틀 마련
민선 2기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토대와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다수 수행

했다. 이 시기 수행한 68건의 과제를 주제별로 보면, 도시관리계획 기법 연구, 미래 중

심지 개발 연구,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체계 구축, 도심

부 관리 연구 등이다. 한편,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

(2000),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2000) 등 상암 신도시를 새천년 미래 중심지로 건설

하는 기본구상도 연구했다.

서울 도심부의 다양성과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

획」(2000)은 이후 도심부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부 노후

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 연구」(2000), 「서울 도심부 주거실태와 주거확보 방향 연구」

(2001) 등 도심부 연구가 진행되었고, 도심부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2001), 「인사동 지구단위계획」(2002) 등도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서

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2001) 등의 연구로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를 

지원했다. 또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연구」(2001; 2003), 「서

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2002) 등 현안 대응형 연구도 진행했다.

 

민선 3기 : 청계천복원과 지역균형발전 
민선 3기 도시공간 관련 연구과제는 총 96건이다. 이명박 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심부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뉴타운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서울시에 얼마 남지 않은 

가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곡·문정·장지지구 종합개발 구상을 수립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로는 먼저 청계천복원과 관련해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2004), 「청계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03) 등이 있다. 서울시 지역 간 격

차 완화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

안」(2002),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2008) 등이 해당한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수도 기능 이전의 효과분석

에 관한 연구」(2003), 「분권형 지역발전과 수도권 성장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실행전

략 모색」(2005) 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 외에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 대도

시권의 업무공간 입지변화 분석연구」(2004), 「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2005) 등의 기초연구도 진행되었다.

민선 4기 ~ 5기 전반 : 도심재창조와 한강르네상스
이 시기에는 오세훈 시정의 핵심 과제인 서울의 경쟁력 강화, 공원 확충과 수변공간·

한강르네상스, 서울 대도시권에 관련한 연구 등 총 122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재창조와 한강 수변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

루었다. 관련 연구로는 「도심재창조 종합계획」(2007), 「도심부 장기구상 및 비전수립

연구」(2007),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수립방안」(2007), 「남산르네상스」

(2009) 등이 대표적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공간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특히,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후속 처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연구원은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

와 개선과제」(2008)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실태분석과 평

가연구」(200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2012) 등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민선 5기 후반 ~ 7기 : 시민참여와 도시재생 
이 시기에는 박원순 시정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과 역사문화 보존,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시설 관리가 중요한 현안 과제였다. 연구원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서울형 도

시재생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실

태조사 분석연구」(2014),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5), 「2017 서울형 도시

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201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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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효율적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7),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확보 방향」(2018) 등의 연구도 진행했다.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했다.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

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향」(2011),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2013), 「분

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2019) 등의 연구를 통해 시민

참여형·분권형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2014년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수립

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4)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원은 2019년부터 디지

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박원순 시정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에 둔 도시계획 또한 중요한 화두였다. 연구원

은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을 수립해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 했다. 또한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방안」(2014) 등의 연구로 알려지지 

않은 유무형 문화유산의 발굴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한옥 보전·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2013), 「역사성을 고려한 광화문광장의 중장기 발

전 방향 연구」(2014)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도 활발해졌다. 연구원은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

을 말하다」(2016) 연구를 단행본으로 출간했고,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

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2015년부터 3년간 진행했다. 최근에는 급격한 기술변

화에 따른 공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실태와 발전방안」

(2019),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 생활과 공간변화」(2020) 등의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김인희 |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미래도시 서울과 도시공간구조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가장 특화된 연구분야이다. 미래

도시 연구는 경제·환경·교통 등 관련 분야를 공간으로 접목하는 종합적인 연구분야로, 

연구원은 이를 수행할 융복합적인 연구자원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4

년 「서울대도시권 구상」 연구를 시작으로 「21세기 지속가능한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구

상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2008), 「서울비전 2020의 공간계획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2009),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교통체계 개편전략」

(2009) 등 서울의 비전과 공간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서울-평양 비교연구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저성장, 기술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다수 진

행했다.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2015), 「도전받는 공간 : 성숙도시 서

울」(2016)과 같은 연구가 있었다. 또한 디지털전환 등 기술변화가 더욱 빨라지는 민선 

7기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 전략」(2018), 「디지털 전

환에 따른 도시생활과 공간 변화」(2020) 연구를 통해 미래 서울의 공간구조 개편 방향

과 실현 전략을 제시했다. 

공간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거나 개편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수행했다. 「서울시 중심지 위계 설정과 재정립에 관한 연구」(1992)를 시작으로, 

「서울시 중심지체계 변화분석과 정책과제」(1998),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대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2009),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2018) 등이 

이어졌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남북한 이슈를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

구가 시작되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계획 이념 및 공간구조 비교연구」(2004)을 시작

으로, 3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연구한 「서울 평양간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

(2015~2017),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연

구」(2021) 등 장소중심으로 남북협력 및 교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의 시민참여 
/ 김인희·반영권, 2013,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의 경험과 과제

이슈와 연구성과

미래서울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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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경제권 강화
수도권 발전방안 및 과제, 광역차원의 이슈 및 대응 방안 등 대도시권 차원의 연구

로 광역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대규

모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2001),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2007)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4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

구기관과 협업해 「수도권 종합발전계획」(2018),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기초분석과 의

제발굴」(2017),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2019~2021) 등을 수행했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광역경제권 정책으

로 변화하면서 관련 연구로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방향 연구」(2008),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8),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2009)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 연구로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교통체계 개편전략」(2009), 「경인 메가로 폴리스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2010) 등이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구심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다. 서울시는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된 이후 1990년(목표연도 2000년)에 처

음 수립했다. 이후 1997년, 2006년, 2014년의 세 차례 재정비를 거쳐, 2019년부터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1 서울 도시

기본계획」(1997)부터 모두 네 차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1997) 수립은 1993년(관선 시장)부터 1997년(조순 시장)

까지 진행되었으며, ‘시민 본위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을 강조했다. 난개발 문제와 기

성 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자치구 의견 수렴 및 반영,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

(상암, 용산, 뚝섬, 마곡 등) 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0 서울도시기본

계획」(2006)은 2000년(고건 

시장)부터 2006년(이명박 시

장)까지 수행되었으며, ‘치유

와 회복’을 강조했다. 이 계

획은 IMF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청계천복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030 서울플랜」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4)은 2009년 오세훈 시장이 착수해 2014년 박원순 시장

이 승인하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이 계획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삶의 질 

제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2009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기본

계획의 승인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립

된 최초의 계획으로 「2030 서울플랜」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성장·고령화·양극화·노후화 대응,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위상 강화,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공간구조 개편 등을 다루었다.

최근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시대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상정하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

계로 전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으로 

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미흡한 사항을 후속 계획에 반영하는 상

시계획체계를 마련해 매년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생활권계획 수립·운영
2010년 전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지역밀착형 중간단계계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

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2011)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 생활권계

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2013)은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로, 이 연구를 기반

으로 2018년 서울시는 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계획을 전

국 최초로 수립했다. 이로써 서울시 도시계획체계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

획의 2단 체계에서 중간단계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3단 체계로 재편되었다.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은 「서울시 생활권계

획의 활용 및 운영방향」(2017),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2019), 「서울시 지역생활

권계획 운영실태 진단과 재정비방향」(2021) 등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과정의 기록과 

함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인희 | 연구기획조정본부장

한지혜 |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121~122쪽의 
내용을 요약 및 재정리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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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서울에서는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노

후불량한 단독주택지는 재개발사업을 거쳐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로 변모했고, 상업

지역에서는 고층고밀의 업무·상업건물,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2000년대

에는 기성 시가지와 자연환경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

기 시작했다. 역사문화자원 보존, 자연경관 관리, 다양한 주거지의 유지·관리 등이 도

시관리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2010년대에는 인구 감소 및 가구 형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기후위기 

등 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 중요해졌다. 용도 복합 및 압축적 토지이

용 실현, 신성장산업 육성,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여건변화에 발맞춰 개정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도입

되면서 도시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도시관리체계와 용도지역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재정비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

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 종합적인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2) 연구는 이러한 구

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관리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

계획체계의 기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도시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별로 도시관리계

획을 재정비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용도·밀도 관리의 틀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도

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용도지역제의 한계

와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기성시가지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주거지역의 적정 밀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

화 기준설정 연구」(1996)와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2001)은 주거

지역의 개발밀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지의 밀도를 1·2·3종으로 

세분화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 결과는 2000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 주거지역 세

분화의 도입과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에는 주거지역 세분화를 실현하는 연구와 용도지역의 유연화 방안에 관한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실현방안 연구」(2001), 「도시관리계

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2004),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정비 연

구」(2006),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연구」(2010) 등이 이 시기에 진행된 연구이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있었다.

2010년대에는 용도지역의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밀도의 획일

적인 연동체계를 개선하고,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정비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서

울시 상업지역의 밀도 및 용도의 차등 관리방안」(2012),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2015), 「서울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2016),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2019) 등이 수행되었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에게 녹

지공간을 제공하는 용도구역 중 하나이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지역 선정 및 조정방안 연구」(2002),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현

황조사 DB 및 GIS 구축」(200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

방향 : 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2010) 연구 등을 수행했다.

서울의 여건 변화와 도시관리체계* *  2010년 이전 내용은 서울연구원, 
2012, 「서울연구원 20년사 : 
1992~2012」, 310~314쪽의 내용을 
요약·재정리

서울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향 
/ 출처. 서울시, 2012,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93쪽권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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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특성을 살리는 
도심부 관리와 정비*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

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서울시는 2020년에 처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

정원칙, 관리 방향, 실행전략 등을 담은 「도시자연공원 실효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2014) 등을 진행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연구원에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방안 연구」(2000)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

얼」(2002)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유형화를 통한 지역특성 강화, 일관성 있는 관리기준 마련, 실현성 향상을 위

한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공공사업 발굴,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유형별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200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개선 방향 연구 : 지구단위계획의 유형화를 중

심으로」(2003), 「지구단위계획수립 매뉴얼 보완 연구」(2005),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

획 수립기준」(2010) 등이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장래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면

서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인프라이다. 연구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

화를 구현할 제도적인 틀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

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2010),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2020),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2020) 등이다. 이외에 미집행 도

시계획시설 대응전략 및 계획을 다루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2012), 「장

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 수립」(2014) 등의 연구가 있다. 도로, 폐기물처

리시설, 학교,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해 관리방

안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서울의 공간은 성장했고 기능은 강화되었다. 다양한 제도와 정

책, 연구를 거쳐 도시관리체계도 발전했다. 최근 다양한 여건 변화는 기존 도시관리체

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특성과 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연구를 

통해 도시관리의 새로운 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맹다미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2000년 이후 도심부 관리와 정비방향 제시
서울 사대문 안 도심부는 1394년 조선 왕조의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수도

로 기능해 온 600년이 넘는 중심지이다. 1920년대만 해도 도심부에는 청계천을 비롯

한 4개 물길과 76개의 다리가 있었고, 도로와 필지체계도 옛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도심기능의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시행된 도심재개발사업은 도

심부만이 가지고 있던 역사문화자원과 정취 있는 장소를 소멸시키고, 정체성 없는 업

무중심지로 변모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개발과 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해가면서 도심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사대문 안 도심부

의 역사성과 장소성 회복이 중시되었고, 도심부 관리 방향도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면

서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와 연구원은 기존 「도심재개발기본계획」만으로 관리되던 도심

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을 최

초로 수립했다. 이후에는 2004년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2007년 「도

심재창조 종합계획」,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이어가면서 일관된 도심부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은 2000년 이후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해 재정비되었다. 연구원은 2001년, 2005년, 2010년의 세 차례에 걸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2000년 이후 서울 도심부의 종합적인 관리 방향과 재개

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00년 이후 도심부 관리와  
정비 관련 계획 수립

*  2010년 이전 내용은 서울연구원, 
2012, 「서울연구원 20년사 : 서울의 
도심부 관리와 정비」, 315~320쪽의 
내용을 요약·재정리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도심부 최초의 
종합관리계획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용산 추가, 특성 

보유지역 재개발 금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뉴타운/균촉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완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역중심급 추가 
수복형 정비 확대

역사도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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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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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지역으로 확대, 
역사도심 정체성 강화

20202015201020072005200420012000

282 283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도시계획·재생



도심부 특성을 살리는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2000년에 수립된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은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보전

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지침 성격의 계획이다. 사대문 안 도심부 관

리를 공간 단위로 접근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도심특성

을 살리는 개발 유도, 도심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공동화 없는 도심커뮤니티 

육성 등 8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도심부 정책을 

‘보존’ 위주로 전환하고, 도심부의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심부 관리의 새

로운 틀을 마련했다.

한편, 2002년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2004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심부 관리기본계

획」을 수정·보완한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도심부 발전계

획은 기존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부

의 역사문화적 특성 보존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심

부 개발의 세심한 관리, 청계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사대문 안 역사·문화성 회복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청계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블록별 정비

지침과 건축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2007년 수립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은 서울 도심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한 실행계획이다. 특히 종로, 을지로 등 동서

축 위주로 되어 있는 도심부를 역사문화축·관광문화축·녹지문화축·복합문화축 등 4개

의 남북축과 주요 거점으로 연결해 도심부 전체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을 위한 역사도심기본계획
2015년에 수립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4)에서 한양도성

지역을 역사문화중심지로 설정함에 따라, 도심부 범위를 기존 사대문안 도심부에서 한

양도성지역으로 확대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역사도심 기본

계획」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20개 원형 옛길, 210개 근현대건축자산 등 역사자원의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지

구별 특성에 따라 특성·정비·일반관리지구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내사산

의 경관 및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심재개발의 높이 완화를 지향하고 

90m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연구원은 2020년부터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도심재개발의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1970년대 이후 서울시 도심재개발의 기본방향은 노후시설을 전면철거해 도로·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현대식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

심재개발 정책방향은 1978년에 최초로 수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으로 천명된다. 

연구원은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심재개

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은 전환기를 맞았

다. 2001년에 수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도심특성을 보유한 지역에 대해 재

개발구역 지정을 금지하고, 사대문 안 도심부 내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강화했으며, 전

면철거로만 시행되던 재개발에 수복재개발과 보전재개발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내사

산으로 둘러싸인 도심부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했고, 건축물의 형

태와 외관, 외부공간 등의 개발유도기준을 재개발구역별로 제시했다.

2002년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되고,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과 강남북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연구원은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서울의 공간구조 

다핵화를 위해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심부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2010년에 수립된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도심재창조 종합계

획」(2007)과 청계천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10년 기

본계획에서는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도심특성보유지역과 인쇄·출판, 귀금속이 밀집한 

도심산업특화지역을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평구역을 

대상으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 차례 수립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성과
2000년 이후 연구원에서 수립한 세 차례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도심재개발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지 위주로 설정

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해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 

등을 적용했다. 셋째, 전면철거방식으로만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에 수복형(소단위 맞춤

형) 정비수법을 도입해 도심부 특성을 유지·보존하고자 했다. 넷째, 정비구역별로 개발

유도지침을 마련해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배치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양재섭 |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84 285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도시계획·재생



난개발 우려 속 주거지 세분화
1990년대 서울은 기성 주거지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난

개발이 우려되었다. 특히, 구릉지 재개발지역과 한강변 재건축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고층고밀화가 진행되어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더 정교하고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표적 관리 수단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이다. 1992년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법적

으로 가능해지면서 연구원은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재정비(용도

지역세분화)」(1998)는 주거지역 세분화의 방법과 절차 등을 검토한 연구이다. 2000년

에는 일반주거지 세분화 시행이 의무화되고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매뉴얼과 업무편람 작성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25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추진되었다.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조정과 종합화 연구」(2004)는 자치구별 기반시설 여

건과 개발실태 등을 고려해 세분화 계획을 제시했다. 이로써 서울시 주거지역을 1종

(150%), 2종(200%), 3종(250%)로 나누어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연구원은 세분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종별 주거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연구(2006, 2011)를 수행했다. 

선계획·후개발의 주거지 정비원칙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서울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

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1984년에 도입된 합동재개발사업은 무허가

주택 밀집지를 아파트단지로 빠르게 변화시켰고, 저층주거지에서도 민영개발방식에 

의한 아파트 개발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구원에 의뢰해, 주택재개발사업

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

계획」(1998)을 수립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최초의 기본계획이자, 2000년에 개

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제시한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1990년대에 「일반주택지역의 정비모델 개발」(1994), 「구릉지 재개발 

아파트의 대안적 형태 개발」(1995)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안 정비사

업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1999) 연구도 진행했다.

2003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연구원은 주거지 정비의 제도

적 과제를 제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2002) 진행한 데 이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부문」(2006)을 수립했다. 서울

시가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뉴타운사업 관련 연구는 오랜 기간 이

어졌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2003)에 이어 「서울시 뉴타운사

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2008), 「뉴타운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2008) 등 사

업 체계과 전략,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관점과 대안
2000년 이후에는 전면철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대

두되었다. 이와 관련해 수복형 정비방식, 결합개발방식 등 다양한 정비방식에 대한 연

구와 노후주거지에 대한 대안적 정비수법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주거지 환경개선

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연구」(2006), 「서울시 일반주택지내 과다열가구 밀집

지역의 가구단위 정비모델 개발 연구」(2006) 등이다. 2010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침

체로 인해 재개발·뉴타운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사람 중심의 주거재생’이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응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기존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진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했다.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2014), 「서울

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2015),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

성화구역 개선방안」(2016),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2016),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2018), 「일반주택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슈퍼블

록단위 통합연계방안 연구」(2020) 등이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주거지 관리와 정비에 있어서 다른 관점의 대안이 요구되었다. 연

구원은 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지 관리,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 도시형 한옥의 보전, 

저층주거지의 실태와 관리방향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대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살리면서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주거지로 관리·정비해 갈 

수 있는 방향과 원칙을 지금도 모색하는 중이다.

맹다미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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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는 서울 정도 600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남산제모

습찾기사업 등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당시 연구원은 서울의 경관

관리 원칙과 수단을 제안하기 위해 3차에 걸친 경관관리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

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1993; 1994; 1997)는 1차 연구에서 경관행정의 현황파

악과 국외 사례를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차 연구에서 경관관리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방침을 설정했다. 마지막 3차 연구는 경관관리제도 등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 약 10년간 서울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수단을 활용해 지역별 경관관리를 시

도했지만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경관법 제정과 경관기본계획 첫 수립
2007년에 처음으로 경관법이 제정되고 연구원은 법정 경관계획을 위해 「서울시 기본

경관계획」(2009)과 「서울시 수변·자연녹지·역사문화 경관계획」(2010)을 수립했다. 「서

울시 기본경관계획」(2009)에서 처음으로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다. 이후 「서울시 수변·자연녹지·역사문화 경관계획」(2010)을 수립하여 경관형성기

준을 제시했다. 한편, 경관자가점검제도의 안

착과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운영평가 및 개선방

안 연구」(2011)를 수행했다.

2015년에는 기존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서울시 

경관계획」(2016)을 수립했다. 기본경관계획과 

유형별 경관계획을 통합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을 재설정했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경관설

계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이후 2017년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등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한강과 하천 등 수변공간 경관관리
1990년대 초에는 경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서울의 주요 산과 하천 

주변이 중요한 경관관리 대상으로 다루어지면서 연구원은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 방

안 연구」(1994)라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후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도시하천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고, 수변공간에 대한 활용 요구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한강 제내

지(堤內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 연구들이 이어졌다. 연구원은 「한강 새모습 

가꾸기 기본계획」(1999) 연구를 수행해 한강 수변공간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중점 추

진사항들을 제안했다.

2007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강르

네상스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수립방안」(2007)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자연성 회복, 

한강 접근체계 확보, 역사문화자원의 회복과 활성화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한강르네상

스 이후에는 한강 4대 지천 및 연접지역의 이용과 개발·관리(「한강 지천 지역 발전방안

(2008)」)로 연구영역이 확대되면서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과 원칙 연구를 진행했다. 

「한강 생태·문화 공원화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2011)는 한강공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을 다룬 연구이다. 이후 추진된 한강르네상스 33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과정을 평가

하고 기록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이에 연구원은 「한강르네상스 백서」(2012)를 발간해 한

강르네상스 사업을 평가·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역사문화자원, 건축자산 발굴·보전
한옥과 옛길, 미래유산 등 서울의 역사문화자원과 건축자산을 발굴·보전하려는 노력은 

2000년 이후 시작되었다. 「서울·북경·동경의 역사문화보전정책」(2004)은 수도이면서 

역사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서울, 베이징, 도쿄의 협동연구 결과물이다. 각 도

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계획·제도, 주요 사례를 비교하

고 서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후 서울의 역사문화적 환경이 강하게 남아있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옛길의 보전가치

와 보전방안을 모색하는 「옛길의 가치규명과 옛길 가꾸기 기본방향 연구」(2009), 대규

모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사대문 안 골목길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

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안」(2010) 연구, 사대문안 옛 물길을 복원하기 위한 「친수형 

마을만들기 방안연구」(2010) 등이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을 기념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한양도성 일대 「3.1운동 관련 장소의 발굴 및 보전방

안」(2015)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2015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에 산재한 인권관련 현장을 발굴해 문화콘텐츠화하는 「서울시 인권현장 발굴 및 기초

현황조사」(2015)를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수행했다.

서울의 경관관리와 역사문화자원 보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 수립을 
논의한 공청회(2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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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산 발굴과 한옥의 재조명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플랜」(2013)의 수립은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유산 보

전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지원 중심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사회의 역량을 활용해 시민 스스로 문화유산의 보전주체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유연

한 보전방식을 제안했다. 이후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방안」(2014), 「서

울 미래유산 발굴 및 세부 보전방안」(2015), 「2017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2017), 「서울감성여행」(2018),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 2023」(2018), 「2020 서울 미

래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2020)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시민사회

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한편, 2019년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를 계기로 연구원은 「중

부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2019), 「강북·강남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202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구축한 건축자산DB관리시스템에 아카이빙했다. 

이후 연구원에서 조사한 미래유산, 한옥 등 관련 데이터를 시스템에 추가해 서울연구

데이터서비스(https://data.si.re.kr/)에 공개하고 서울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한편, 1999년 북촌가꾸기가 서울시의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연구원에서는 북촌의 문제

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Ⅱ) : 북촌가꾸기 사례연구」(2000)를 수행했다. 이후에는 북촌 한옥의 수선 

및 활용방안,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북촌가꾸기로 시작된 한옥 관련 연구는 한옥

의 가치 재조명과 주거지로서의 기능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후 도심부 내 역사·문화자

원 보전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서울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2006)를 비롯한 서울시 한옥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이어졌다. 연구를 거듭하면서 한옥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료해지고, 

조사방식도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2년에 제정된 「서

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8년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

한 조례」로 통합되면서 「서울시 도시한옥 보전현황과 정책진단」(2020) 연구에서는 조

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원이 구축한 건축자산DB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함으로

써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했다. 

정상혁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민현석 |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은 매각·처분 혹은 유지·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자산운용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공공이 가진 토지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 한

편, 2014년부터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기능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의 활용실태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활용 관점의 시스템(DB)’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과 전략적 활용구상
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공공토지자원 활용 연구를 진행했

다. 1단계에서는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2016) 연구를 통

해 ‘활용시스템(DB)’을 구축하고 중점 부지의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 「공공토

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2018) 연구에서는 공공토지자원의 대상을 확대

하고, 공공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 지도’를 구축했다.

2016년 이후에는 시유지에 인접한 국유지, 구유지 등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통합 개발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원은 공공토지 관련 연구와 연계해 「공공부지 혼

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2017)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서울시 내 시유지와 인

접한 국·공유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유형별 지

침 및 가이드라인, 시범 적용 계획안을 마련한 연구이다. 이후 「공공부지 전략거점 개발

계획 수립」(2020) 연구를 통해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중점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별 비전과 전략, 추진 방향을 포함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민관협력 모델
최근에는 공공부지 개발 및 운영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2018년부터 「공공부지를 활용

한 민간협력적 사업모델 개발」(2020) 연구를 진행했다. 공공부지 활용 관련 법과 제도

공공토지자원 활용과 전략거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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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서 2021년부터는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

다. 여기서는 공공자산을 활용한 공공개발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참여개

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디벨로퍼 등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연구는 공공토지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정책적 

사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0년부터는 종합적 관점에서 공공

토지자원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2022) 

연구를 진행했다. 공공토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

는 ‘활용 가이드라인’, 정확한 토지정보 열람을 위한 ‘활용시스템’, 사업 실현을 지원하

는 ‘활용프로세스’의 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용산·상암·마곡 등 전략거점 육성
1990년대 초 서울의 주요 거점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구원은 서울시내 전략적인 지

역을 대상으로 관련 기본계획 및 발전구상을 다루기 시작했다. 「여의도지역 재정비구상 및 

광장지하개발 기본계획」(1994)을 시작으로, 「용산지역 개발 기본계획」(1995), 「용산 군 이전

적지 활용구상」(2004), 「용산 군 이전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2006), 「용산공원 조

성 기본구상」(2009) 등 거점별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상암DMC지역 관련 연구는 1990년대 말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발전구상 용역」(1999)

을 시작으로,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 2000」(2000), 「DMC 종합발전계획」(2010), 

「선도사업거점으로서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2017) 등을 수행했다. 또한 사업

이 완료된 마곡·문정 지역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2002), 「마곡, 문정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학술용역」(2004), 「문정 도시개발사

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2013)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 세부 실행전략과 방향을 구체화했다.

면(面) 단위의 특정시가지 개발
2000년대 이후 특정시가지 관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구원에서도 면(面) 단위 개

발 구상과 정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가지 조성 및 관리 연구는 「이태원 가로환경

개선 디자인 2002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2002), 「인사동 문화지구 업종실태조사 및 업

종규제 세분화 방안」(2002), 「서울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방안 연구」(2007), 「영동 1·2지

구 실태분석 평가 및 관리방안」(2010) 등이 있으며, 지구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그 외에 뚝섬 문화관광타운(2001),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2010), 창

동·상계지역(2010)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비전과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양재·우면지구 관련 연구로는 「양재동 지역 R&D기능의 활성화방안 연구」(2005), 「양

재 Agro-Botanic Park 조성방안 Ⅰ·Ⅱ(2008; 2009)」, 「양재·우면 R&D 지구 육성 종

합계획 수립」(2016) 등이 있다. 장래 여건 변화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위상을 

설정하고, R&D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대형부지와 특정부지의 공간계획
대규모 공공공간 및 부지와 관련한 연구는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기본계획 성

격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 : 시청앞, 광화문, 숭례문 광

장」(2003),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2004),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

립」(2004) 등의 연구를 통해 서울시 내 주요 공공공간 및 부지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2010년 이후에는 특정부지의 공간계획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년 「구

로 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마포 석유비축기지(2014), 노들섬

(2015), 마포 유수지 일대(2016),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2020), 서울시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2021) 등의 구체적 공간계획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의 고도화 방

안 등을 구체화했다.

민승현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공공토지자원 관련 연구의 
흐름(서울연구원 수행)

대·소규모 활용가능 시유지
DB 구축 및 활용 구상

혼재지역 DB 구축 및 
활용 구상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협력방안 모색

자산·공간가치 증대를 위한 실행계획
활용 가이드라인·시스템·프로세스 강화

•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 공공토지자원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중규모 활용가능 시유지
DB 구축 및 활용 구상

 •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 서울시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영방안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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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모색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강남북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

로 추진되었다. 노후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서울시 뉴

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 발전방안」(2006)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광

범위한 지역에 다수의 사업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가 주택의 멸

실, 원주민 주거 불안과 재정착 문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주택난 심화, 고층고

밀의 대규모 주거지 조성 등이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연구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뉴타운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방안」(2007), 「서울시 뉴타운사업

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2008), 「뉴타운 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2008) 등의 연구

를 수행했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2008)에서는 뉴타운사업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뉴타운 사

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2008)를 통해 뉴타운사업에 따른 전세난 등에 대응하기 위

해 멸실 주택의 규모를 추정하고, 사업 시기 조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뉴타운·재개발구역의 해제와 출구전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과도한 사업지구 지정으로 뉴타운사

업은 한계에 봉착했다. 과도하게 지정한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각종 사회적 논

란과 재산권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민선 5기 후반부에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인 ‘뉴

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했다(2012년 1월).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라는 원칙에 따라 

‘사람 우선 주거지재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및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과 서울형 도시재생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393개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를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원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연구를 수행했다. 「뉴타운·재개

발 해제지역 실태조사 분석 연구」(2013), 「서울시 주거재생 지원모델의 실행방안 연구」

(2015),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2017) 등이 대표적이다. 

해제구역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역별 특성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향후 해제구역에 대한 공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노후주택 등에 대한 정비 및 

개량과 함께 기초 생활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필요한 

차별화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계획
2000년대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생을 모색하는 연구

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시의 특징과 위상을 이해하고, 지역 상생

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5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지역의 입장에서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상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 국토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관련된 연구로 「분권형 지역발전과 수도권 성장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실행전략 모색」

(2005),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 발전방안과 서울시 역할」(2012), 「수도권 지역

내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연구」(2013)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격차 문제가 장기화하면 지

역의 쇠퇴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도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종합적인 균형 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는 개별 영역

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시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획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2020)을 통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을 정립하고 지역불균형 실태를 파악했으며 정책 방향과 계획체계 등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물리적인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및 기회균등, 배려, 경제적 기회

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역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성장시대의 도시재생 전략과 평가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는 고도성장시대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치유와 회복, 

소통과 배려, 협치와 혁신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 중 한 분야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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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생이며 2010년 전후로 도시재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연구원은 도시재생 관련 해외사례

를 검토하고 서울시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도시

재생정책 국제비교 연구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2006), 「도시재생과 도시경쟁력」

(2007), 「도시재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기관 역할 연구」(2010), 「지역기능 활성화

를 위한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 연구」(2010),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

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2011) 등을 들 수 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서울시 차원

의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연구원은 「도시재생특

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2013),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5), 「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2016)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

를 토대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로 이어지는 서울형 도시

재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모색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모니터링체계 등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2016), 「홍릉 일대 지역재생 및 활성화 기본구상」

(2019),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2019~2020),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도사업 성과평가 연구」(2019) 등 서울역·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

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들이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2015),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017),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

공임대시설 확보 방향」(2018),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실효성 제고방

안」(2019) 등의 연구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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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을 겪어왔고 도시의 기능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도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은 서

울뿐 아니라 모든 글로벌 대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으며, 각 도시는 그 대응전략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개원 이래 도시공간의 미래연구를 계속 수행해 왔

다. 앞으로의 미래연구는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속도감 있

는 연구, 융복합적 전망, 과감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도시공간의 큰 그림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서부터 새로운 주거환경, 다원화되는 일자리, 다양해지는 여가·문화수요, 

자율주행과 항공교통에 대한 수요 등을 담은 분야별 미래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광역대도시권, 지역균형발

전, 부동산문제 등 지속되는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또한 보행

생활권 재구성,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높이규제 완화에 대한 경관관리, 도

시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 등 「2040 서울도

시기본계획(안)」에서 발표한 이슈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이미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안도 있다. 다만,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대안으로 나

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서울시정과 민간의 중간 영역에서 이론적 기초연구와 실현성을 담보한 정책

연구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계획·재생분야 연구는 현장

밀착형 대안과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

다. 연구원 내 안전환경, 교통시스템, 시민경제, 도시사회, 도시경영분야와 실질적인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외부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적

이고 실질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다차원적인 협업 

플랫폼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 

대전환의 시대, 도시공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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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서치트리

30년 연구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주택정책의 체계화·지방화 :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정책의 선진화 :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정책의 선진화 : 주거비보조
주거복지정책의 내실화 :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주택재고관리 

향후 연구과제



주택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박원순 시정 (2011~2020)관선~조순 시정(~1997) 박원순 시정(2011~2021)고건 시정(1998~2002)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주택분야

주택정책

주택정책 기본방향(’94)

주택지표 재설정(’95)

주거환경의 질 평가(’08) 1·2인가구 주택정책(’12)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14)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16)

저소득가구 주거소요 및 
주거재생(’17)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19)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21)

정책 및 제도

서울 주택기본계획(’98) 2003~2012 
서울주택종합계획(’05)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11)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19)주택·주거 계획

주거실태조사(’98) 주거실태조사(’04) 주거실태조사(’11) 주거실태조사(’17) 주거실태조사(’19~)주거실태

주거복지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97)

서울형 주택바우처(’11)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15)

서울형 주택바우처 개선(’19)주거비 보조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14)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평가체계(’16)기타 
주거복지

복지주거기준 도입과 
정책개발(’97)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05)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선(’09)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11) 선진주거복지 구현(’16) 사회주택 기본계획(’19)

공공분양주택 대안적 모델(’21)

정책 및 
제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03)

재개발  
임대주택(’06)

장기전세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08)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10)

공공임대주택 민관협력(’12)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16)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17)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16)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18) 

공공임대주택 배분 및 임대료 체계(’19)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21)

공공

임대주택

고령친화형 주택개량 
공공지원모델(’18)

주택개량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95)

주택재고 산정(’06) 노후 아파트 관리(’11)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13)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17)

주택재고 관리 정책 방향(’20)

정책 및 제도
주택재고

관리

주택시장

안정

주택수요 및 
공급 능력 추정(’02)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04)

주택가격 동향과
서민주거 안정(’05)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응방안(’13) 주택시장 변화 특성과 정책과제(’14)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20)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

주택 임대차 법제도정비(’99) 지역별 비교 임대료 공표방안(’17) 주택임대차 제도개선(’18)

주택임대료 증액 상한기준 
운영방안(’20)

주택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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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수요로 연구 지평 확대
연구원이 개원한 1990년대에는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시장 분야 연구가 시작되었

고, 개원 후 1997년까지 총 6건의 과제가 수행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 집중하던 정책뿐만 아니라 가구의 주거소요에도 대응하고 있었다. 서울시 

역시 지방정부 차원의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였고, 연구원도 이에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민선 2기에는 장기적인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를 위해 주택기본계획, 임대주택 공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 현실화, 주

택임대차 제도개선, 부동산시장 발전방안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민선 3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시민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또

한 주거복지정책을 재정비하고,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총 12건의 

연구 중에 7건의 연구가 주택시장 환경 및 제도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다. 민선 4~5기

에는 정책의 형평성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뉴타운

사업에 따른 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시행

된 시기이었다. 이 시기에 주택분야 연구는 총 21건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민선 5~7기) 동안에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기존의 주택·주거종합계획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관

리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했다. 이외에도 주거복지(사회주택 등), 주택재고관리, 주

택시장 영역에서 정책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시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

구를 수행했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택분야 연구는 총 56건에 달한다.

개원∼민선 1기 :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주거정책의 개시
이 시기 연구원에서 수행한 주택분야의 과제는 총 6건이다. 1992년 서울은 주택보

급률이 보통가구 기준으로 56.6퍼센트, 일반가구 기준으로 50.0퍼센트에 불과했다. 

1995년 단독·다가구주택이 41.9퍼센트로 가장 많고, 가구의 3/5 이상이 임차로 거주

할 정도로 주거안정성이 낮았다. 주택분야 연구는 주택정책 및 지표 연구 2건과 주거

복지정책 연구 2건 등이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전후로 주택(부동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정책 기본방향」(1994), 「서울시 주택지표 재설정에 관한 

연구」(1995), 「서울시 부동산정책과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1996),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1997), 「서울시 저소득시민을 위한 임대료보

조제도 도입방안」(1997) 등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에서는 주거의 

질과 자원의 배분을 위한 정책적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최저주거기준과 유도

주거기준을 설정했다. 서울시와 연구원은 1997년 3월 ‘주거복지기준 설정 및 정책 구

현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1998년 4월 「서울시 주택조례」를 제

정해 제7조에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건

설교통부)는 2000년 9월에 최저주거기준을 마련·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2012)의 주거분과에서 마련한 적정주거기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준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7년 「서울시 저소득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은 서울시가 설정한 최

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간접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융자 등의 정책을 평가하고, 

외국의 임대료 보조제도의 특성과 운영절차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여건에 적

합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2002년부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

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 근거해 월임대료 보조제도(2010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

처’)를 통해 저소득층의 월세를 보조하고 있다.

민선 2기 :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틀 마련
변화무쌍한 정책환경 속에서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

치 차원에서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틀을 마련

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택분야 과제는 총 12건이다. 세부 주제로 보면 주택기본계획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4건, 주택(부동산) 시장 및 주택임대차 연구 7건 등이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시장환경 여건 속에서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

정시키고, 시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집행이 중요한 과제

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기본계획 연구」(1998)를 수행하였는데, 장기적 안목 하

에 주택공급 및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수요·공급 측면에서 주택시장의 변화를 전

망했다.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등의 주거안정 방안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주택시장

30년 연구 동향

주거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302 303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주택



의 효율성·안정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도 수립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IMF 외환위기에 따른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

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1998),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1999) 연구

도 수행했다.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에 입

각한 주택임대차 및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선 3기 : 서울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거정책 재정비
이 시기에는 뉴타운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급등했

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시기의 주택분야 과제는 총 20건이다. 주택종합계획 외의 주택분야 연구는 주거복

지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연구 5건, 주택시장 분석 연구 4건 등이었다. 

2003년 5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10년 단위로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서울시 최초의 공식적 주택

기본계획인 「2003-2012 서울주택종합계획」(2005)은 주택정책의 목표를 형평성(저소

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다양성(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지속성(생활의 질을 중시한 주

거환경 정비), 안전성(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전문화)으로 설정했다. 두 번째인 「2020 서

울주택종합계획」(2010)은 적정한 주거 소비와 주거비 부담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공

급, 수요대응적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주택 및 거주환경의 다양화, 살기 좋은 주택커뮤

니티 조성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주거복지정책을 서울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개선하는 연구도 다

양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003),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2005),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

선방안」(2006),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방안 연구」(2006)가 수행되었다. 또한 

주택시장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해 「주택가격 동향분석과 서민주거 안정방안 연구」

(2005), 「서울시 부동산가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2005)가 수행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체계와 운영방식 개선
민선 3기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되 공공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사

람에게 공급되도록 체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공공임

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003)에서는 서울시 내 20개 공공임대주택 단

지, 1,021명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최초 입주자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구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당시 40퍼센트 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규모별 공

급배분(안)도 제안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연구원이 제안한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는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

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시 반영되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료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가

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2005)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일관

된 대상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프로그램 간・정책대상

가구 간 수혜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민선 4기~5기 전반 :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이 시기는 지구별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로 저금리·저성장이 확대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

이던 시기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capital gain)을 얻기 

힘들어지자, 전세의 월세전환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주택분야 과제는 총 21

건이 수행되었다. 뉴타운사업의 영향 연구 3건, 주택공급·주거환경 등의 주택정책 및 

제도 연구 7건, 공공임대주택·주거비보조 등의 주거복지 연구 6건, 주택시장 현황 및 

수급 4건,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주거지관리 연구 3건 등이다.

당시 연구원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응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임대료 상승 억제 등

과 관련한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저가 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판단

에 관한 연구」(2007),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2007), 「뉴타운

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2008),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1),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2011) 등

이 있다.

이 가운데 「뉴타운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2008)에서는 대규모 전면 철거에 따

른 동시다발적 이주수요 발생, 임대주택 품귀, 전세가격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했다.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력해 뉴타운사업과 주택재정비사업에 따른 주

택 멸실규모를 추정하고, 사업시기의 조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은 대

규모 철거로 인한 주택시장의 충격 최소화, 철거와 연계한 주택공급, 철거주택의 대부

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임을 고려한 저가・소형주택 공급 증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

업구역의 단계적 조정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업단계별 시기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기준, 자치구별 멸실총량 범위의 설정, 노후도기준의 지구지정 필수요건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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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주거복지정책 연구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 개편을 위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2006), 「고령화시

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2007), 「장기전세주택(SHift)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

화방안」(2008),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2009), 「서울시 장기공공임

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전략도출 및 모델개발」(2010),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2011) 등이다.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 연구」(2006), 「서울시 주택부담능력 측정과 모니터링」(2007), 「서울시 주거환

경의 질 지표와 평가에 관한 연구」(2008),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2010) 등

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민선 5기 후반~7기 :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권 강화
이 시기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중·저

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더불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불안해지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주택분야 과제는 총 56건이었다. 공공임대주택·주거비보

조 등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4건, 주거종합계획을 포함한 주택정책 및 제도에 관

한 연구 14건, 주택임대차를 포함한 주택시장 관련 연구 11건, 주택재고관리 관련 연

구 5건, 뉴타운사업 정비구역의 재정착률·저렴주택 공급에 관한 연구 2건을 수행했다.

이전에 비해 주거복지정책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정

책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유형개발」(2011), 「노후주거지의 소규모 개

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2011),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2012),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2016) 등 다양한 공급 및 개발방식을 모

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관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입주민 

지원, 유형통합과 배분, 임대료체계 개선 등으로 연구의 지평이 넓어졌다. 「서울시 공

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2016),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 위한 배분체계와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2018),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방안」(2018), 「공공임

대주택 입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방안」(2019)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주택 정책에 

관한 연구, 법정계획인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연구」(2016・2021)도 진행

되었다. 주거비 보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서울형 주택바

우처에 대한 연구가 2011년과 2020년에 진행되었다.

주택재고관리 외 새롭게 등장한 과제
2020년에 들어서는 자가소유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졌다. 서울시민의 자가수요를 고

려해 「서울시 신규 공공분양주택 제도 도입방안」(2021),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

의 체계화 방향」(2021)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점유형태 측면에서 연

구범위를 다양화했다. 그 밖에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2017),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2018)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의 주거안정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한편, 노후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

면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에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2011),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개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방안」(2013), 「서울시 주거상황 감안한 주택재고 관리정책 방향」(2020) 등의 연구를 통

해 노후주택 재고관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대

안을 모색하는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특성과 정책과제」(2014), 「서울시 중장기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2020) 등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이 지속된 2010년대 초반,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로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2013) 등도 수행했다.

박은철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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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본계획에서 주택종합계획으로
서울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체적인 주택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

해 주택정책을 시행하였다. 1998년 「서울시 주택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행

한 「서울주택기본계획 연구」(1998)가 그 출발점이었다. ‘서울주택기본계획’은 주택정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었다. 당시 주택 관련 계획으로는 1972

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계획’(이후 주택건설종합계획으로 명

칭 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중앙정부가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시달’되는 것으

로, 주택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건설’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조달에 초

점을 맞춘 계획이었다. 반면에 ‘서울주택기본계획’은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수준의 목표 설정, 주거지역 정비방향,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방안 등을 포

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접근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주택기본계획 수립방식과 내용에 대한 서울시와 연구원의 선도적인 시도는 중앙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등장한 「주

택법」에서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과거의 주택건설종합계획과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

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비, 주택 리모델링 등

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은 필요한 경우 시・

도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달’되는 계획이 아닌 ‘자치’에 기반

을 둔 계획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6년에 「서울시 주

택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택기본계획의 명칭을 ‘주택종합계획’으로 변경했다.

주거정책으로의 확장과 주거종합계획
한편, 2015년 6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택

정책’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주거정책’으로 확장했다. 주거정책을 양질의 주택공급, 

주거비지원, 주거지원 필요계층 우선 지원, 주거약자 지원, 주택관리, 주거환경정비 등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고, 이에 따라 계획의 명칭도 주택종합계획에서 ‘주거종

합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주거종합계획에는 주택종합계획에서 다루지 않았던 노후주택 

개량,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

지 전달체계 등이 추가되었다. 2005년부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서울시와 연구원

은 2019년에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했던 주택기본계획은 여러 차례 중앙정부의 법률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주거종합계획으로 변화했다. 여러 요인이 중앙정부의 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지만, 서울시의 앞선 시도와 노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구  분 주택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시행기간 1998∼2005 2003∼2014 2015∼현재

근거법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주택법」 「주거기본법」

수립주체 서울시 중앙정부, 시·도 중앙정부, 시·도

주요 내용  1.   주거수준 및 주거환경수준 
목표 

 2.  지역별 주택·택지 공급에  
관한 목표년차 및 목표량

 3.  주택 규모별, 형태별, 
소유형태별, 택지유형별, 
개발주체별 공급계획

 4.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주거지역 정비

 5.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6.  주택 및 주거환경조사
 7.  법령 등 제도 정비
 8.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반시책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관리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 지원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

 7.  주택의 리모델링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택·택지 수요 및 공급
 3.   공공주택의 공급
 4.  공동주택의 관리
 5.  자금의 조달 및 운용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7.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

 8.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9.  주거복지 전달체계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정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
시기별로 계획의 명칭이 바뀐 것과 함께, 계획에서 다룬 내용도 점차 진화했다. 이 과정에

서 연구원은 계획수립의 핵심주체로서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1994년 

「서울시 주택정책 기본방향」과 1997년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

개발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서울의 주거문제와 주택정책을 진단하고 서

울의 주택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역설했

다. 1998년 제정된 「서울시 주택조례」는 이와 같은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룬 성과였다.

주택・주거 관련 계획의 변천

이슈와 연구성과

주택정책의 체계화·지방화 
: 주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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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조례」에 따른 주택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1998년 연구원에서 「서울주

택기본계획 연구」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다.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주택수요를 추정하

고, 주택공급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출했다. 특히 자치구

별 주거수준의 격차를 분석해 자치구 주택정책의 방향까지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두 차례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법

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주

택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역시 연구원이 진행했다. 이 계획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강화,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생활의 질을 중시한 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전문화를 주택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특히 주택지표를 주택재고・주거수준・부담

능력으로 구분해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이 이전 계획과 차별성을 갖는다.

두 번째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은 계획기간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해 연구원이 

수행했다. 이전의 두 차례 계획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구 주택정책을 생활권별 주택

정책으로 변경해 제시하고, 주택정책의 목표를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수요대응적 주거

복지서비스 확대, 주택 및 거주환경의 다양화, 살기 좋은 주택커뮤니티 조성으로 설정했

다. 이들 정책목표를 아우르는 비전으로, ‘적정한 주거, 활력 있는 삶’을 제시했다.

서울의 첫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0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주택수요를 새롭게 추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추

진했다. 이에 연구원은 중장기 수요에 근거한 주택수급 관리, 공적 임대주택재고 확충,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보장,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의 

효과적 관리와 성능 향상,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몇 차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주거정책은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택재고 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서비스 지원, 주택수급 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계획수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연구원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거쳐 서울의 주택정책은 내실을 더해 왔다.

남원석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흐름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 중 공급자 보조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2000년

대 수요자 보조방식의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역사는 

곧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정책수

단이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시기별 공급규모 및 정책기조에 따라 대량 

공급기(1989년~1992년), 공급 위축기(1993년~2000년), 공급 회복기(2001년~2010

년), 수요맞춤형 전환기(2011년 이후) 등 네 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심각한 주택부족과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에 대응하여 주택 200

만 호 건설계획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도시영세민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서울시는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

(현 SH공사)를 설립하고 ‘40만 호 건설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한편,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정책의 기조는 공공부문의 직접 개입보

다는 민간부문을 지원해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

택 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택시장

이 침체기에 접어듦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주거복지정책의 선진화 
: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기별 구분

<중앙정부>

 주택 200만 호  
건설 추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40만 호 건설 5개년 
계획(’89~’93) 추진

대량 공급기
(1989년∼1992년)

<중앙정부>

   민간부문 건설 활성화
<서울시>

 50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등 포함) 건설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 추진

공급 위축기
(1993년∼2000년)

<중앙정부>

 국민임대 100만 호 
계획

 보금자리주택 도입
<서울시>

 공공임대 10만 호 계획
 장기전세주택 도입

공급 회복기
(2001년∼2010년)

<중앙정부>

 행복주택 도입
<서울시>

 수요맞춤형 공급으로 
정책방향 전환
   공공임대 공급 지속

수요맞춤형 전환기
(201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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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에서 복지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01년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

해 2006년까지 추진했고, 2007년 새로운 유형인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해 ‘임대주택 신

규 10만 호 공급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

2011년 민선 5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물량 위주의 공급에서 

수요맞춤형 공급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 8

만 호를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는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를 고려해 공급 평형을 축소

하고,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정책적 변화를 꾀했다. 이후에도 서울

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공임대주택 8만 호 등 임대주택 재고 확대를 위한 공급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연구원은 시대적 상황과 서울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개원 초기의 공공

임대주택 관련 연구는 주로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턱

없이 부족했던 시기에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의 장애요인

을 분석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꾸준한 공급을 통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0만 호를 넘어섰던 2003년부터 연

구원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를 활발하

게 진행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003) 연구를 통해 공공임

대주택의 통합운영을 전제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전

세주택 (Shift) 확대 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방안」(2008)에서는 서울형 공공임대주택

인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기준 및 전세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공공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새로운 고민들
2010년부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연구원에서는 

2011년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전략도출 및 모델개발」을 진행했

으며, 2018년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 추진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

구에서는 2019년 1개 단지를 시작으로 2026년 50개 단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준공 후 30년 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단지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 시

범사업 시행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2012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입주민 자살사건을 계기로 공

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2017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1：1 심층면접조사 및 SH공사 지

역센터 실무자 인터뷰조사를 바탕으로, 입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

향과 추진전략, 실천과제 등을 제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선언했다. 

유형별 칸막이로 운영되는 입주기준, 임대료 등을 개선해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배분

체계 및 임대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해 연구

원과 SH공사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 위한 배분체계와 임대료체계 개선방

안」(2019)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시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또는 단일화를 위

해 대기자 명부를 이용한 배분체계와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15년 이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서 다루고 있지

만 별도의 기본계획은 없는 실정이었다. 2015년 12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매입・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서울

시는 이보다 앞선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연구원은 공공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두 차례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2016년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을 포

괄해 사실상의 첫 종합계획으로서 상징성을 갖는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주거상황을 감안

해 공공주택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공급목표 및 목표달성

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입주민 특성의 분석, 공공주택 인식 제고방안 등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연구에 반영했다.

2021년 제2차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도 연구원이 수행했다. 공공주택과 관련한 5년간

의 주요 여건 및 환경변화를 반영해 수요추정 및 공급목표 설정, 단계별 공급계획 등을 

제시했다. 제1차 계획과 달리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공공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이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

기자 명부 및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 도입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반영되었다.

김호기 |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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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보조가 필요한 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보조로 나뉜

다. 수혜자의 편익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은 공공분양주택을 판매해 얻

는 이익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성격이 강하다. 저성

장시대 돌입, 시세연동형 임대료체계의 확대 같은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공공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이미 재고증가형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가구의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주거비 또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보조는 주거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임차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수단이

다. 공공임대주택은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더라도 생

활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주거비보조는 민간의 주택

재고를 활용하므로 토지확보 문제가 없으며,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소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계획에서 입주까지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어, 현존하는 주거소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거비보조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가구 측면에서 주거비보조와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수준을 뛰어넘는 주택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비슷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

대로 나타난다. 주거비보조는 임대주택시장의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공공임대

주택은 많은 임차인의 편익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주거비보조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

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주거비보조 제도의 시행과 개선
연구원은 1997년 「서울시 저소득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

하면서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을 강구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외에 변변한 정책수단이 없었던 시기였다. 소득을 파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임대료보조 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상의 자활보호

대상자 소득 이하인 가구와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주거비보조는 소

득재분배・주거이동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울시 차원에

서 우선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

정되어 생계급여・주거급여**를 포함한 7종의 급여제도가 마련되면서, 빈곤층의 소득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부터 ‘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차상위계층에 

월세를 보조하는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0년 서울시는 임대료 보조제도의 주택정책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일반바우처, 특정

바우처, 임시주거바우처(쿠폰바우처)로 구분하여 시행했다. 일반바우처는 사회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제공해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이 짙었던 기존의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명칭

만 변경한 것이었다. 특정바우처와 임시주거바우처는 주거 위기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운영상의 문제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연구원

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2011) 연구를 수행해 그 타개책을 마련했

다.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의 통합,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지원금액 조정, 임대보

증금 전환가액 기준의 변경, 자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제안한 연구였다.

주거급여제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2015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하에 본격적으로 주거비보조인 주거급여제도가 시

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중앙정부는 제도의 도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짧은 시범사업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살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임대주택시장에서 가격하락의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수급자가 되어야 모든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매월 
주거급여액은 1~2인 가구 
23,000원, 3-4인 가구 37,000원, 
5~6인 가구 51,000원이었지만, 
사실상 생계급여액에 포함된 
주거비 형태였다. 김수현・장영희,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현실화방안」, 
보건복지부・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거비보조와 공공임대주택의  
장・단점 비교

주거복지정책의 선진화
: 주거비보조

구분 주거비보조 (수요자 / 소비자 보조방식) 공공임대주택 (공급자 / 생산자 보조방식)

장점

  중·단기의 정부의 재정지출(보조금, 행정비용 등) 절감
  수혜자의 임대료부담 경감
  가구 간의 형평성 유지
  주거선택의 자유 보장
  주택재고 이용의 효율성

 주택공급의 촉진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입주자의 임대료부담 경감 : 직접적인 혜택
  임대료상승 방지 / 지연의 효과
 주택보급률이 낮거나, 부족률이 높은 지역에 유리

단점

  임대료상승 유도의 가능성
  보조액 산정 및 수혜자 선정의 복잡성  
→ 부정수급, 수급지연 등의 문제 발생
  가구소득·임대료의 확인 곤란
  주택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상의 한계

 입주가구와 미입주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
 중·단기의 정부의 재정부담(건설비 등의 공급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가중
 주거선택의 제한
  관리상의 한계

자료 :  하성규, 2004, 「주택정책론」, 서울 : 박영사, 287~290쪽; Lee, V., 2003, Rental Subsidy, Research and 
Library Services Division,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46~47쪽;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2011, America’s Rental Housing : Meeting Challenges, 
Building on Opportunities, 37~39쪽;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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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실시했고, LH공사를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참여시켰다. 이에 연구원은 

「SH공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2015)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목

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해 SH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주거급

여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목표 재설정, 정책목표에 따른 제도의 재설계, 주

거급여와의 균형을 감안한 지원금액 재산정, 전달체계의 재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

다. SH공사에 대해서는 단계별 주거비보조 통합운영모델의 구축, 통합운영 시의 소요

예산 추정, 교육・훈련을 포함한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부정수급・행정오류 저감을 위

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제도의 선

정・지원기준이 완화되면서 주택바우처 수혜가구와 대상가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주

택바우처 지원규모는 2014~2017년까지 매년 1만 가구 정도에서 2019년 약 5천 가구

로 급감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20) 연구를 진행했다. 기준중위소득 등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을 완화해 정

책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구규모별 주택바

우처 지원액을 제시했다. 또한 전달체계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늘리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사회주택・긴급임시주택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

처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은철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주택재고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
우리나라 주택의 철거・교체수명은 평균 27.0년으로 일본 54.3년, 미국 72.0년, 프랑

스 80.2년, 독일 121.3년, 영국 128.0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 저출산・고령화・저성

장시대를 맞아 주택재고 관리가 주택정책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장

수명화와 성능향상이 주택재고 관리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성장시대에는 건물

을 제외한 자산가치가 어떠한 노력 없이도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주택도 개발가능성에 기대어 거래가 이루어졌

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률이 1~2퍼센트대로 떨어지는 저성장

시대에는 주택수요의 추세적 감소와 함께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주택수명

을 장기화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주택정책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측면에서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부담가능하

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주택의 장수명화를 목표로 주택개량 및 리모델

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수명화뿐만 아니라 주택의 안전성, 거

주적절성, 편리성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내진화, 배리어프리화, 에너지효율화 등을 

목표로 기존 주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재고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재고관리 부문의 선구적 연구
주택재고 관리정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구원은 주택재고관리의 방향과 방법을 제

시하는 선구적 연구를 수행했다.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1995), 「아파트관리 평

가모델 구축방안」(2001), 「서울시 주택재고 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연구」(2006)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2011) 

연구를 수행했는데, 아파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노후화 방지와 주택수명 연장이 중

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

주거복지정책의 내실화
: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주택재고관리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3.,  
「장수명 주택 인정제도 방안」,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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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제도를 평가해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사업추진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구조

적 문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개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방안」(2013) 연구에서는 아파

트의 준공부터 철거까지 생애주기별 장기수선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실증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규모 또는 

요율 등을 분석・파악하고, 장기수선계획과 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계획

수선 내지 대수선공사(수선형 리모델링) 등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방안을 

포함한 내용이었다.

중장기 주택재고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노후・저층주택의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연구, 

주택재고 관리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

링활성화구역 개선방안」(2017)에서는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리모델

링사업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18

년에는 SH공사・서울의료원과 협력해 「고령친화 주택개조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

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주택개조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령자 전

도・낙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응급실 내원 고령자에 대한 설문조사, 일본・호주 

등의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지원을 확대방안을 제

시했다.

2020년에는 「서울시 주거상황 감안한 주택재고 관리정책 방향」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서울의 인구 및 가구 추계자료, 주택거래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정책여건을 전

망했다.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한 노후주택의 현황 및 5년・10년 이후 예측도 담았다. 

영국・일본의 주택재고 관리정책 검토를 통해 재고관리정책의 목표와 방향, 과제와 시

책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의 행정적 내용연수를 상향조정하고, 주택개량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은철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선진화된 통용기준(standard)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주택정책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 결정구조로 되어 있어 시민수요와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

하기 어렵다. 주택공급정책은 배분보다는 물량・실적 중심으로 주택수요량에 따라 마련되어 

인구 및 가구의 질적 변화・시장환경 및 민간역량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주거복지정책

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보조 간에 격차가 크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비해 과도하게 완

화된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탈상품화된(저렴한) 주택보다는 ‘사회주

의적 주택’으로 인식되어, 공공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치중해 정책이 입안

된다. 주택정책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가수요를 촉발하기

도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자율과 공공개입 간의 균형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30년 이후 서울은 인구뿐만 아니라 가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가구감소시대에는 주

택건설보다는 주택개량・재고관리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양적인 주택수

요보다는 질적인 주거욕구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의 공간

적 확대도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 분석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부문의 탄소배출량 저감 등과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 및 기술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주택 또는 주거문제에 만병통치 해법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

해 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면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집중하면 택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상승한 임대료의 영향을 받아 중・장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잘못 시행된 주택정책은 불가역적인 부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환경 분석

・예측 및 정책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주택연구는 임기

응변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수 없다.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 

주택정책의 선진화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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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보

도시정보실의 역할과 발전
이슈와 연구성과

 전산정보시스템 및 자료실 운영
 연구정보 관리와 활용, 연구지원
 시민 소통 확대, 연구성과 확산 

향후 과제



도시정책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문에 정통한 우수한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공하고, 연구성과를 보전하는 

연구지원이 필수적이다. 연구자들의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한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환

경도 수반되어야 한다.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양질의 간행물을 발행해 정책당국은 물론 학

계, 언론,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 공유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도 중요

하다. 건강한 연구생태계는 좋은 도시정책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도시정보실은 실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내 조직으로 구성

되었다. IT 기술 발전과 데이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신인 도시정보센터에 빅

데이터분석 기능을 추가해 승격되었다. 

도시정보실은 연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와 그 메타정보를 확보·공유하고, 개

별 연구로 수행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자료실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학술 자료를 수집해 원내에 제공하고 연구성과물을 축적·

보관한다. 교정교열 작업을 수행해 좀 더 읽기 쉬운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기간행물과 

학술지를 간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연구원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통합정

보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를 총괄한다.

현재 정원 21명, 하부조직 4개 팀
도시정보실은 빅데이터분석팀, 연구자료운영팀, 정보시스템팀, 출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 및 구성인원은 아래와 같다.

1992~1998년 : 전산정보와 자료출판
도시정보실의 조직 변천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시기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이다. 1992년 개원 당시에는 자료전산실로 출발했고, 전산·

정보 부문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1998년 2월에 전산정보연구부로 확대 개

편되었다. 이때 자료전산실의 하부조직인 자료출판팀은 기획조정실 산하로 이동했다.

1999~2010년 : 도시정보분야 연구 수행
전산정보연구부의 업무지원기능을 분리해 기획조정실 산하 정보지원팀으로 옮기는 한

편, 지리정보연구센터를 신설해 연구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리정보연구

센터는 2001년 도시정보연구센터로, 2005년 디지털도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서울시 

GIS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 데이터 및 단위 업무별 응용시스템 

구축 연구, 도시종합정보화 기반 구축 연구 등을 수행했다. 2008년 조직개편(1실, 2본

부, 1관)으로 연구기능은 연구본부로, 업무지원기능은 기획조정실로 나뉘어 옮겨졌다.

2011~2019년 : 도시정보 대시민서비스
도시정보센터는 2011년에 설치되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서울 및 

대도시 관련 도시정보를 수집, 체계화해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 간행물을 발간하고, 온라인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도시정보 대시민서비스의 허브 역할이다.

2020년~현재 : 도시정보실로 격상, 데이터 지원 강화
2020년에는 도시정보센터를 도시정보실로 격상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 전담조직을 신

설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료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서울시 핵심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김상일 | 도시정보실장

최선희, 김미연, 박은순 | 연구자료운영팀   강향숙 | 정보시스템팀

한혜정, 전말숙, 최종찬 | 출판팀   김지한 | 빅데이터분석팀

도시정보실의 역할과 발전

연구자료 지원과 연구성과 보전

도시정보실 조직 및 주요 업무 
(2022 기준)

도시정보실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연구과제 지원 및 공동수행
 •   서울인포그래픽스 발간
 •   데이터인사이트리포트 발간
 •   설문조사 표본 및 설문 설계 
지원

빅데이터분석팀(3명)
 •   연구기초자료 구축 및 지원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운영
 •   정보자료실 운영
 •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   연구산출물 관리 및 아카이빙
 •   연구원 기록물 관리

연구자료운영팀(6명) 
 •   정보화 기획, 통합정보 

•   시스템 운영
•    내부포털, 전자결재, 기록물철
 •   과제관리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    정보인프라 운영, SW 관리

정보시스템팀(4명) 
 •   정규보고서, 워킹페이퍼,  
이슈페이퍼 발간

 •   단행본, 정책리포트,  
세계도시동향,  
서울도시연구 발간

 •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운영

출판팀(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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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시스템과 기반 시설 변천

1997년 LAN 도입과 홈페이지 개통
1997년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구 예장동으로 서울연구원 청사를 이전하면서 처음으로 

LAN을 도입하고, 홈페이지(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를 개

설했다. 2013년에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홈페이지를 구축

해 멀티 브라우저 접근성을 높이고, 소셜미디어 링크와 모바일 최적화 등을 시도하는 

등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원명을 서울연구원으로 바꾸면서 홈페이지 주소

도 'http://www.si.re.kr'로 바꾸었다. 20년간 축적된 연구성과물의 메타데이터를 정

리하여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였다. 

2019년에는 정보 확산과 관련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동영상 등 미디어 활용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다시 업그레이드했다. 

1999년 연구원 최초 그룹웨어 도입
1999년에는 Lotus Notes Client를 기반으로 연구과제 관리, 결재, 이메일, 게시판 기

능 등을 포함한 그룹웨어를 도입했다. 이후 2006년에는 웹환경 인트라넷으로 업그레

이드 했다. 2008년에는 인트라넷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연구원 내 모든 수

기 결재를 전자결재로 대체했다.

2010년 연구-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과제 관리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0년 연구-행정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해 연구과제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

구과제와 연계해 인사, 재무 등 행정 처리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체계 기반

을 마련했고, 내부포털시스템으로 오픈했다. 2011년에는 문서유통센터(행정안전부)를 

통해 외부 기관과 문서유통을 시작했다. 2017년 내부포털시스템의 Active-X를 제거

하고 웹표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

2020년에는 연구원 내 신규 정보화 요구에 대응하고 웹표준 준수를 위한 통합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개년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근거해 2022

년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착수했다.

2016년 정보보안 전면 강화
서울연구원의 보안 정책도 단계적으로 강화되었다. 초기 LAN 도입 시 방화벽을 사용

했고 이후 웹방화벽, 스팸차단, DB암호화, VPN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2016년 

이후에는 정보보안을 더욱 강화해 PC지킴이, 매체제어, 유해사이트차단 IPS, 개인정

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2016년부터 ‘사이버보안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수립했다. 2021년부터는 매월 연구원 내에 최신 정보보안 이슈를 메일로 공유하는 한

편, 원내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원격 업무환경 마련 
서울연구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원격근무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전 직원에게 VPN ID를 발급해 원격접속을 가능하게 했다. 집현실과 소회의실 

5곳을 스마트회의실로 전환하고, 화상회의 솔루션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

경에서도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했다. 

도시정보실 보유 장비 및  
자료 현황장비

IT 인프라
서버 35대, 네트워크장비(백본, 스위치) 33대, 보안장비 13대,  
기타(백업, 스토리지 등) 4대 

소프트웨어 일반 SW(OS, 한글 등) 14종, 전문 SW(GIS, SPSS, 그래픽 툴 등) 21종

자료

학술 및 연구자료
장서 5만여 권, 전자책 2만여 권, 학술 전자정보원 해외 8종 · 국내 4종,  
아카이브 간행물 약 9,000여 건, 연구자료 약 130종

출판물
연구보고서 1,678권, 단행본 136권, 정책리포트 352호,  
세계도시동향 527호, 서울도시연구 게재논문 806편

도시정보실 주요 시설

서버실 정보자료실 라운지도서관

이슈와 연구성과

전산정보시스템 및 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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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도시 관련 전문도서관

1993년 자료실 개관
서울연구원 정보자료실은 서울 및 도시 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 서울연구원 설립 직후 

설치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서울 및 도시 관련 국내외 단행본 5만여 권을 비롯해 

연속간행물·유관기관 자료 등을 수집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다양한 학

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존의 장서 목록 검색 기능에 더해 원문자료를 검색하고 서비스할 수 있

는 해외 학술 전자저널 DB를 도입하고, 학술저널 기사색인 DB를 구축해 저널 기사검

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그레이드했다.

2010년 전자도서관시스템 도입
2010년 연구원은 통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자도서관시스템 및 도서관홈페이지

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웹접근성을 준수한 Web2.0 기반의 홈페이지로 개편해 이용

자참여형 전자도서관으로 고도화했다. 2013년에는 도서 마그네틱 감응방식에서 RFID 

시스템 방식으로 장서 관리 방식을 개편해 효율성을 높였다.

2013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변화하는 도서관 기능에 맞추어 2012년 ‘정보자료실 공간 리모델링 및 연구지원서비

스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소규모 연구공간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자유

로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보서비스를 강화했다. 2013년도에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내 600여개 전문

도서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도서관으로는 최초로 문화체육

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에는 전문도서관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에

서 주최하는 제48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0년 스마트 전자도서관으로 전면 개편
2020년에는 전자도서관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API 기반의 시스템

으로 전면 재개편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중심으로 고

도화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원 성과물과 도서관 콘텐

츠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로비 공간에 라운지도서관을 조성하고, 자가대출반

납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로써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료 

이용도 편리해졌다.

연구 기초자료·성과자료 관리

1999년 연구정보 관리체계 구축 시작
1999년 서울연구원 그룹웨어 도입을 계기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행·재정, 복지, 

GIS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자산을 연구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웹 GIS 기반의 연구정보시스템을 구축했

다.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연구활동에 의해 생성된 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

고 공유하고자 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다만 연구원 이용자의 현실적인 수

요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단계 사이에 간극이 컸고, 관리운영 인력이 부족해 시범 

운영에 그쳤다.

2010년 연구원 지식정보시스템 가동
2010년에는 대대적인 연구원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노트, 지식시스템, 기초자

료시스템으로 구성된 지식정보시스템(KMS)이 도입되었다. 연구노트나 지식시스템의 

경우 조직문화 형성에 미치지 못해 기능이 점차 축소·상실되었지만, 기초자료시스템

은 원내 수요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2017년에는 연구원 내부포털을 개편하면서 데이

터 메타정보를 체계화하고, 데이터 검색과 신청 기능을 통합해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2022년에는 연구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용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

용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12년 연구기초자료 수집·운영 체계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획득하는 작업은 종종 

인력과 시간낭비로 이어지곤 한다. 2012년에는 서울시와 연구원 간 필수 기초자료 협

조 정례화를 추진해 기초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일관된 데이터 시점과 공

간범위 기준을 확보했다. 2015년부터는 시계열·대용량 연구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운

연구정보 관리와 활용,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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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리하기 위해 오픈소스 RDBMS(PostgreSQL)를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QGIS에서 연구기초자료 DB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개발해 배포했다. 

2018년 연구성과자료 관리 기반 마련
연구성과물 수집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규칙을 정비해 연구성과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2018

년에 이르러서였다. 이후 수탁과제를 포함해 과제수행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성과물(보

고서, 데이터 등)은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되고 있다. 2022년 통합정보시스템 고

도화사업에서 연구산출물 관리를 과제관리체계에 통합해 절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아카이빙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원내 연구지원 

2015년 데이터 분석 교육 실시
연구 기초자료 지원과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층의 공용전

산실을 교육장으로 정비했다. 2015년 분석대상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분석프로그램

을 주제로 ‘자료분석특강’과 ‘오픈소스GIS교육’을 원내 교육시리즈로 기획·운영했으며, 

2018년에는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조직의 지식으

로 축적하기 위한 ‘연구경험 공유의 장’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의 빅데이터 비즈니스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인식조사와 새로운 연구지원방식 시도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외에 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인식, 사회 이슈에 대한 시

민 의식 등을 알아보는 조사가 시도되었다. 2015년에는 주택소유 및 주거환경에 관한 

시민 의식 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이후에는 서울시 주요 정책과 관련해 시민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인식조사와 SNS 분석을 수행했다. 2018년부터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데 해외 학술지 약 6만 편, 소셜데이터 약 200만 건을 텍스트마이닝하는 등 

빅데이터(소셜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품질관리 컨설팅과 분석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설문조사 컨설팅과 조사결과 분석지원업무가 시도되었다. 조사단계별로 점검할 사항

과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작성했고, 위탁설문조사 표준과업내용서를 마련

해 연구자 스스로 설문조사 위탁 업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 참여 및 데이터 분석 협업 활성화
2017년에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모색했다. 빅데이터 수집체계를 정

비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을 검토했다. 신설된 빅데이터분석팀은 대용량

자료, 텍스트마이닝, 공간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분석업무를 대행해 다양한 연구과제

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과제로 수행한 「서울시 민원상담 빅데

이터 활용방안(1차/2차)」(2019, 2020) 등이 대표적인 협업(지원) 과제이다.

빅데이터 접근성 및 분석지원 강화
서울시-서울연구원 간 빅데이터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서울시 빅데

이터 캠퍼스’ 분원 제1호가 서울연구원에 설치되었다. 서울시 산하 4개 연구기관(서

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2019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국제 포럼을 

운영해 왔다. 2021년에는 서울연구원 총괄주관으로 ‘팬데믹 이후 도시의 도전과 미래’

를 주제로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 미세먼지 저감연구를 위해 고성능컴퓨터(HPC)를 도입했다.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CPU, 메모리, 데이터 입출력 등 동적 자원 할당이 가능한 가상머신 분석환경을 

구축해 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2021 서울 빅데이터 포럼 
(2021.11.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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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 플랫폼

뉴스레터와 서울이슈큐레이터
연구원이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원문을 시민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연구원 

홈페이지를 개통하면서부터였다. 2003년에는 ‘SDI 메일링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 회

원 6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출발한 뉴스레터 메일링서비스는 현재 ‘주간브리프’라

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다. 좀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알기 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하고 연구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시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에 관

해 정책연구로 답하는 ‘서울이슈큐레이터’를 기획해 매월 제공하고 있다.

SNS를 이용한 소통 강화
시민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소통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는 연구원 SNS 계정을 개

설했다.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eoulInstitute), 트위터(https://

twitter.com/seoulinstitute), 블로그(https://blog.naver.com/seoulinst),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eoulinstitute)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시민

에게 연구원의 연구성과와 서울시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구논문공모전 시행
2013년에는 서울연구원이 열린 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을 

시행했다. 서울연구원이 축적한 자료는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부터 협

조받은 서울데이터를 자료안내서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쓸만한 연구자료에 목말라 있던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다. 2014년 공모전부터는 공개 우수논문 발표회를 개최했으

며, 2017년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해 오던 ‘대학생 시정연구논문공모전’과 통합해 우수논

문에는 서울창의상을 수여했다. 서울연구논문공모전이 시행된 총 8년 동안 약 1,8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고, 서울을 연구한 논문 366편이 제출되었다. 

연구성과 공유 플랫폼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연구원은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https://data.si.re.kr)를 구축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연구자료와 도시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행정

자치부에서 주최한 ‘2015년 전자정부 대상’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2015년 구축 초기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통계연구시리즈(지도로 본 서울, 지표

로 본 서울, 통계로 본 서울 등)의 원문과 분석용 통계데이터 등을 상세한 메타정보와 

함께 제공했다. 2016년에는 서울의 주요 경관을 기록한 경관기록사진(사진으로 본 서

울)을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

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웹기반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분석용 데이터, 메타데이터, 튜

토리얼식 소스 코드 공유)으로 전면 개편했다.

현재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는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성과자료(데이터로 본 서울, 서울

의 근현대 유산 등), 빅데이터 분석 콘텐츠(인사이트 리포트), 통계연구시리즈(서울과 

세계 대도시, 지도로 본 서울, 지표로 본 서울, 통계로 본 서울 등), 지도 기반의 서울

경관기록 사진(약 3만 6,000여 장), 조사데이터(국가승인통계, 연구과제설문조사)를 

주요 콘텐츠로 제공 중이다.

연구성과 출판과 콘텐츠 배포

고품질 연구보고서 발간 체계
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래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

구과제를 수행해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정책과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고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출판팀은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연구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연구보고서의 시민 접근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구보고서 발간 절차에 교정교

시민 소통 확대, 연구성과 확산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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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단계를 추가했다. 교정교열을 거쳐 문장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고, 보고서의 질을 

향상해 대시민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했다. 2015년 편집출간팀(현 출판팀)이 출범하면

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전문 출판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었다. 연간 100건에 이르는 

연구원 자체 과제를 대상으로 제목 손질, 교정교열, 그래픽 검토, 영문초록 감수, 편집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읽기 쉬운 연구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2020년 편집위원회 기능 강화에 발맞춰 편집데스크 역할 확대, 발간절차별 그물망식 

관리 등으로 전문 출판시스템을 안정화·체계화했다. 현재 시도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 중 전문적인 출판관리를 수행하는 곳은 서울연구원뿐이다. 서울연구원의 전

문출판시스템은 다른 기관이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7년 단행본 기획 발간 확대
연구원은 2017년 도서출판팀(현 출판팀으로 통합)을 신설하면서 단행본 기획 발간 업

무를 확대했다. 이는 정형화된 연구보고서 발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시민

과 공유할 만한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해 도시 담론, 공공성 등에 관

한 질문을 시민에게 직접 던지면서 출판시장에서 서울연구원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

다. <서울을 바꾸는 정책>(한글판 17종, 영문판 11종), <마이너리티 리포트>(5종) 같

은 시리즈와 더불어 『서울감성여행』, 『노인을 위한 동네』, 『도시의 자격』, 『서울이 본 도

쿄, 도쿄가 본 서울』 등 70여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2020년부터는 다양한 분야

의 내·외부 저자를 적극 발굴

하고 있으며, 단행본이 시민

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

각화했다. 높은 가독성과 세

련된 디자인으로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출판을 지향하고 있다.

해외 정책사례를 담은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정에 참고할 만한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

하는 정기간행물이다. 2000년 6월부터 월 2회 발간해, 2022년 6월 제527호에 이르고 

있다. 2021년 기준 15개국 31개 도시에 상주하는 35명의 해외통신원 네트워크를 확

보하는 등 글로벌 현안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 전문 연구 학술지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 관련 연구논문을 수록하는 계간 학술지이다. 

1993년 <서울시정연구>로 출발해 2000년에 <서울도시연구>로 제호를 바꿔 현재에 이

르고 있다. 2006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되었으며, 2020년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록 

국제・지역개발 분야 학술지 중 인용지수 1위(3~5년분)를 기록하는 등 중요성과 신뢰

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책 제안 다이제스트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는 연구원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전달하는 다이제스트 형식의 간행물이다. 

서울시가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결

하게 압축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2007년 12월 제1호 발행을 시작으로 월 2회 발간되

어, 2022년 6월 말 현재 제352호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정보를 시각화한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인포그래픽스는 연구원이 그동안 축적한 도시계

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경제·산업 등 

여러 분야의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산재

해 있는 서울 관련 데이터를 그래픽과 함께 알기 쉽

게 정리하는 콘텐츠이다. 서울의 모습과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그래프와 그림으로 가독성 높게 표현해 시

민에게 제공한다. 2012년 10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

로, 2022년 6월 말 현재 제331호 발간에 이르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인사이트 리포트’
2017년에는 서울시 관련 언론보도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주요 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월간 서울동향리포트’를 발간했다. 경제, 지역, 사회 등 8개 분야별 이슈를 

비롯해 서울시 정책연구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시정 포커스’로 선정해 트렌드와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0년에는 텍스트마이닝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전달하

는 ‘데이터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과정에서 대용량·비정형·시공간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했다. 데이터 분

석 결과가 연구과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발간 후에는 데이터와 분석

노하우를 원내 기초자료로 축적·활용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발행한 단행본 

「진화하는 교통」 「도시의 자격」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데이터를 시각화한 간행물 
‘서울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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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접근성과 분석역량
자료 기반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는 연구 흐름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비중

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 자료는 풍부하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한 시점이다. 빅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한 빅데이터 근

원은 서울시이지만,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의 빅데이터 접근은 충분치 않다. 서울

시가 생성하는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근성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통해 형성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연구원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단위 과제에서는 소화하기 버거운 자료 구득과 분석의 부담을 줄

여, 더 효과적으로 자료기반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조사 분석 지원과 품질관리
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사회조사를 수행해 고유의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시민이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청년패널조사가 기획·수행되고 있다. 도시정보실은 이

러한 조사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사업체 선정 및 계약, 품질관리, 조

사결과 관리 및 공표 등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연구부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연구

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설문조사의 품질관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변화나 도시 변화와 같은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연구자와 협력해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은 기초자료를 수집해 축적하고, 연구원 고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

츠를 생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달라진 연구방식과 연구정보 인프라
신속하고 학제적인 연구에 대한 수요, 일상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의 발전 등은 연구하

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메신저를 이용한 즉각적이고도 비동기로 이루어지는 의

사소통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연구진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

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컴퓨터나 노트북은 물론 개인화한 스마트기기를 이

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가상

머신에 접속해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연구의 방식, 협업의 방식이 이미 바뀌었다. 연구원도 연구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중화된 원내 무선망과 VPN, 클라우드 스토리지, 가

상화를 이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공유, 협업 솔루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연구정보 인프라 위에서 연구자 개개인의 지식은 지식관리시스템의 자산이 될 

것이며,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협업을 통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지식자산은 

분명 연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자료 축적과 활용·공개
연구원은 설립 이래 서울시와 시정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해오고 있다. 각

종 정보자료의 기록과 보관은 연구원의 사명이기도 하다. 기록을 통해 후대의 연구자

가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자료실은 연구원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최고의 도시전문도서관으로 위

상을 설정하고, 도시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연구원 자체의 기록뿐

만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기록 또한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의 발간물은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 수요에 따라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연구보

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하거나 연구원만의 품질 높은 단행본 발간을 확대하는 것도 적

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성과물은 연구보고서뿐만 아니

라 조사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서비스

도 충실히 할 수 있다. 

향후 과제

새로운 연구방식 지원과 
시민 정보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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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트리

30년 연구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도시경쟁력과 미래연구 
도시외교의 동향과 추진전략
남북교류협력에서 평화·안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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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교분야 리서치트리 (1992~2021)

박원순 시정(2011~2021)박원순 시정(2011~2021)

세계도시연구센터

2012~2015
글로벌미래연구센터

2016~2017
도시외교연구센터

2018~2021

이명박 시정(2002~2006) 오세훈 시정(2006~2011)

분야별 연구성과
도시외교분야

남북관계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18)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남북협력(’18)

유엔 대북제재 하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18)

대북 경제협력 방향(’18)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방안(’19)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 방안(’21)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방안(’19)

남북 이산가족 정책(’21)

서울-평양 
교류협력

한강하구, 남북협력의 새 공간(’18)

도시 간 평화 체제 구축 방안(’19)

세계 보편평화를 위한 서울시의 대응(’20)

서울시 동북아 평화구축 방안(’20)

한강의 평화적 이용(’19)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21)

서울시 평화, 안보 이슈 및 평화 정책(’21)

통일·평화
·안보 
문화 조성

도시

경쟁력과 
미래 

창의시정 모델(’08)

창의시정 정책성과(’09)

G20 정상회의와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10)

서울 도시경쟁력 지표분석(’11) 도시경쟁력 평가체계(’13)

수도권 소프트파워 발전전략(’12)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21)도시경쟁력

도시생활양식 변화(’12)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16)

서울의 미래세대(’17)

서울미래 어젠다(’15) 2040, 서울을 묻다(’18) 스마트시티 시대의 사회 쟁점(’19)

서울의 미래세대(’21)
도시의 미래

도시외교

해외도시 연구 및 교류(’13) 도시외교 기본 전략(’15) 도시외교 가능성(’18)

도시외교 메커니즘(’19)

코로나 이후 도시외교(’20)
도시외교

이론

서울과 싱가포르의 모빌리티(’16) 

서울의 교통 인프라(’17)

서울과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주민참여(’17)

서울의 주택수요 대응(’18)

서울과 상가포르의 고령친화도시 정책(’18) 

서울의 도시공간구조(’19)

정책공공

외교

중국 동북3성과 도시외교(’18)

베이징과 교류협력(’19)

국가핵심이익 : 중국 화평발전노선(’19)

대중국 도시외교 ‘다자화’(’21)

중국의 유럽 대상 경제보복과 위기관리(’20)

지역연구

 및 
대중국 
도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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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분야, 미래연구로 확장
도시외교 연구분야는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세계적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도시정부 및 국제기구와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는 정치·경제적이고 사회·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시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

래연구 영역으로 연구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교

류 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평화·통일·안보 영역의 연구를 확대해, 중·장기적 관점

에서 한국의 수도 서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요 근거를 제공한다.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연구분야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의 성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도시외교분야의 연구와 사업은 전 세계도시 사

이에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

인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를 분석해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지형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어

떻게 강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세계의 다른 도시

와 어떻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지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포괄한다.

도시외교 활동의 지속가능성 모색
서울시는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도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경제, 사

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연구원은 서울

시가 구축한 양자간, 다자간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시 차원에서의 글로벌 의제들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기여했다. 세계 대도시 지역 및 정책 연구를 확대하고 주요 

대륙 및 지역별 교류협력 전략을 마련했으며,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외교 활동이 중장

기적인 맥락에서 연속성 있게 지속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도시외교분야 연구는 총 67건이고, 세부 주제로 살펴보면 도시경쟁력

과 미래 연구 19건, 도시외교 연구 33건, 남북관계 연구 15건으로 집계된다.

개원~민선 1기 : 동북아 협력체계
연구원이 도시외교분야 연구를 수행한 역사는 199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동

북아시아 지역 내 경제적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서울시도 지방

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교류 활동과 사업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주요 해

외도시와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 주요 도시들과 다양한 문화· 

경제 교류 협력을 시도했고, 대륙별 주요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해 협력기반을 마

련했다. 이 시기부터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 내 도쿄, 베이징, 중국 연안 도시들과 새로

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찾는 한편, 동북아 지역과 도시들 사이에서 서울의 위

치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를 시도했다.

민선 2~3기 : 자매우호도시 협력 확대
민선 2기(1998~2002)에는 IMF 외환위기로 해외도시와의 교류가 시정 운영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이전에 구축한 국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했

다. 특히 서울의 장기적 도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글로벌 의제와 선진시책을 탐

구했고, 주요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해 서울의 위상과 외국인들의 방문을 확대했다. 

2001년부터는 외국도시 공무원을 초청해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초청프로그램’이 처음 시도되었다.

민선 3기(2002~2006)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

개되었다.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매력을 높여 다국적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국

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취업 지원 등 국제화 사업이 시도되었다. 

30년 연구 동향

국제사회 속 서울의 위상과 네트워크

서울·북경의 역사지구 보전과  
재생에 관한 국제세미나 
(20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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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네트워크도 정책 분야별 협력망을 구축, 정기적인 포럼 개최, 정책 벤치마킹

을 늘렸다. 도로, 대중교통, 재해, 상수도, IT 등 정책 분야별 국제회의에 참석해 서울

을 홍보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에는 서울시 국제협력기금(현 대외협력기금)을 설치

해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지원에 필요한 재원 운용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기

반으로 초청연수사업, 긴급재난구호, 개발사업원조 등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및 원조

사업을 확대했다.

민선 4기 : 미래정책연구단 신설
민선 4기(2006~2011)에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외

교적 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과 기술교류 지원, 국제회의 유치·

개최는 물론 국제기구 내 집행위원회 선출, 사무국 유치, 새로운 네트워크 창설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자매협정 체결 도시가 1994년 13개에서 2011년 39개로 증가했고, 

국제기구 가입은 4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이 시기 연구원은 서울이 세계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을 확장해 국제적 도시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2011년에는 ‘미래정책연구단’을 원장 직속 조직

으로 신설해 미래 이슈에 대응하면서 서울시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

원과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브라운백 세미나(Brownbag Seminar)를 통해 노동시장, 

공정복지, 부동산시장, 도시건축, 공감과 설득의 소통 등 국가적 이슈와 도시적 이슈를 

함께 토론하는 새로운 지식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민선 5기 : 세계도시연구센터와 MeTTA 창설
서울의 국제적 인지도와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서울의 도시개발 경험과 정책 노하우에 

대한 해외도시의 관심도 높아졌다. 2001년 3개 도시로 시작했던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48개국 68개 도시로 증가했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도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 보건의료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서울의 우

수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해외도시 연구와 연계해 맞춤형 우수정책의 교류

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서울시 우수정책 관리 및 해외교류 활성화 계획」(2012.6.5.)

을 수립했다. 이때 서울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국제협력사업을 전담할 ‘서울국제협력단’

과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산하에 제3세계 중심의 도시연구를 수행할 ‘세계도시연

구센터’ 신설이 결정되었다. 새로 출범한 두 조직과 서울시의 각 부서, 서울시인재개발

원이 함께하는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교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세계도시연구센터는 본래 서울시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해외도시를 연구하는 기능으

로 기획되어, 2012년 6월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산하에 임시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 서

울시 해외교류 전략과 협력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역할, 이에 필요한 해외도시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역할로 발전해 2014년 독립된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세계도시연

구센터의 기능은 서울시의 도시외교 전략을 지원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전략 연구이다. 주요 연구로 「서울-동남아 간 교류협력방안 연구」

(2013), 「아시아 메가시티와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 공유 방안 연구」(2014), 「아시아 메

가시티의 도시관리 방안 연구」(2015) 등이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2014년에 싱가포르, 베이징, 상하이, 

호찌민 등 지방정부 산하 연구원들과 함께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gacity 

Thinktank Alliance, MeTTA)를 설립하고 정기교류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비타트 

베트남 사무소 및 다낭사회경제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다낭시 비전실현을 위한 도시발

전 전략」(2014), 「다낭 대도시권 형성과 허브시티 조성 실행방안 연구」(2015)를 2개년

에 걸쳐 수행했다. 2015년에는 서울시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공공외교 기본

계획」(2016)’ 연구를 처음 수립했다.**

세계도시연구센터의 두 번째 기능은 해외도시 관련 학술연구이다. 해외도시의 주요 정

책 동향과 선진 혁신사례, 개발도상국 도시 프로파일링, 그리고 해외도시 개발사업과 

원조동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13년 7월에 계간지 

<세계와 도시>를 창간, 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발간했다.

세 번째 기능은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지원이다.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사업 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2014년 7월 ‘서울정책아카이브(seoulsolution.kr)’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서울형 정책솔루션 모듈화 용역」(2014)을 통해 서울

의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6개 분야 178개 정책을 국영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해외의 관심이 높은 정책별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0월 SH 산하에 서울정책수출사업단이 설치되기 전까지 해외사업 발굴과 컨설

팅단 운영,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지원 등 해외진출사업 업무도 일부 지원했다.

*  이 네트워크는 현재 4개국 10개 대도
시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 회원도시 : 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
구원, 인천발전연구원(한국),  
국가개발부 산하 살기좋은도시센터
(싱가포르), 호찌민개발연구원, 하노이
사회경제개발연구원, 하노이도시계획
연구원(베트남), 베이징성시규획설계
연구원,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텐진성시규획설계연구원(중국) / 준
회원(국제기구) : ICLEI, CITYNET, 
METROPOLIS 

**  고준호, 2017,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 <세계와 도시> 
18호, 서울연구원, 32~40쪽.

좌) 2009 글로벌서울포럼 
 (2009.8.11) 
우)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의 
 서울연구원 방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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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 글로벌미래연구센터로 조직 통합
2010년 중반부터 도시문제에 대한 글로벌 의제가 크게 달라졌다. 국제사회에서 도시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C40, UCLG, ICLEI, CITYNET 등 주요 국제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도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2015. 9.),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2016. 11.), UN-HABITAT III의 ‘새

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 발표(2016. 10.)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정

책대응력을 강화하고, 국제네트워크에서 서울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

다. 한편 고도성장기가 저물고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라 글로벌 의제에 대한 정책대응력을 강화하

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해외 연구기관과의 정책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는 

미래연구센터와 세계도시연구센터를 ‘글로벌미래연구센터’로 통합했다. 이 시기에는 ① 

글로벌 의제와 미래 연구, ② 해외도시와의 정책협력 연구, ③ 서울시의 도시발전 경험 

연구 등을 수행했다. 

첫째, 글로벌 의제와 미래연구로는 「위험사회론과 서울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국제

비교연구」(2015), 「동아시아 세 도시의 희망과 절망 : 상해, 서울, 동경을 중심으로」

(2016), 「서울미래전략 발굴을 위한 서울 미래 어젠다 연구」(2015), 「서울미래 보고서 

시리즈」(2015~2018), 「서울의 미래세대 연구: 서울은 어떤 미래 세대를 어떻게 성장

시키는가」(2017)가 수행되었다. 

둘째, 해외도시와의 정책협력 연구는 「서울시정에 관한 국제연구기관 협력 연구」

(2015), 「Partnership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in the APEC 

Region」(2015), 「Role of Governance in Urban Transformation of Seoul(Best 

Practices)」(2017) 등이 수행되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연

구기관들과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싱가포르 세계도시서밋(World 

Cities Summit)에서는 서울시가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했다. 이 밖에 

싱가포르의 살기좋은도시센터(CLC)와 공동연구를 기획해 세 차례에 걸쳐 수행했다. 

서울과 싱가포르의 보행도시계획,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및 고령친화도시 정책사례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셋째, 해외도시가 서울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전후 폐허였던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가 급

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당면했던 주요 도시문제(교통, 주택공급, 도시계획·개발)를 어

떻게 해결했는지 분석한 <서울시 도시발전 경험 연구> 시리즈를 영문으로 발간했다.

민선 7기 : 도시외교연구센터의 역할
2016년 2월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 서

울시는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17)*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세계와 함께 나누

는 서울’이라는 기조 아래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번영 기여, 민관협치

형 도시외교 수행, 도시외교 기반 조성이라는 4대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도

시외교 활동영역과 역할을 더욱 다변화하고자 했다.

연구원은 2018년에 글로벌 미래연구센터를 ‘도시외교연구센터’로 전환하고 주로 동북

아 지역에서 외교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도시

외교 관련 연구는 중장기적 도시외교전략 연구, 지역연구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트

럼프의 등장, 미·중 갈등, 북핵 문제 심화 등 세계정치경제 변화 연구를 늘렸다. 또한 

2018년 남북관계가 빠른 해빙기를 겪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한 

후 연구원도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

제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통일 기반조성과 평화·안보를 위한 연

구도 확대하는 중이다.

변미리 | 도시외교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송미경 | 도시외교연구센터 연구원

*  서울시, 2017,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세계와 도시> 18호, 
서울연구원, 10~29쪽.

MeTTA 포럼 발족식 
(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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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과 창의성
2008년에 출범한 민선 4기 시정은 기존의 관료제적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성에 기반한 

행정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도시를 둘러싼 논의 중 주목할 만한 주장들은 

국가 중심의 경제 구조가 도시 중심으로 옮아간다고 하는 ‘도시’의 부상이다. 즉, 지역

단위의 도시가 국가를 대신하거나 국가 성장 동력의 주도자(initiative) 역할을 하기 시

작한다는 주장이다(OECD, 2005).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경쟁력 모델’의 주요 요소가 ‘창의성’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

다(R. Florida, 1995; 2002). 도시의 역량 강화나 도시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기존 논

의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발전 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

직 ‘창조성’, 창의성’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현실에 적합한 모델로 정립하기는 쉽지 않았

다. 당시 서울시는 ‘창의시정’을 표방하면서 서울에 새로운 도시거버넌스 모델을 적용

해 도시역량을 높이려 했다.

창의시정모델과 도시경쟁력 진단
연구원은 서울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의 창의시정 모델 연구」(2008)를 수행

해 창조성을 기반으로 도시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창의시정모델은 비전, 

전략목표, 실행시스템으로 체계화되며, 이 모델에서 강조한 것은 창의성에 근거한 전

략목표가 어떻게 도시정부의 실행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였다. 「창의시정 정책성

과 평가 연구」(2009)는 창의시정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강

화되었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는 국제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창의시정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 방안 연구」(2010)는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과 관련해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서의 사람과 문화 

등의 요소인 무형적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흐름을 반영한 연구이다. 당시 서울에서 개

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을 분

석해 서울시의 포지셔닝 전략을 제안했다. 

「도시경쟁력 지표분석을 통한 서울의 위상과 과제」(2011)와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

교분석」(2013) 연구는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현황을 지표에 근거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

다.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연구는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중심으로」(2021)로 이어지면서 계속되고 있다.

미래도시 연구 
미래연구는 시정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연구영역이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서울시가 미래행정을 위한 도약을 시작한다’고 발

표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해 정책영향을 사

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정운영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응해 연

구원은 2014년 12월 미래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미래예측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미래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 등을 추진했다. 

연구원은 이미 2012년 서울시 차원의 미래사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미래

서울 2030 : 도시생활양식의 변화」(2012)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

미래전략 발굴을 위한 서울미래 어젠다 연구」(2015)에서 글로벌 의제와 서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어 「2045 미래서울 보고서 :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2016) 연구를 수행해 미래 서울의 경제사회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시민참여 방법론을 활용해 30년 후의 서울을 예상했다. 미래연구는 포괄성이 있어서 

정책 발굴로 연계되는 포사이트(foresight)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정 세대

의 변화에 중점을 둔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2017) 연

구를 진행했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려면 사회 각 주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미래예측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으로 ‘미래포럼’을 운영하고, 포럼 내용을 「2040, 서울을 묻다」(2018)라는 단행본으

로 발간했다. 2019년에는 미래도시의 변화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진

행했다. 「스마트시티 시대의 사회적 쟁점과 서울시의 대응과제」(2019)이다. 이 연구는 

스마트 도시로 변화할 때 생기는 사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갈수록 중요

해지는 세대 문제를 주목하고 이 이슈가 도시사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단행본 「서울의 미래세대」(2021)를 발간했다.

변미리 | 도시외교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슈와 연구성과

도시경쟁력과 미래연구

346 347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도시외교



2010년대에 들어 서울시는 기존의 단기적·의전 중심의 국제교류에서 탈피하고, 중·

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기반한 도시외교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변화된 국내·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했다. 2014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국

제협력관을 신설해 도시외교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 4대 기본방향과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국제교류협

력 형태도 기존의 친선·우호도시 기반의 양자외교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도시 간 국제

기구 중심의 다자외교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도시외교 이론화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이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13년에는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는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했다. 이어 도시외교 여건 분

석과 함께 국제기구 협력사업, 해외도시 컨설팅 및 협력사업의 현황을 보완한 후속 연

구를 진행했다. 2015년에는 도시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

공외교 관점에서 도시외교 영역 확대, 우수정책 진출 지역 확대, 국제기구 활동을 핵심

으로 하는 정책방향과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2017년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화와 함

께 중·장기적으로 도시외교 발전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었

다. 2018년 양·다자외교, ODA 사업, 국제기구 네트워크 활동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서

울시 도시외교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우수정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를 강조한 연구,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를 핵심 주체로 하는 외

교활동의 기본구조와 작동원리를 국제관계이론 개념과 원리로 설명하는 「도시외교 메

커니즘과 발전방향」(2019) 이론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 점검과 더불어 2기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양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정책공공외교
서울시는 도시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정책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공공외교

를 도시외교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짧은 기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로 발돋움한 서울시는 2010년도 들어 우수정책 공유·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기반강화(making), 정책공유(sharing), 정책수출(solving) 3단계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하고자 했다.

연구원은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주요 담당기관으로서 우수정책 발굴 및 정

책콘텐츠 개발, 정책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다. 정책 콘텐츠 DB 구축 차원에서 서

울정책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영문보고서를 발

간해 정책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2016년 서울시와 싱가

포르의 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비교 분석한 “Planning for Communities : Lessons 

from Seoul and Singapore”(2016)를 출판했다. 이와 함께 두 도시의 모빌리티 패

러다임 전환을 비교한 “Walkable and Bikeable Cities : Lessons from Seoul and 

Singapore”(2016) 연구를 수행했다. 

2017년에는 서울의 교통 기반시설의 발전 역사와 주요 정책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찌민 등과 비교해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

한 “Developing Transport Infrastructure in Seoul : Planning Implications on 

Jakarta, Manila, and Ho Chi Minh City”(2017) 연구가 있었다. 또한 청계천, 동

대문, 연세로 등 서울의 주요 도시개발 사례를 분석·평가한 “Role of Governance in 

Urban Transformation of Seoul : Best Practices”(2017) 연구도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다시금 싱가포르의 고령친화도시 정책과 비교 분석하는 “Age-Friendly 

Cities : Lessons from Seoul and Singapore”(2018)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주택정책을 ‘폭발적 주택수요’ 측면에서 분석한 “Coping 

with Exploding Housing Demand : Experience of Seoul”(2018) 연구가 진행되었

다. 2019년에는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정리한 “Plans and Actions for Sustainable 

Urban Spatial Structure of Seoul”(2019)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대중국 도시외교의 제도화
서울시는 1992년 한중수교 이래 대중국 도시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21년 말 

기준 서울시는 총 9개 중국 도시와 친선·우호도시(친선도시 1개, 우호도시 8개) 관계

를 맺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중(9/71개, 12.7%)일 뿐만 아니라, 체결 비

중이 가장 높은 아시아 지역(36.6%) 중 약 3분의 1(35.6%)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외교의 동향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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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8년 오세훈 시장 시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중국 

동부 연안지역으로 교류협력 대상을 확대했다.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연임한 이후에

는 상하이시와 공식 관계를 맺고 내륙 도시로까지 교류 대상을 넓히고 있다. 

한편 단기적 교류 형태의 한계를 인지하고, 대중국 도시외교 제도화에 힘쓰고 있다. 

2013년 공공이익과 전문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외교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

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1996년부터 개최한 ‘서울세계도시문화축

제’에 더해 2013년부터 주한중국문화원 주관으로 ‘서울·중국의 날’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교류와 정책·문화 홍보를 위해 2002년과 2008년

부터 중국인 공무원을 초청하는 친선·우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도시행정 해외 공무

원 석사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시외교의 질적 강화 모색
연구원은 서울시의 대중국 도시외교 강화 정책에 부응해 2018년부터 대중국 연구를 

확대했다. 동북 3성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 도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서

울시의 중국 동북3성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2018) 연구,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발

전현황과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2019) 연구 등이다. 중국 대외정책 속성과 특징에 관

한 연구도 진행했다. 사드배치 이슈 이후 서울시의 대중국 도시외교, 특히 관광업을 포

함한 경제교류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원칙적으로 타협과 협상이 

불가하다는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관련 이슈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했

다. 「국가핵심이익 :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2019)는 중국 국가핵심

이익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이익’ 분야별 관

련 문제와 핵심 이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에는 중국의 프랑스와 노르웨이에 대한 경제보복 사례를 비교 분석해 중국 경

제보복 행위 패턴을 찾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역, 경제력, 이슈 성질, 미동맹국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력을 도구화하는 것이 ‘일상화’

된 상황을 고려해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2020) 과제가 수행되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 30년 역사와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변천 과정

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양적으로는 교류가 늘었으나 정치적 신뢰관계

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관계 전반을 비판적 시

각으로 점검하고 향후 30년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서울의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민규 | 도시외교연구센터 연구위원

서울-평양 교류협력 다각화 및 체계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는 1990년 말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서울

시는 1999년 평양시와 토종동물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동물교류를 시작했고, 2004년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를 지원하면서 남북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같은 해 서

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2005년

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서울시는 다양한 대북 민간단체와 협력해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서울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남북교류사업 추진계획을 체계화했다. 2015년

에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시를 협력도시로 선정해 각종 교류사업을 모색했다. 2016년 

11월에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으로 3대 분야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이

러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고, 중앙정부 중심

의 남북교류를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분권형 대북정책이 강조되면서 지자

체 중심 남북교류에 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교류
2018년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행정1부시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과 7개의 팀으로 구

성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9년에는 서울

시가 지자체 최초로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시도

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쳐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설립 이후 여러 지자체의 움직

임이 달라졌다. 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한 부서를 신설하는가 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금 규모를 늘렸으며, 남북교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인도주의적 지원뿐 아니라 모든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

연구원은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체계적인 남북교류를 준비·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연구원은 남북교류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과 필요성·중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평화·안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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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정립했다. 비록 평양이 중심이 되었지만, 체제 특성상 북한 전

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사회·문화·경제 등)의 남북교류를 연구했다. 이는 타 

지자체의 남북교류 정책 및 사업 발굴과 관련 연구 수행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2018)와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2018)은 남북교류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필

요성과 중요성을 이론적·객관적으로 재정립했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체계적인 남북교

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

류 전략과 방안」(2018)은 대북제재라는 현실과 당시 지자체 역할의 법적 제약 속에서 실

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제안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방안」(2019)과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

원·협력 방안」(2021)이 수행되었고,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서울시 남북

교류 사업 방향과 전략, 과제 등을 도출했다. 특히 연구원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

될 남북 경제협력을 전제로 6대 추진 원칙과 9개 방향을 제시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2019) 연구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남북 정상이 합의했고, 유치 도시로 서울시

가 공식 선정된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 연구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2020)를 

제정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대북제재, 남북경색으로 사실상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지자체 최초로 UN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았

다. 2021년에 서울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회의에서 ‘2032 서

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유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2021.12.30.)를 제정했으며, 연구원은 

남북관계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 방향과 추진사업」(2022)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연구」(2022)를 수행했다. 이 연구들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했다.

통일·평화·안보와 지방정부의 역할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남북교류가 2010년 5·24조치로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

에 서울시는 남북교류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통일기반 조성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2018년 남북관계 개선과 코로나19를 계기로 평화·안보 문제

에 관한 도시정부의 역할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서울통일한마당(2005), 

6.15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2012~2020), 서울시민이 만들어

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2019),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2019~2021)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서울-평양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도시교류 기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선도’를 목표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통일·평화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연구와 도시정부의 안보 이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강하구, 남북협력의 새 공간으로 부상 - 서울시도 평화적 공

동이용에 참여 필요」(2018)와 「한강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수상시설물 관리 방향 연구」

(2019)는 서울과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인 한강을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연결한 연구이다.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와 협력연구 추진
서울시의 통일·평화·안보정책을 동북아 평화, 국제정세 관점에서 이해하고 추진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간 평

화 체제 구축 방안 연구」(2019), 「세계 보편평화를 위한 서울시의 글로컬 이슈와 대응 

방안 연구」(2020), 「서울시 동북아 평화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정세 분석」(2020),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2021)은 평화·안보에 관한 도시정부의 중요

성과 역할을 논의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화·안보 국제회의와 국제 연구협의체를 주

도했다. 서울시와 함께 서울평화회의(2019), 서울평화대화(2020), 서울 평화싱크탱

크 국제컨퍼런스(2021)를 개최해 도시정부의 평화·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서울시의 역

할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12

개의 국제 평화·안보 연구기관과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Seoul Peace Initiative 

Consortium, SPIC)’를 구성했다. 「국제사회 시각으로 본 서울시 평화, 안보 이슈 및 평

화 정책 발굴 연구」(2021)는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7개 기관과의 협력연구 결과물이다.

문인철 |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평화회의(2019, 왼쪽 포스터), 
서울평화대화(2020, 오른쪽 포스터) 
등 평화·안보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352 353 서울연구원 30년사
제2부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도시외교



도시경쟁력과 미래연구 부문
도시외교의 여러 주제 중에서도 도시경쟁력과 미래연구 부문은 서울을 둘러싼 환경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영역이다. 도시는 고정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유기체적 속

성을 가지며,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반응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연구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시에 영향을 미

칠 요소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사회의 시정 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도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한 주기로 서울의 도시경

쟁력을 분석하는 연구, ② 미래사회와 미래도시의 변화에 대한 주기성을 가진 미래 예

측 연구, ③ 서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미래도시 예측 지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도시외교 부문
서울시 도시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국제교

류협력을 준비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을 포함해 ‘불확실성’이 높

아진 국제정세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문제해결 과정에서 리

더십을 발휘해 선진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

라 우선적으로 도시외교 6대 어젠다, 즉 평화구축, 환경, 경제·식량, 보건의료, 인

권, 문화 영역별로 서울시의 친선·우호도시 정책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가 없어지는 인터메스틱

(intermestic) 이슈는 더욱 악화되고,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시 간 협력이 그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될 필요

가 있다. 위기관리 방안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다층 거

버넌스 내 효과적인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슈 선정과 대응 시

나리오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① 미중갈등 이슈, ② 역사문제를 포함한 한중 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③ 경제보복 패턴, ④ 

협상 기술과 특징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자 도시외교

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가입한 도시 간 국제기구 각각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와 통일·평화·안보 부문
남북교류나 통일·평화·안보 영역에서 도시정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시

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남북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서울-평양 도시협력’ 분야와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에 관한 각

각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일·평화·안보문화 조성사업에서 통

일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국가와 도

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공동체 교육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간안보 등 비(非) 전통 안보에 도시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

에서 서울시는 도시평화나 도시안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도시를 둘러싼 평화·안보 이슈와 시민의 일상적 평화·안보 이슈를 발굴하

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디지털 남북교류나 사이버안

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다층적이고 다

각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

도시의 미래, 국제정세 변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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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트리

센터 소개와 동향    
이슈와 연구성과
재정투자사업부문 : 서울시 예산운영 효율화
민간투자사업부문 : 사회기반시설 건설 합리화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시 실무자 교육 및 사업관리

발전 방향과 과제



공공투자관리분야 리서치트리 (2012~2021)

설립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지정(2020~202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2012~2017)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2018~2019)

분야별 연구성과
공공투자관리분야

사업관리

센터 운영 성과(’15) 공공투자 사업관리체계 진단(’17)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위상(’18) 센터 운영·성과(’12~’21)(’21)센터 성과 

센터 DB 구축 방안(’18) 재정사업 검토와 자료 활용(’19) DB 활용한 타당성검토 사업 
경향분석(’20)

데이터베이스

활용

대행사업 수수료 산정기준(’15)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를 위한 행정제도와 계약방식(’19)행정제도 및 
계약

민간투자

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원
     적격성 조사 6건 / 제안서 사전검토 23건 / 제안서 평가 3건 / 협상 4건 / 실시협약 검토 17건 / 관리이행계획 2건 / 최초사용료 검토 등 8건

사업지원

민간투자사업 단계별 관리(’13)
협약종료 사업 「관리이행계획 

가이드라인」(’18)
사업 추진단계별 업무 매뉴얼(’19)분석 

가이드라인

서울시 민자사업 실태(’12) 일본 민간투자사업 분석(’17)

교통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관리(’17)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21)
민자사업 
활성화 

재정투자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지방재정 투자심사 71회 지원, 1,249개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검증(160개 사업)

     타당성조사(58개 사업)

타당성 분석

     기관설립 타당성검토(2개 사업)

투융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12)

공동주차장 타당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13)

보행시설사업 경제성 분석(’14)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다기준 분석(’13)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16)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개정2판)(’18)

타당성조사 
편익 산정 이론(’20)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공원사업의 
투자심사 편익 추정(’21)

재정투자사업의 사회적 비용 산정 쟁점(’21)분석 
가이드라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12)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14)

SH공사 투자심사제도(’14)

지방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19) 공공투자사업의 패턴과 대응(’21)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실태(’20)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심사제도(’19)

제도개선

 <계속>

 <계속>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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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 필요성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부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흡, 사후관리 부

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전문

성 및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공

공투자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원장 직

속 임시조직(공공투자분석팀)을 설치했다. 공공투자분석팀은 2005년까지 서울시 투자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투자심사 실무매뉴얼 작성, 민

자유치사업 관련 업무지원(사업발굴, 계획서 평가, 협상업무, 교육 외) 등을 수행했으

며, 지금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전신(前身) 역할을 수행했다.

2011년부터 서울시 재정건전성 제고 및 투자평가기관의 객관적 사업성 검증 요구 차

원에서 독립된 투자분석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자치구의 일부 공공투자

사업이 자체 용역 결과에만 의존함에 따라, 사업계획이 미흡해 추진 기간이 지연되거

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예산이 2005

년 13조 원에서 2011년 20.6조 원으로 크게 늘고 재정투자사업의 건수와 규모도 증가

해,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대시킬 필요도 있었다.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는 2012

년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독립 투자분석기관으

로 설립되었다. 2012년 2월 연구원 이사회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가 의결되었

고, 3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운영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5월에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2014년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의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제도 및 전문성에 기반을 둔 체계적 지원을 수행해 서울시 예산의 효율

적 집행 및 시민의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투자사업의 합리화’, ‘평가시스템의 

전문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 3가지 추진전략에 센터의 역할이 잘 표현되어 있다.

‘투자사업의 합리화’는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성·경제성 등 계량적 요

소와 정책적 필요성 등 비계량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제언하기 위함이다. ‘평가시스템의 전문화’는 공공투자사업의 검토 단계에서 전문화된 

계량적 기법을 활용해 사업추진 판단 근거의 객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센터

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파수꾼(Gate-keeper) 역할을 더욱 건실하게 수행하려는 핵

심적 의미가 담겨있다. ‘의사결정의 투명화’는 공공투자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부서와 

시민의 중간자 입장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조직 규모, 2021년 기준 정원 25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1년 기준 소장 1명, 4개 팀, 정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전

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인력 구성은 부연구위원급 

이상 책임박사 7명, 정규직 연구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착근기(2012~2014) : 센터 기반 확립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개소 시점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센터의 착근기(着根

期)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울시와의 관계 설정, 설립 

및 운영 근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사업의 전문적·객관적 분석 틀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수립 등 조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2011년 10월, 시장 공약(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자평

가시스템 혁신)에 의거해 설립 계획이 입안되었고, 2012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공

센터 소개와 동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발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와 팀별 주요 업무 

총괄·기획·연구 업무,
R&D 사업

기획팀 (8명)

문화, 보건 등 
비정형 사업

조사1팀 (4명)

공공행정, 
주택, 복지 사업

조사2팀 (8명)

교통, 환경 등 
정형사업

조사3팀 (4명)

소장 (1명)

팀장/연구위원 2명

연구원 6명

팀장 1명

연구원 3명

팀장 2명

연구원 6명

팀장 1명

연구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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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자관리센터 설립·운영 계획’에 따

라 2012년 5월 정식 개소했다. 

개소 당시 센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하 원장 직속 독립기구로서, 1 소장 3

개 팀 7명(초대 소장 신창호)의 인원으

로 출범했으며, 객관적 분석의 틀을 마

련하고자 2012년 「서울시 투융자심사

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일반지침, 문화·체육, 교통, 환경 분

야별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타당성 검토 외에 다수의 타당

성조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재정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부수적 역할로 인식되어

온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업부서의 인식 변화에 앞장섰다.

2014년 1월에는 제2대 이세구 소장이 취임했고, 3월에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

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최초로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성장기(2015~2018) : 업무 확대와 조직의 성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종 공공투자사업 관련 업무 수행의 법·제도적 근거를 확

립하면서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다.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조직도 4개 팀으로 확대

되었다. 2016년에는 센터의 양적, 질적 성장에 힘입어 대외적으로 센터의 전문성을 인

정받게 되었다. 먼저 주요 업무인 타당성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요재원을 

서울연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으로 전환했다. 또한 센터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

정에 따른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

립하게 되었다. 

2017년 1월에는 제3대 윤형호 소장이 취임했다. 센터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성과를 공

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미래전략을 논의하고자 국제

솔루션박람회를 개최했다. 2018년에는 「서

울시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초

판) 중 5개 분야(일반지침, 문화·체육, 보건·

복지, 도로·주차장·보행시설, 행정·산업·공

공주택)에 대한 개정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

과는 단행본으로 발간해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성분석 이론 및 실무에 대

한 전문성 향상에 일조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석사급 위촉직 연구원 14명이 정규직 연구원으로 전환되어 더욱 안정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갖춰졌다. 

성숙기(2019~2021) :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업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센터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했다. 우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맞추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연구

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울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자사업 관련 내부 역량을 강화했다.

2019년은 지방재정권 관리를 강화해온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센터가 선도적으로 ‘지

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중

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증가로 인한 업무 효율성 약화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 한편,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정안전부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한 센터 개소 후 누적된 사업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이력관리를 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했다.

2020년 7월 제4대 김범식 소장이 취임했고, 센터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및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

상자 선정 평가 및 실시협약안 수립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센

터의 전문 역량을 한층 다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시 건축분야 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

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

서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2021년 5월에는 강남구 도곡동 서울연구원 별관으로 이전해 총 25명의 센터 구성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재정사업에 대한 검토 요구와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증가에 대응하고 있

다. 내부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를 활용한 수요추정방안, 새로운 민자사업 추

진 방식 등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식
(2012.5.1.)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설명회

서울연구원 별관 입주행사
(2021.6.28.)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세미나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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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637건의 공공투자사업 업무 수행
센터는 2012년 개소 이래 10년간 총 1,637건(연평균 164건)의 공공투자사업 관련 업

무를 수행했다. 센터 개소 시점인 2012년 76건에서 2021년 174건으로 연평균 9.6퍼

센트 증가했다. 

재정투자사업부문의 경우 지난 10년간 총 1,469건을 수행했으며, 2012년 63건에서 

2021년 158건으로 연평균 10.8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공공투자사업 중 핵심업무인 재정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센터의 역할과 위상 증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민간투자사업부

문은 10년간 총 63건의 사업을 수행했다. 2012년 2건에서 2021년 6건으로 연평균 13.0

퍼센트 증가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확대된 센터의 업무 부문이다.

연구 및 교육부문은 재정투자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

련하고, 공공투자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이다. 연구부문의 경우 경제성분

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공공투자사업 관리방안 등이 주요 연

구이며, 지난 10년간 총 40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공공투자사업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자 교육, 투자심사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또한 국내외 공공투자분야 국제세미나,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

센터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 10년간 센터가 수

행한 세미나, 교육 및 설명회 등은 총 65건이었다.

지난 10년간 센터가 검토한 공공투자사업은 철도, 소방, 박물관, 환경, 문화시설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시민의 삶과 생활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센터는 서울시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서울시의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범식 |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권용훈, 김동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연제승, 사경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연평균 130여 건 타당성검토
타당성검토는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업

비용 추정, 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경제적·재무적 타당성분석 결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한다. 타당성검토는 센터 설립과 동시에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자

리 잡았다. 센터가 재정사업에 대한 엄밀한 분석 결과를 서울시에 신속하게 제공함으

로써,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정성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했으나, 센터 설립 이후 경제

성분석 결과를 핵심 논거로 하는 투자심사 환경이 조성되었다. 센터가 검토한 서울시 

재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매년 

평균 130여 건에 이르고, 사업비로는 평균 5조 원의 규모이다.

센터는 시 또는 자치구 사업의뢰서에 대해 수요 및 공급계획, 비용과 편익 등의 경제성

분석, 그리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재무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서울시 

투자심사에 제공했다. 센터는 해당 사업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를 검토의견에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투자심사 운영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투자심사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서 센터의 위상도 확고해졌다.

타당성검토의 경제성분석 결과 
(단위 : 건, ’22. 1. 1.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경제성 
분석

B/C  1.0 15 26 15 36 34 41 21 20 16 6 230

0.8  B/C  1.0 11 19 15 32 22 26 20 20 12 3 180

0.5  B/C  0.8 15 16 13 19 20 25 20 28 26 24 206

B/C  0.5 8 5 6 14 14 13 11 3 11 11 96
경제성분석 미흡 10 18 45 32 32 22 11 19 35 29 253 
경제성분석 불요 - - - - 12 32 11 8 22 19 104 
경제성분석 한계 - - - - 1 11 10 9 12 20 63 

합계 59 84 94 133 135 170 104 107 134 112 -
주 :  ‘경제성분석 미흡’은 의뢰서나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경제성분석 불요’는 단순 개량사업 등 경제성분석의 실익이 없는 경우,  
‘경제성분석 한계’는 수요·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 산출을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성과 

 연도별 업무성과(2012~2021/ 단위 : 건) 부문별 업무성과(2012~2021)

’12

76

’13

109

’14

121

’15

166

’16

178

’17

225

’18

148

’19

208

’20

232

’21

174
재정사업부문

1,469건  90%

교육부문

65건 4%

연구부문

40건 2%

민자사업부문

63건 4%

이슈와 연구성과

재정투자사업부문 
 : 서울시 예산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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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심사 전문성 향상
서울시는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재정사업의 추

진 여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경제성분석 등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해당 사업의 경

제성분석 결과가 높을수록 투자심사 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분석 

결과가 낮은 사업(B/C 0.5 미만)은 투자심사에서 통과율이 평균 53퍼센트에 불과했

다. 이처럼 센터는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을 제시해 서울시 예산 절

감에 기여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1)

B/C  1.0 93 77 93 92 74 83 86 95 94 67 85

0.8 B/C 1.0 82 74 80 84 59 73 70 80 83 1002) 76

0.5 B/C 0.8 80 44 46 79 65 60 80 75 69 71 68

B/C  0.5 63 80 50 57 36 46 55 67 45 64 53

주  1) 평균은 10년간 전체 사업건수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 
2) 경제성분석(0.8 B/C 1.0) 사업 건수는 매년 20여 건 정도였으나 2021년에는 3건 모두 통과했다.

2019년부터는 서울시 재정사업 중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사업을 대상으로 컨설

팅 개념의 사전검토를 수행했다. 즉 센터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주된 역할과 더불어,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한 사전컨설팅 기관으로까지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다. 2017년 서

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센터의 타당성검토가 서울시 사업부서

의 사업설계, 운영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의 검토의견에 

따른 학습효과 등을 통해 사업부서의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재무적,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서

울시 투자심사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역할을 한다. 센터는 2012년 이후 매

년 7~8건, 지난 10년간 총 58건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

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건수는 많지 않다.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중요성 때문에 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진 구성, 

전문가 활용, 조사방법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

성조사 운영 등을 참고해 최적의 타당성조사 결과물이 산출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심사의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활

용되고 있다. 2017년 센터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 설문조사에서

도 서울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센터의 

타당성조사가 우월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체계적으로 검증
타당성검증은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시 사업부서가 다른 기

관에서 의뢰해 수행한 타당성조사 내용을 센터가 검토하는 것이다. 센터는 서울시가 

외부 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비용산정, 수요 및 편익추정, 경제성분석 등의 내

용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0여 건을 수행했다. 

한편 서울시 사업부서는 타당성검증이 해당 사업의 검토 기간에 일정 시간을 소요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부터는 재정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와 서울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가 협의해 타당성검증 대상을 시 

300억 원, 자치구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타당성검증이 불필요한 사업에 

한해 시 또는 자치구가 선택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센터에 의뢰하는 것으로 타당성검증 

제도를 개선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부서의 조사 방법, 분석방법론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센터의 사전컨설팅 의견은 실무자에게 직접 제공되어 해당 사업의 사업계

획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그간 센터에서 수행한 재정사업분야의 타당성검토,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 실적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서울시가 투자심사 대상을 사업비 30

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감소하기도 했으나, 2019년부

터 중앙투자심사의 사업을 검토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센터가 수행한 타

당성조사는 58건(6조 8,638억 원), 타당성검증은 160건(5조 9,353억 원), 타당성검토 

1,249건(49조 5,293억 원)이었다.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

관 설립 타당성검토를 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센터는 자치구 출자사업과 

출연금 투자사업에 대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의 수요분석 등을 근거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두 차례 수행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분석 결과에 따른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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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역할로 출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시철도, 간선도로, 터널 등 서울시 민자사업

은 규모가 크고 중앙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서

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후 재정투자사업과는 다르게 민간투자사업부문에서 센터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즉,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였다. 검토결과는 서울시(사업부서)가 한국개발연구

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 다른 업무는 해당 사업이 재정계획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을 검토하는 것

이었다. 이 업무도 센터가 직접 협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자체가 우선협상

자와 직접 협상하는 경우처럼 일부 사업은 센터의 작접 참여가 열려 있었다. 센터 설립 

이전에는 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또는 도시경영연구실이 ‘우면산 터널’, ‘도시철도 9

호선 1단계 상부부문 협상’과 ‘세빛섬 민자사업 검토’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협상 지원
센터 설립 이후 서울시(도시철도기반본부)는 ‘동북선 경전철 실시협약체결 협상’을 의

뢰했는데, 이는 센터가 직접 협상을 수행한 첫 사례였다. 2016년에 이르러 기획재정부

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연구원 등 여

러 곳을 지정했고, 이때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사업비 2,000억 원 미

만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등 센터의 업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센터

는 민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의 사업추진 판단, 민자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이 적합한지의 판단, 민간 실행 대안 제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등 주요 사항을 

서울시에 직접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북선 경전철 실시협약체결 협상 이후에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홍대앞 걷고 싶은거리 노외주차장,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등의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업무가 이어졌다. 이때 

센터는 우선협상자 및 서울시로 구성된 협상단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사업시행 조건

을 협상하면서 협약을 작성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소요 비용, 관리운영권 종료까지 수

입, 사용료, 수익률, 협약 종료에 따른 권한과 의무, 위험분담 등을 검토했다. 사업의 

중요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원 내 전문가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협

력해 서울시를 지원했고 서울시로부터 센터가 원활한 협상을 위한 중요한 중재자 역할

을 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역할 확대
민간투자사업부문은 2012년 2건의 협약안 검토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간 적격성조사, 

사업평가, 실시협약 협상,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으로 업무가 다양해졌다. 특히 2019년 

이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했는데, 이는 센터가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외부로부터도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센터가 수행한 민간투자사

업 업무는 63건(39조 7,773억 원)이었다.

또한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도 지자체가 직접 평가 

및 협상 등을 수행하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19년부터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기관 체계를 신속히 갖추었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추진 
단계별 
업무

적격성 조사 - 1 - - - - - 2 2 1 6

제안서 사전검토 - - 2 5 1 5 2 3 4 1 23

평가 - - - - - - - 1 1 1 3

협상 - - - - - - 1 1 1 1 4

실시협약 검토 2 4 4 1 - 2 - - 2 2 17

관리이행 계획 - - - - - - - 1 1 - 2

사용료 검토 등 - 2 1 1 2 1 - - 1 - 8

총사업비(백억 원) 57 140 394 439 472 461 250 373 824 568 - 

민간투자법 개정 초기인 2000년에 서울시가 추진한 민자사업은 주로 자치구 소규모 

민자주차장 사업들이었다. 이들 사업은 20년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설을 어

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는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요구되었다. 센터는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 사용기간 만

료 이후 서울시에 적합한 사업추진방식 선정 등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민간투자사업부문 
 : 사회기반시설 건설 합리화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업무 실적 
(단위 : 건, 백억 원, 202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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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분야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민간투자사업 민투

심의 운영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연구, 재정사업의 경제성분석,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민자적격성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를 주로 진행했다. 센터 운영 초기에

는 서울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센터가 재정투자사업을 평가했다. 이때는 평가의 신뢰성

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성분석 연구를 신속히 진행해 평가체계를 구

축했다. 이후에는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투자심사의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무업무지침 등 서울시 민자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10년간 센터는 제도개선 관련 정책연구 22

건, 가이드라인 기초연구 18건을 수행했다.

서울시 투자심사의 문제점 개선
운영 초기에 서울시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이 센터업

무의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센터는 서울시 투자심사제

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센터 설립과 동시에 서울시 등 내외부

는 투자사업 심사 시 사업평가 영역에서 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

다. 이에 따라 센터는 투자사업의 계획수립단계, 심사단계에서 객관적이면서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할 책무가 있었다. 이러한 투자심사 현황에 맞게 2012년 「서울시 지

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시 투자심사의 문제점은 사업수립단계, 심사단계, 사후단계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지침 및 매뉴얼이 미흡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사업부서도 해당 사업에 대

한 변별력 없는 형식적인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에 통과되는 등 심사 

운영의 문제점도 보였다. 이에 센터는 2014년에 후속 연구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심사제도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서울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는 투자심사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와 협의를 거처 센터의 사업계획 적정

성 및 경제성분석 의견을 사업부서가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심사
센터와 서울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는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민을 하던 중 

이를 투자심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센터는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수 개발과 활용방안」을 연구해 투자심사에서 객관적인 판단지표로 반영하기 시작했

다. 지역균형발전지수는 서울시의 지역활성화, 재정력, 상업밀집도, 주거시설 노후 및 

고령화, 산업발전도 등 정량적 지표를 이용해 자치구, 지역생활권, 행정동별로 산출되

었다. 이로써 센터는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성분석 외에 재정발전지수 등 정량적인 수치

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심사 운영을 지원할 수 있었다.

2014년에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구원 산하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해 지방

재정이 투입된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근거

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에 개입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센

터는 2019년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

안 연구」를 수행해 투자심사제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을 제안했다. 연구의 핵심 내용은 지자체의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

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의 투자심사 제도를 지자체 자율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재정투자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센터는 설립 직후부터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분석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투자사

업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평가지침이 필요했다.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

해 일관성 있는 사업 분석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개발연구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있었으나, 서울시 재정사업은 소규모 생활형 SOC 사업

이 많아서 대규모 사업평가와는 달리 세부적인 분석지침이 필요했다. 센터는 2013년

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한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를 발간했다. 재정투자사업

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로, 일반지침과 산업경제, 도로 

및 주차장, 환경 분야에 대한 비용산정, 수요 및 편익추정 등 경제성분석을 위한 지침

을 제공했다. 

투자심사 제도변경과 더불어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복합화,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이 

나타나면서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는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한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개정 2판 발간을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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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 2018년에 완료했다. 개정 2판은 일반지침과 문화·체육, 보건·복지, 행정·공공

주택·산업, 도로·주차장·보행시설 등 총 5개의 분야별 지침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

업계획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고, 재생사업, 복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을 반영해 사업계획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개정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에 제공되

었다.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발간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부문 주요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로 주로 한국개

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되는 연구자료를 활용해왔다. 센터 설립 전에도 

서울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는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관리를 위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서 민자사업을 관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

투자관리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전문기관을 확대하도록 민자 제도를 개선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 적합한 민자사업 업무매뉴얼이 필요하게 되었다. 센터는 2018년에 관리

이행계획 업무매뉴얼, 2019년에 서울시 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업무매뉴얼을 연이어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주무관청 및 전문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센터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계획, 평가 및 협상,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재정투자사업 타당성검토와 민간투자사업의 서울시 지원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

문에 공무원이 센터 자료를 근거로 스스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실무 관련 교육을 센터에 

요청했고, 센터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획했다. 2015년 재정사업의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 활용 교육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자치구 대상 지

방재정투자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점, 고려해

야 할 것을 자세히 안내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2019년에는 시·자치구·투자·출연

기관의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제도, 경제성분석 가이드라

인, 의뢰서 작성방법에 대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센터에서 공무원 교육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만들고 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온라인 강의

와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2019년에 센터는 투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

라인의 문화시설 수요와 주차장 사업의 편익추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시연했다.

서울공공투자사업 DB 시스템 구축
센터는 해마다 200여 건을 수행하는 재정투자사업 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관리하

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18년에는 업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 시스템 

구축 방향을 수립하고, 다음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용화했다. 시스템에는 재

정사업의 내용, 대상지, 의뢰부서, 사업개요와 센터의 분석 결과를 포함했다. 또한 해

당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인 재검토 및 미통과 사유 등도 포함했다. 시스템은 신규 투자

사업 검토에 활용되며, 사업의 이력 관리 및 투자심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2019년부터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축했다. 토

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도시·교통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 해당 사업의 공

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서울시 실무자 교육 및 사업관리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개정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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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센터

와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제도 설계 및 역량 축적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이제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고민해 제

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을 도출할 때이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센터의 역할 재정립
2019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지방 공공투자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사업을 객관적 차원에서 심사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사업을 지연시

켜 시민의 편익이 저하되고, 지방자치 실현 기조에 역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

방의 소규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기획재정

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검토 대상 사업 증가, 출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등 업무 범위 확대, 사업수행실적 누적에 따른 데이터베이

스 활용 가능성 증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센터 조직구성 변

화 또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센터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재정의 파수꾼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설립목적을 재차 확인하고 그 역할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역할

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있어서 시민 편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사전컨설팅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중앙의 판단 오류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복잡한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지원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센터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객관적 판단 

주체이자 독립적 평가분석기관의 역할 범위 내에서 서울시 정책 방향 및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2의 도약을 위한 5대 과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사업관리부문은 지방재정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세미나 발제,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

했으나 실체적 개선은 미흡했다. 향후에는 센터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 및 시의회,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간소화된 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의 대응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

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센터 DB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부서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자사업관리부문은 재정의 효율적 투입, 사업의 적기 추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민간투자법으로 인해 사업 대응

을 어려워하는 사업부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추진 여부

를 검토하고 민간투자법상 절차를 지원하는 데는 객관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공

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방법을 발굴하고, 빅데이터와 센터 DB를 활용해 기존 

분석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 및 자치구의 환경을 반영한 서울형 분석

방법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공공투자사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

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센터는 지난 10년간 대면/비대면 교육 및 설명회, 세미나

를 다수 진행했으나, 시간·비용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해 한계가 있었다. 2019

년에 시도했던 UCC 동영상 교육자료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행전략을 적극적으

로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는 지방재정법 및 관

련 조례에 따른 고유 업무 외에 ‘교통체계효율화법’ 관련 타당성평가, ‘건설기술진흥법’ 관

련 타당성조사, ‘민간투자법’이 정한 전문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각 절차상 업무, ‘지

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하는 설립기관 타당성 검토 등 여러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 영역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업무 영역 탐색

과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사업과 관련된 사업평가 등 서울시 재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향후 서울시와의 원활

한 교류 및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발전 방향과 과제

공공투자사업의  
파수꾼, 코디네이터, 지원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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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서연이는

연구도 잘하고, 연예도 놀기도 잘하고

이래서 서연이~ 서연이~ 하는구나.

반영권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 른 살이 되는 해,  

서울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연   구원이 올해로 서른 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 우리 친구인 거죠?  

서연아 함께 가자~!

김정아A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서 울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30년 

연 구원의 지난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고 

이 제 더 나은 서울과 시민의  

미래를 위해 다시 달려갑시다

신민철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서 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첫 문을 열고

연구실적을 두루 뽐낸 지 벌써 30년!

이 제는 ‘서울연구원’으로 거듭나 세계 

속에 더욱 빛나리!

김해란 도시외교연구센터 연구원

서 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곳

연 구원계의 사랑방!! 모두 함께 서울에 

대해 이야기 나누러 오세요

이곳은 서울연구원입니다.

윤정희 경영지원팀 담당

서로에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의지하며 서울의 

이 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연이들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진아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서나 앉으나 하루 종일

연구과제 생각밖에 없는 여러분

이 러다간 지쳐서 큰일 납니다,  

앞으로 30년 더 나아가야지요

김수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 른을 맞아 서울연구원이 결실의 

앙상블을

연주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니

이 또한 경사로구나!

이혜숙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서리태콩으로 만든 시원한 콩국수

연구하다 덥고 지치고 배고플 땐

이 게 딱! 덥고 지치는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 드시고 모두 힘내세요~

김효미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서 울이 좀 더 따뜻한 도시, 매력 

넘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연 구원 구성원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지난 30년간 이어진 덕분입니다.

이 렇게 고마운 서연이의 서른 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수연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연아 30주년 정말 축하해! 

연구하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제부터 서울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

송경민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울의 세계 10대 도시 선정의 꿈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어!

이 제부터 시작이야 ‘서울연구원’과 

함께라면!

오상준 경영지원팀 담당

서 울 구석구석 살피고 깊게 생각한 

이야기들을

연의한 책들이 여기 가득 있소. 

이 곳, 서울연구원에 말이오.  

30주년 축하하오!호!호!호! 

황민영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서울의 내일이 시작되는

‘연구플랫폼’ of Seoul

이 제, 서울연구원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백재호 기획조정팀 팀장

서울연구원이라는 이름이 현재의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함께하고 있을까. 
기념비적인 30주년을 맞아 ‘서연이’ 세 글자 삼행시와 축하 메시지를 공모했다. 

‘ 서 연 이 ’

삼 행 시  공 모 전

서 른 살이 되는 해,  

서울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연   구원이 올해로 서른 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 우리 친구인 거죠?  

서연아 함께 가자~!

김정아A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서른 살 서연이는

연구도 잘하고, 연애도 놀기도 잘하고

이래서 서연이~ 서연이~ 하는구나.

반영권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 울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30년 

연 구원의 지난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고 

이 제 더 나은 서울과 시민의  

미래를 위해 다시 달려갑시다.

신민철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서 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첫 문을 열고

연구실적을 두루 뽐낸 지 벌써 30년!

이 제는 ‘서울연구원’으로 거듭나  

세계 속에 더욱 빛나리!

김해란 도시외교연구센터 연구원

서 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곳

연 구원계의 사랑방!! 모두 함께 서울에 

대해 이야기 나누러 오세요.

이곳은 서울연구원입니다.

윤정희 경영지원팀 

서로에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의지하며 서울의 

이 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연이들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진아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서나 앉으나 하루 종일

연구과제 생각밖에 없는 여러분

이 러다간 지쳐서 큰일 납니다.  

앞으로 30년 더 나아가야지요.

김수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 른을 맞아 서울연구원이 결실의 

앙상블을

연주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니

이 또한 경사로구나!

이혜숙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서리태콩으로 만든 시원한 콩국수

연구하다 덥고 지치고 배고플 땐

이 게 딱! 덥고 지치는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 드시고 모두 힘내세요~

김효미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서 울이 좀 더 따뜻한 도시, 매력 

넘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연 구원 구성원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지난 30년간 이어진 덕분입니다.

이 렇게 고마운 서연이의 서른 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수연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연아 30주년 정말 축하해! 

연 구하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제부터 서울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

송경민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울의 세계 10대 도시 선정의 꿈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어!

이 제부터 시작이야 ‘서울연구원’과 

함께라면!

오상준 경영지원팀 

서 울 구석구석 살피고 깊게 생각한 

이야기들을

연의한 책들이 여기 가득 있소. 

이 곳, 서울연구원에 말이오.  

30주년 축하하오!호!호!호! 

황민영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서울의 내일이 시작되는

‘연구플랫폼’ of Seoul

이 제, 서울연구원이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백재호 기획조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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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피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끼워진다. 각 퍼즐 조각의 

모양, 색깔, 크기 어느 것 하나 같지 않으리. 예쁘게 액자 안에 

걸어놓는다. 또 다른 퍼즐판을 가방에서 꺼낸다.

박은현 
도시외교연구센터 연구원

서 른 살

서 연 이 에 게

서울연구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나이 30살, 서울연구원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20대 청년기에는 다양한 연구성과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면, 

이제 30대 성숙기를 맞이하여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고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송경민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연구원이 개원한 지 30년, 사람으로 치자면 30세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시인 잉게보르크 바흐만(Ingeborg Bachmann)은 

30세라는 나이에 대해서 스스로 젊다고 하기에는 어색해지는 

나이라고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이는 

삶 속에서 나의 위치와 책임을 나타내는 가늠자이기도 

하기에 그는 그렇게 말했나 보다.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 30세, 논어의 '불환인지불기지 

환부지인야(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라는 마음으로 

40세를 준비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현석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갓난쟁이 아기가 듬직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 엄마 아빠가 가정과 조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생 2막을 시작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었네요. 서울연구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잘 부탁드려요! :-)

이승재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

서울연구원은 초창기에도 삼십세 청년과 같이 생기있고 좋은 

연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십세 서울연구원은 여전히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십세, 오십세... 백세나 되더라도 삼십세 청년의 모습을 

유지하며 발빠르고 활기찬 기관 되길 축원합니다.

백세나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지난 30년간 서울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해온 서울연구원 

덕분에 서울시민은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고, 서울은 글로벌 

대도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모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개원 30년, 축하합니다!

김혜진A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입사한 민아라고 해요. 다들 

서연아, 서연아~ 하고 선배님을 부르시는데 동생인 저는 

따라부르려다 헙... 하고 입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서연님과, 

또 30년간 서연님을 위해 함께해오신 선배님들이 우러러 

보여서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저도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다음 

40년까지의 이야기에 보탬이 될 수 있겠죠? 열심히 할 테니 잘 

봐주세요~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남민아 
경영지원팀 

30년간 서울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보다 

단단하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자양분 삼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서울의 항해를 이끌어가는 

서울연구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김시정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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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志學), 약관(弱冠)/방년(芳年)의 세월을 지나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이립(而立)의 세월인 

30년 동안 굳건히 연구에만 정진해 오신 연구원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지 않는다는 

40년의 세월, 그리고 하늘의 명을 깨닫는다는 50년의 세월까지 

자랑스러운 서울연구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영진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지난 30년 

서울의 성장을 고민해 온 

직원들의 열정과 희망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온

우리 연구원이 그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서울의 미래를

새롭게 꿈꾸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통해 함께 성장해 온

우리들의 모습이

밤하늘 가득찬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하나 기억되지 않더라도

영원히 그 속에서 밝게 빛나길

 

우리들 모두가

서울연구원입니다.

신민철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서울연구원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은 17명의 원장과 

수많은 임직원의 노력이 켜켜이 쌓여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수행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융합, 공유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 서울연구원!

지난 30년간 서울연구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30년이 더욱 궁금해지고 기대됩니다.

메가시티로 세계 속에 우뚝 솟아 있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연구원이 그 역할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서울연구원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신형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서: 서른 살이 주는 무게가 있네요. 

연: (이십 대의) 연장선을 넘어서

아: 아는 것이 많아졌다고 쉬이 여겼는데

사: 사실은, 인생의 전환기에 들어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랑:  낭비 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마구 쏟아 넣어야 하기에 말이죠.

해:  해를 더할수록 더욱 탄탄해질 서울연구원,  

서연이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최선희 
연구자료운영팀 

서 : 서연이의 30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울 :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는 좋은 날에  

태어난 서연이가

연 :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이립(而立)의 기세로

구 : 구시대를 넘어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고,

원 :  원대한 꿈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석인현 
연구지원팀장

이립(而立)이 된 서연아

앞으로도 도덕 위에 굳건히 서서 서우리가 잘 커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도리를 밝혀나가자

앞으로 불혹이 되든 지천명이 되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물심양면 서우리를 생각하며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서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힘내! 앞으로도 응원할게!

이지웅 
안전환경연구실 초빙부연구위원

드디어 맞이한 서연이의 30살! 창의적인 머리로 천만 시민의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진!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박동찬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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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의 서울연구원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할, 더욱 멋진 서울연구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지혜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30주년 축하합니다! 30살... 사회 초년생이 사회에 

나가는 첫걸음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을 넘어 세계 

연구기관들과 경쟁하며 인정받는 연구기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지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울연구원의 30년!! 정말 축하합니다. 

지난 30년 함께한 모든 분 덕분에 더 나은 서울, 

더 좋은 서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30년, 2050 서울을 부탁드립니다! 개원 

30주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다래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서울연구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항상 서울을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멋진 연구기관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황민영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서울연구원 20주년에 입사해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 서울연구원과 함께 저도 성장했습니다. 

이젠, 서울연구원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자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자만이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 삼아 새로운 30년의 미래를 

향해 내딛는 서울연구원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이정용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

연구원에서 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30년동안 

걸어오며 했던 수많은 고민을 연구원에 남은 흔적들로 엿보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지 않으나, 서울연구원을 

이끌었던 분들의 노력과 헌신은 그래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원 30주년에,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신 여기 계셨던 모든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진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서른 살 서연이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서울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는 꿈이. 지난 30년간 

서연이는 하루하루 그 꿈을 먹고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30년, 서연이는 이제 그 꿈을 이루며, 또 다른 멋진 꿈을 

꾸며 시민과 함께 걸어갑니다.

김범식 
초빙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30년의 시간은 고스란히 서울연구원의 힘입니다! 

서울과 도시연구에 힘써온 그 위대한 시간에 함께할 수 있음이 

누구보다 기쁘며, 우리 모두 이 시간을 잘 기억하고 기록해 

서울연구원 31년과 40년, 50년, 더 나아가 100년도 너끈히 잘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전말숙 
출판팀 

지난 30년을 달려온 서연이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과 서울의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 지난 30년을 한걸음 한걸음 

걸어 온 것 같습니다. 지나온 나날에서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함께했을 것이고, 다양한 연구와 시정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지원하기도 한 경험과 연륜이 있겠지만,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0살은 여전히 청춘이자 그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40년, 50년,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지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성장하는 30대를 보냈으면 

합니다. 같은 30대를 보내고 있는 연구원이 보내는 

글입니다.

김영범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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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창립멤버로 약 28년간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연구원, 그

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던 많은 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로서

는 1990년대 중반 관선시정에서 민선시정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민선시정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계획의 핵심 과제가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서 시민생활 위주로 바뀌었다. 

그만큼 도시계획분야의 비중이 연구원 창립 초기보다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는 장기적 연구가 요구되는 성격인 데 반해, 민선시정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강하게 요구했

던 것이  특징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990년대의 뜨거운 감자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연구 생활을 되돌아보면, 1990년대 당시 뜨거운 감자라 불렸던 현안

과제들을 겁도 없이 많이 수행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저밀도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1995)이다. 중요한 사안이기도 했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도 만

만치 않았다. 연구의 대상이었던 잠실지구 조합이 우리 연구원을 폐원하라고 잠실역-신내역 

지상철도구간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을 정도였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재산권과 직결되는 용적률 하향 조정을 연구한 것도 까다로운 프로젝

트였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해 제도화해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건설분야의 줄도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졌고, 과도한 밀도개발

을 반성하면서 그 문제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도시경관 보호와 주거환경의 질 유지가 제도 개선의 목적이었다. 이전까지 일반주거지역 용

적률이 400퍼센트였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 제1, 2, 3종으로 구분해 150퍼센트, 200퍼센트, 

250퍼센트까지 대폭 낮추는 연구를 수년간에 걸쳐 수행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연구원(전 

국토개발연구원)과 국토교통부(전 건설교통부)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

적으로 적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시 실무진의 헌신적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서

울시 전역에 이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관리할 기반 구축
서울시 기성주택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들

을 다양하게 수행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주택재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

시 수탁과제를 수행해 새로운 사업지구 지정과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오늘날 서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주택재개발부문과 주택재

건축부문 내용으로 이어졌다. 그 계획의 토대를 다지고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연구원 생활 말년에는 서울-평양 도시교류의 일

환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연

구를 수년에 걸쳐 수행했다. 평양시가 장래에 개

방경제를 추진하면 겪게 될 토지이용과 공간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연구의 취지였다. 연구 과

정에서 평양시에서 실제로 생활한 분들과 함께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도시생활 관련 인터뷰를 

하고 평양 시가지 변화 분석도 했다. 이와 함께 개

혁개방을 경험한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도시계획을 폭넓게 연구한 것은 내가 오랫동안 연구

해 왔던 자본주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국으로 확대될 새로운 정책을 찾아서
지금도 도시계획의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후배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간의 연구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연구자로서 생활할 후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도 

있다. 과제를 수행할 때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기존 제도 개선,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품으시길 바란다. 그렇게 연구의 보람을 한껏 느꼈

으면 한다. 정부기관, 국책 연구기관이나  학회 등과의 학술교류, 협업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과제는 사회적 요구와 향후 변화 전망을 고려해 선도적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도 잊

지 말았으면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를 정한 후,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단기 과제와 중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초연구를 먼저 수행한 후 연이어 수탁과제를 수행해 주요 과제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과정

도 중요하다.

“	개혁개방을	경험한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도시계획을	폭넓게

연구한	것은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자본주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권영덕 명예연구위원·도시공간연구실 / 1992~2019년 재직

도시를 지키고 가꾸는 연구의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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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신의 섭리인가 봅니다. 서울 논현동 한일카페트빌딩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가 몇 년 전 같은데 벌써 30년이 되었으니 감개무량합니

다. 1987년 2월부터 1992년 4월까지 해외유치박사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99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재)한국수도연구소(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환경분야의 많은 연구과

제를 수행했습니다. 1993년 1월부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립멤버로 합류했지요. 

연구원 창립멤버에서 정년퇴임 1호로
KIST를 포함한 전국의 정부출연기관 정년이 65세였으나 1998년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 

정년퇴임 연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이공계 계통의 정부출연기관은 61세, 인문사회 계통은 60

세로 조정되고 연구원 정년도 60세로 낮추어졌습니다. 저는 2009년 마지막 연구과제로 ‘늘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서울 만들기’를 수행했고, 2009년 12월 31일에 정년퇴임 제1호로 연구

원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초빙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2010년 12월 31일부로 연구원이라는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 1월부터 종합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산에서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상임고문의 직책을 맡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주

신 연구원 여러분의 배려, 연구원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뿐만 아니라 연구원 밖 많은 분의 도

움과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 물순환 연구
연구원에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행정 업무상 어려움을 겪었던 일

도 떠오릅니다. 어렵게 과제를 수행해 도출한 결

과들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행정에도 

활용된 것은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2000

년 4월과 6월에 중랑천에서 발생한 3차의 물고기 

집단폐사를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했고 자문위

원들의 고견을 들으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강

본류에서 서식하고 있는 잉어, 붕어 같은 물고기

가 산란하기 위해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한양대 후문 살곶이 다리 쪽에 방지막을 설치했고, 그 대책이 통해 그 후로는 물고기 집단폐사

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강우시의 초기우수오염부하량(자동차타이어가루, 석면, 배출가스 등)이 높은 합류식

관거 월류수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대책을 마련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

다. 초기우수저류시설 및 관망(管網) 정비 등은 물고기의 집단폐사 방지, 공공수역 오염부하량 

저감 등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서울시 수탁과제로 수행한 물순환 기본계

획(김영란 박사, 황성환 박사와 공동 수행)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물순환을 연구한 프로젝트

였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전국의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 저영향개발 등에 바이블처럼 활용되

고 있는 것은 무척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도전적인 사고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울연구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영광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2006년 4월 사단법인 대한환경

공학회의 제15대 회장에 당선되어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22일 세

계 물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연구원을 떠난 후에도 연구원 

출신으로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선진국이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한 문제가 많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우려해야 합니

다. 최근에도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산불화재 등 일련의 사고들은 개인의 무절제

한 욕망과 무책임, 요령주의와 적당주의적 직업의식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

배연구원들이 이러한 사회에 경종을 울려 주셔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무장

하고, 충(忠)·효(孝)·신(信)이라는 전통 가치를 숭상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존

중하고 배려하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연구원의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충(忠)·효(孝)·신(信)이라는

전통	가치를	숭상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김갑수 연우회장·도시기반연구본부 / 1992~2009년 재직

서울연구원과 모두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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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년사」를 책임지고 편찬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서울연구원 30년

사」 발간을 앞두고 있다니 새삼 세월이 빠름을 느낀다. 공채 1기 창립멤버로 합류해 2017년 

정년퇴임까지 함께했으니 나에게는 연구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창설되었다. 개원 당시 아

직 연구진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독 도시교통연구부는 진척이 빨랐다. 당시 이인

원 홍익대학교 교수님이 연구부장으로 내정되어 의욕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3대 연구과제

를 정하고 나와 황기연 박사, 김경철 박사까지 3명이 한 과제씩 분담했다. 개원 당시 청사였

던 논현동 한일카페트 건물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우리 세 사람은 각자 과제를 수행하

면서도 수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소신과 자부심으로 수행한 연구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서울시 도시문제 중에서도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서울시는 연구원에 

교통 대책을 많이 의지했고, 우리는 소신과 자부심으로 많은 현안과제를 수행했다. 올림픽대로

에 첨단교통시스템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친 것이 큰 경험이었다. 열심히 고민

해 제안한 도로정비 방안이 서울시 도처에 적용되어 시민의 편리한 일상 영위에 기여하고 있다.

ITS(첨단교통관리시스템), 도로, 지구교통, 자전거 등을 폭넓게 연구했다. 함께하는 연구 인

력은 점점 늘었다. 당시 도시학 전공자라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 가기 전에 연구원을 거

치는 것이 일종의 코스였다. 그들은 지금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학계 중진이 되었다. 개원 

후 30년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다. 그 30년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또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잠시 연구를 손에서 놓고 연구원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장호원

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지금도 서울연구원에 변함없는 응원을 보낸다.

연구자라는 직업인으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은 지 햇수로 32년이 넘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기 연구원으로 1993년 입사해 25년 6개월 근무하고 2018년 6월 정년퇴직했다. 연구원 이

전에는 서울시 시정연구단에서 1985년부터 조직이 해체되는 1992년까지 전문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갑작스러운 직장과 신분 변화가 있었으나, 서울시 연구라는 업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귀속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합류했다. 

역동적이고 젊었던 초기 10년
이 글을 쓰기 위해 2012년 발간된 「서울연구원 20년사」를 처음으로 찬찬히 들여다보았는데, 

예상외로 읽는 재미가 있었다. 체계적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고 연구원의 축적된 연

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외로 연구원 초창기 10년간의 기억들은 인물이나 사건, 연구

내용 등이 생생하게 즉각적으로 소환되는 반면, 그 이후 기억들은 기록을 보면서 곰곰이 생

각해야 했다. 이러한 기억의 강도 차이는 연구원 초기 10년의 조직은 역동성이 있으면서도 

구성원 결속감이 강했고, 한편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원에서 함께 한 원장님을 세어보니 열다섯 분이다. 원장님마다 소환되는 나의 기억 강도와 

내용의 다름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최상철 1대 원장님에게서 연상되는 선명한 기억은 함께 신

났던 회식의 한 장면이다. 연구원 첫 해인 1993년은 야근과 저녁 회식이 잦았다. 연구원들 회

식에 어쩌다 참석한 최 원장님이 함께 어울려 분위기를 잘 띄워 주셨고, 우리도 한마음으로 신

났다. 정세욱 2대 원장님은 연구원을 정중하게 대한 멋쟁이 신사 이미지로 남아있다. 연구원이 

남산으로 이전한 1997년에 취임한 서준호 원장님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

려하고 지원해 준 든든한 후원자 같은 분으로 기억된다. 

이광훈 명예연구위원·교통시스템연구실 / 1992~2017년 재직 신경희 명예연구위원·도시사회연구실 / 1993~2018년 재직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를 생각하자 전임 원장 열다섯 분에 관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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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청사와의 특별한 인연
압축적 방식으로 많은 일을 하신 강홍빈 6대 원장님에 대해서는 기억의 왜곡이 있었다.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 만큼 재임기간이 가장 길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14개월이었다. 연구원 신년

사에 등장한 사회학자 하버마스, 좋아하는 가수 김민기 씨 초청 강연은 연구원의 르네상스라는 

단어와 함께 강 원장님에게서 연상되는 신선하고 특별한 기억이다. 권원용 7대 원장님은 뛰어

난 유머 감각으로 연구원과 원활하게 소통하셨는데, 균형감이란 단어가 연상된다. 

논현동, 삼성동, 남산에서 보낸 10년간이 나의 연구원 생활 1막이고, 서초동으로 이전한 

2003년부터 은퇴까지 약 15년이 2막인 것 같다. 서초동 청사는 서울시 자료실을 허물고 그 

위에 세운 건물이다. 서울시 자료실 2층에 있었

던 시정연구단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나로서

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서초동 청사에 특별

한 감정이 생겼다. 백용호 8대 원장님은 모든 연

구과제를 꼼꼼하게 챙겨 연구책임자의 긴장도를 

올린 듯하며, 아마 연구보고서 수준을 평균적으

로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구원에서 누린 많은 것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은 관료 출신 강만

수 원장님(9대), 제타룡 원장님(10대), 김상범 원장님(12대), 그리고 민간기업연구소 출신 정

문건 원장님(11대)과 함께했다. 강만수 9대 원장님은 연구원 건물을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는 

언덕을 깎아내고 직원들과 함께 철쭉을 심었는데, 덕분에 탁 트이고 개방감 있는 연구원 경관

이 만들어졌다. 인재개발원에서 반대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뚝심 있고 통이 큰 강 원장님이었

기에 가능한 토목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철쭉이 아름답게 피는 봄이면 가끔 강 원장님 업적

으로 좋은 경치를 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타룡 원장님은 직원들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신 인자한 분으로 기억된다. 정문건 원

장님은 과제당 연구기간을 기본 3개월로 축소했는데, 연구기간을 더 길게 받기 위해 분투한 

일이 떠오른다. 이창현 13대 원장님 재임 시에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연구원 로고도 

새로워졌는데, 연구원 분위기를 새롭고 활기차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원장님은 디자

인 감각과 이벤트 기획력이 뛰어나 우리에게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선사하셨는데, 연구원 뒷

산에서 개최된 시민 대상 인문학 강좌가 특히 좋았다. 김수현 14대 원장님은 도시사회연구부

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 귀환했다고 반가워한 기억이 난다. 수평적 리더십으로 연구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 김 원장님이 추진한 단행본 발간 사업으로 나는 마지막 연구

과제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 있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받은 큰 혜택이라 여긴다. 

축적된 집단지성과 경험을 딛고 나아가길
‘나의 연구원 시절’이란 주제에 어쩌다 보니 역대 원장님들만 소환된 듯하다. 오랜 세월 함께

한 선후배 동료들의 얼굴과 사건사고들도 떠오른다. 특히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했던 후배연

구원들이 당시의 젊은 모습으로 소환되면서 한 명 한 명 각별한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일어난

다. 나는 시민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감

탄한 적이 많았다. 현장에서 많은 정보와 해결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웠다.

연구원은 창설 후 15년 동안 사회적 여건, 행정 여건상 서울 연구를 독점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연구진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민간연구소와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

는 연구자들이 늘어난 2010년 무렵부터 연구원이 도전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연구책임자

들이 공유했던 것 같다. 나의 연구로 보자면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 대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따라잡을 정책준거가 있어서 연구에 수월한 점이 있었다. 이제는 한국과 서울이 앞장서

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 위치에 섰다. 서울연구원과 연구진도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시각으

로 연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도전 앞에 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축적

한 집단지성과 경험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연구진들이 시선은 멀리, 발걸음은 성큼성큼 함

께 나아가다 보면 성공적인 40주년도 맞게 될 것이다.

서초동 청사 뒤 숲에서 개최한 시민 대상 인문학 강좌는 연구원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	연구원이	축적한	집단지성과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의	연구진들이	

시선은	멀리,	발걸음은	성큼성큼	

함께	나아가다	보면	

성공적인	40주년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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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과의 인연은 행운
서울연구원의 3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쉼 없이 달려와 어

언 장년이 되셨네요. 30년 세월로 축적된 연구원의 노하우와 자료들은 서울시의 큰 자산입

니다. 해외를 다녀오면 늘 드는 생각이 서울처럼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역동적인 도시가 또 있

을까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문제는 오랜 역사의 굴곡 속에 켜켜이 쌓이면서 나타난 현상이

자 구체적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지요. 연구원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밑거름이

자 나아갈 길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구원과의 인연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한 1995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여러 도시연구기관의 채용공고가 동시다발로 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서울연구원을 추천했

지요. 연구원 생활은 한 마디로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우리나라 최고 도

시연구기관에서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일가는 전문가들과 한없이 토론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지요. 그 와중에 다잡지 못한 열정과 성정으로 좌충우돌한 기억 또한 적

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좀 곁들여지면 끝없는 논쟁으로 번지곤 했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복

잡다단하고 역동적인 도시, 서울시의 정책과제는 저의 부족한 역량으로 고민도 많았지만 늘 

무한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도이전대책연구단과 도시경영연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수도이전 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수도이전은 당시 참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참으로 논란이 많았지요. 연구원의 수도이전대책연구단을 맡았던 

저는 도시연구 외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물론 TV 토론 등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구단의 연구결과는 서울시의 공식자료로 헌법재판

소에 제출되면서 수도 서울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후속연구로 

국가균형발전 대안과제도 수행했는데,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생활권 정책에 상당 부

분 반영되어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 외 마곡, 문정 등 대규모 미개발지 개발구상 및 

전략,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도권정책,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경험이 뇌리에 오래 남을 듯

합니다. 

연구원 후반기는 도시경영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자치분권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시

리즈 연구를 기획했고 서울시 실무진과 함께 당위성을 외쳤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완고

한 중앙정부의 자세로 정책 반영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연구, 서

울시민을 위한 일반도서(「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발간에 공을 들였던 보람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숨겨진 보물들
연구자분들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시니 연구에 관해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

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연구를 대하는 자세로서 ‘切問而近思’(절문이근사, 논어 자장 편)라

는 문구는 한번 곱씹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늘 절실한 마음으로 묻고, 보다 구체적으

로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그보다 개인적으로 무척 즐거웠던 일로 연구원에 숨겨진 보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

요. 첫째, 연구원 산책입니다. 서울 시내에 근무하면서 고즈넉한 산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두뇌는 기분 좋게 산책할 때 가장 활성화된다

고 합니다.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연구원의 산책길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

구원 자료실입니다. 전공이든 교양서적이든 보고 싶은 책은 신청하면 신속하게 잘 구해 주

셨어요. 덕분에 주요 인문 고전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저에겐 아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연구원에서 걸어 10분 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선 좋은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풍요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맥

주 한 잔도 좋지요. 저는 예술의 전당 옆 국립국악원에서 대금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 보람 있는 연구

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切問而近思’	(절문이근사)	-

늘	절실한	마음으로	묻고,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정희윤 명예연구위원·도시경영연구실 / 1995~2018년 재직

서울연구원의 보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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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약 4년을 넘긴 신참 OB로서 연구원 생활의 소회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온 것이 반갑다. 다만 소회를 쓰기 전 ‘꼰대’의 이미지를 벗어날 궁리가 필요할 것 같다. 1대 

퇴직 선배에게서 듣기로 꼰대라는 말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때 일본 정부로부터 백작 작위

를 받은 이완용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어로 백작을 뜻하는 콩테(Comte)를 일본

식으로 부른 게 꼰대였다는 설이다. 하여튼 지난날 선배님들의 꼰대 지적(?)을 어물쩍 피했

던 기억을 되살려, 되도록 풋풋한 ‘썰’을 가미해 후배님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렇게 궁핍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가족회사와 같은 유대, 개성을 존중하되 일사불란했던 연

구 성취, 서울시와 간혹 다툴지언정 서로 격려해주는 연대 등 기억의 편린이 새삼 떠오른다. 

아울러 남산과 우면산 기슭에 자리 잡은 연구원 청사도 그립다. 연구 활동과 휴식의 최적 장

소였다. 지금은 금연했지만 그때는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동안 안심호흡 대신 연거푸 피운 연

초 향기가 유일한 건강 적신호였다. 

명문 전통의 계승자라는 자부심
지금의 후배님들은 명문 전통의 계승자라는 직업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구원이 가지고 있

는 통·융합의 묘미를 십분 활용하라고도 말하고 싶다. 한 분야의 전문지식은 나 홀로 선 뾰족

한 산봉우리에 비유되나, 쉼터들이 주변에 없으면 산행길에서 멀어지게 된다. 연구원 선·후배 

동료들과 교감하며 깨달은 것들은 주제를 한발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가시거리를 늘려 준다. 

이러한 장점은 연구자의 자산으로 남는다. 또한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연구원 조직뿐

만 아니라 연구자도 트렌드에 민감하게 동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공자의 이립(而立)을 원용하면 서울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서울학’ 기초를 확고히 구축해 왔고, 

세계 속 표준도시 서울을 머지않아 실현할 것이 기대된다. 가자! 서울연구원! 연구원 가족들! 파

이팅! 내심 힘찬 함성을 들려주고 싶다.

연구원에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혹시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어 반복적인 일상임에도 2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며 성장하게 해 주었고, 정년퇴직 이후

에도 끈끈한 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종종 자문해 본다. 그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면 바로 자기의 고유한 연구분야를 확보하되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이 첫째이

고, 다양한 분야의 동료 전문가와 교류하며 연구영역을 확장한 것이 둘째라 하겠다.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오랜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내 취직을 걱정해 준 후배들이 설립 4년 차인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을 알려주었다. 내 나이 만 40세가 되던 1996년 9월에 공채를 거쳐 연구원에 입사

했다.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도시경영연구부의 모든 이들이 살갑게 대해줘서 적응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전공과 업무의 괴리가 문제였다. 나는 지방재정 관련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경제학 전공자이다. 그런 내게 연구원이 부여한 첫 임무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이양을 요구할 대상 사무를 찾아내는 것, 또한 그 이양 요구

의 논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아하, 내가 일해야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기도 전에 저

절로 몰입할 수밖에 없는 바쁜 생활이 계속되었고 연구원 생활에 내 나름대로 적응해 갔다.

처음 참여한 과제부터 다른 연구부서와 연관된 서울시 사무에 대해 검토하느라 다른 부서의 

연구자들을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을 받아 오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울시정

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부탁하거나 묻는 문제

들을 통해서도 배웠다. 내 전공은 공공경제학(재정학)인데 흔히 재정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비

용 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거나 재원확보 문제가 들어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는 팀에서는 공

동연구 명목으로 참여를 부탁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이런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야나 

부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 

김운수 명예연구위원·안전환경연구실 / 1996~2018년 재직 이세구 (사) 한국산업경제연구소장·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996~2016년 재직

서울학 기초를 세운 30년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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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서초동 청사 후정에 모인 연구원 식구들

2011년 시도연구원협의회 모임

“	연구원에서	내가	얻은	것은	바로

많은	동료들이다.	현재도	여러	곳에서

일하는	훌륭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성과지향 예산제도 연구 뒷이야기
연구원 생활 초기부터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연

말이 다가올 때마다 기본연구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일이나 상시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만들

어야 하는 일이었다. 연구과제 발굴은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 위기극복을 위해 애쓰던 시기

였다. 다음 연도 신규 연구과제를 고민하던 중 부서의 동료 박사가 전에 제안했다가 채택되지 

않은 과제를 얘기해 주었다. 나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시 제

안했고 기본연구로 채택되었다. 바로 이게 20년이 넘는 연구원 생활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따라붙는 좋은 혹(?)이 된 연구로서, 바로 196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차

별화해 당시 실정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 제안한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 연구였다.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할 때 시정운영의 획기적 변화를 꾀

하는 일이라 시범 적용과 추후 확대를 권고했지만 고건 당시 시장은 시정개혁 방향에 부합한

다며 과감하게 전면 도입을 지시했다. 결국 이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001년도에 우리

나라 최초로 성과관리에 입각한 성과목표 체계 설정과 이에 따른 사업별 예산서를 작성해 공

개했고 재정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시민 앞에 내보였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로 성과관리 확대
성과지향 예산제도 연구는 후속 작업도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성과관리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탓에 첫 성과주의예산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서울시는 전면적인 검토를 위

해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연구원에 발주했고 연구원 4명과 함께 서울시 전체 부서의 

목표체계를 검토했다. 물론 생소한 업무분야나 전공 밖의 시정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여러 부

서 박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2002년도부터는 서울시 부서별 목표체계 설정, 예산과의 

연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회의를 총괄해서 

진행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서 전면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확정했고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실에서 

주관하는 간부 대상 특강에서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 부문 전체

의 성과관리에 입각한 프로그램예산제도

의 도입에도 일조했다. 그 뒤 몇몇 정부 

부처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용역수행

을 우리 연구원에 요청했는데 일이 많아 수행할 수 없었고, 대신 서울시 여러 자치구나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제도 도입과 서울시 사례를 소개하며 참으로 바삐 지냈다.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의 평가단이나 자문단에 참여했고, 심

지어는 2016년 정년퇴직한 이후 현재까지도 성과관리에 대한 자문, 강의, 평가 관련 회의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동료들에게 배우고 성장하기
서울시 재정 관련 100여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 자유로운 협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동료 박사들의 자문과 협조, 

함께한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음을 느끼곤 한다. 특히 한꺼번에 7~8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느라 부하가 걸려 힘들 때면 동료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연구원

에서 내가 얻은 것은 바로 많은 동료들이고, 잃은 것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

다. 현재도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는 훌륭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서울연구원의 후배 연구자들도 각자 연구영역을 확고하게 설정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세대가 다르고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고 하나, 동료 연구자들과 좋은 유

대를 쌓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동료에게서 배우고 연구영역을 확장해 나

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나 연구원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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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등산동호회와 함께했던 
지리산 종주(2013.8)

연구자라서 다행이었던 삶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졌는가에 따

라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주곤 한다. 나 역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오면서 무사

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30여 년의 직장생활 대부분을 연구직으로 보내면서 연구소, 연

구원 등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크

게 부딪힐 일 없이 내가 맡은 연구과제, 프로젝트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 연구하는 사람들

의 일상이다. 각종 이해득실을 따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는 ‘사업부서’라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속여 가며 이득을 취해야 하는 

상황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연구직으로 일하면서 최소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

만으로 너무 감사할 일이다. 

연구 스트레스를 날린 등산동호회
자기가 맡은 연구과제에 전념하다 보면 자칫 주변을 살피는 일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자기 과

제가 우선이다 보니 공동의 힘이 필요한 조직의 업무에는 무감각해지고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

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마음에 새겼던 단어가 ‘존중과 배려’이다. 이

는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었기 때

문이다. 나한테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연구원 등산동호회라고 생각한다. 동호회 

활동 덕분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호회 활동은 연구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충분했다. 어쩌다 보니 등산동호회 

회장도 맡았는데, 좀 더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년퇴직이 가까워

지던 시기에는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끊겨 활동이 저조해진 것도 아쉽다. 그래도 등산

동호회원들과의 산행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2013년 8월 지리산 종주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리산 종주를 계획하고 호기롭게 출발

했지만 날씨가 문제였다. 지리산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산행이 통제되었고 모든 등산

객은 하산해야만 했다. 연구원에서는 우리의 안부를 확인하느라 원장님을 비롯해 본부장님, 

실장님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폭우 중에 산행을 떠난 우리가 조난이라도 당할까봐 연구원 식

구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걱정했던 것 같다. 폭우 속에서도 우리는 즐겁게 산행하고 있었는

데. 결국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고 연하천 대피소에서 하산해야만 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동료
산행에 의지가 강한 몇몇 회원들과 함께한 릿지(Ridge) 등반과 히말라야 트레킹은 우리들의 

관계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연구원에 들어오기 오래전인 1980년대 초부터 고등

학교 OB 산악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암벽등반 경험이 있었다. 암벽등반의 매력을 알리고 싶

었던 나는 암벽보다는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릿지 등반을 동호회 회원들에게 소개하려고 애

썼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몇몇을 꼬드겨 입문 기회를 제공했다. 그 몇몇은 값비싼 등반 

전문장비를 구입하며 호기롭게 입문했지만, 한번 참여하고 포기한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래도 평범한 도보 산행보다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은 소수 인원과 함께 

북한산의 만경대, 염초봉, 숨은 벽 등 일반 등산객들은 다가갈 수 없는 유명 릿지 코스의 비경

을 감상할 수 있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히말라야 트레킹은 ‘꿈’ 자체이다. 내가 이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준 사람이 연구원의 ‘석 모’ 팀장이다. 석 팀장 덕에 2014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ABC), 2017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를 다녀올 수 있었다. 수 십년간 꿈꿔왔던 ‘하

얀 산’의 그림 같은 풍광이 실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행, 특히 힘든 곳을 가면 그 사

람의 진면목을 안다 했는데, 해발 4,000~5,000미터쯤 되는 곳에 오르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욱 필요해진다. 나는 그곳에서도 ‘사람 관계’의 중요성을 또다시 느꼈

다. 지금도 연구원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에 감사한다.

최  봉 명예연구위원·시민경제연구실 / 2008~2020년 재직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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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를 처음 소개받았던 건 2007년 2월의 마

지막 주말 양재동의 한 카페였다. 이틀 뒤 월

요일에 서연이를 만나러 오라는 백OO 박사님

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라며 서연이를 당당

히 소개했다. 그리고 첫인상, 산속에 포근히 들

어앉은 그 깔끔한 모습이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

지. 그렇게 시작된 서연이와의 만남은, 20대 후

반 가장 찬란했던 나의 시절을 만들었다. 서연

이를 만나 사회를 배우고, 결혼도 했고, 박사학

위를 취득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서연이와 함께했다. 그리고 여전히 서연이는 잊

지 않고 내게 인사를 건넨다.

서울연구원은 제가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유학

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몸담은 첫 직장이었습

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박사가 국책연구원이나 

지자체의 싱크탱크에서 조사연구를 하며 정책 

현실을 경험하고 감각을 익히는 것은 연구와 교

육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이었습니다. 

제게 연구원은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문제에 관

한 풍부한 경험의 장이었고, 자치분권과 공공정

책 관리분야에서 연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플

랫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 정도만 연구원

에 있다가 대학교수로 갈 생각도 했습니다만, 

연구원 업무는 당시 자치분권 개혁으로 국가 선

진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

로 1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생활은 현재 제

가 대학에서 자치행정과 도시행정의 미래 인재

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와 경

험과 역량을 주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일할 때는 청사 뒤쪽 우면산의 소망

탑까지 산책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산책은 건강

에도 유익하고, 계절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또 함께 산행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살아

가는 이야기, 연구과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곤 

했습니다. 청사는 우면산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공기가 좋았습니다. 현대화된 건물에서 녹음을 

바라보며 연구하는 공간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

다. 서울이란 도시에 필요한 최고의 연구성과들

을 낼 수 있도록 해준 최고의 연구 환경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서연이 덕에 이루어진 서울시의 다양한 문화관

광 자원들과의 만남은 지금 나의 재산이다. 하이

서울페스티벌, 서울문화의 밤, 백인제가, 정조대

왕능행차, 서울시 축제, 서울시 도시브랜딩 등의 

문화 콘텐츠를 배웠다. 한강르네상스, 서울의 공

공 공연장, 방과후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 시

민문화예술학교,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

화시설에 이르는 문화예술 공공 인프라를 알게 

되었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서울문화콘텐츠센터, 

서울장학재단 같은 지원조직들도 배웠다. 잊고 

있었던 이 프로젝트들을 떠올리자니 서울시민에

게 필요한 열매를 맺기까지의 수많은 이야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아, 행복해!

서연이 구성원들과 함께한 워크숍과 문화예술 

활동, 일출 산행, 여행과 출장, 퇴근 후 술자리 

이야기까지! 그 화려하고도 따스한 추억을 떠올

리자니 생각이 꼬리를 물어 글이 쉬이 이어지지 

않는다. 은퇴하신 박사님들께 오늘 전화 한 통

씩 드려야겠다. 소식이 뜸했던 동료들도 곧 만

나야겠다.

그리고 이 봄, 서연이 오른쪽 어깨 옆의 산딸나

무, 구내식당 앞 모과나무, 진입로의 튤립나무

가 떠오른다. 그 나무의 꽃, 예쁜 미소가 선명하

다. 서연이와 함께한 모든 분이, 봄꽃 얼굴처럼 

활짝 웃는 오늘을 맞으시며 안녕하시기를! 서연

이와 많은 이들의 다음 30년이 찬란하고 화창하

기를! 서연아! 지난 30년 너무 고마워!

함께 연구하는 연구진은 각 분야 최고의 석학

들이었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며 함께 연구하

는 과정 자체가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도시행정

과 자치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지자체의 정책연구원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이곳에서 하는 연구는 다른 지역의 

도시정책연구원에 본(本)이 됩니다. 이 점에서 

서른 살 서연이의 지나온 삶 자체가 한국의 지역

정책과 도시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불혹(不惑)의 나

이와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도 합당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서
연
이, 

다
들 

좋
아
하
더
라
고
요

도
시
행
정
을 

선
도
하
는 

서
울
연
구
원

김소은

THE관광연구소 대표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07~’16 도시사회연구실 재직

김찬동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04~’15 도시경영연구실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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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공학도였던 제게 진로의 전환점이 되

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공학적 분석만 해오던 

제가 정책연구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했습니다. 

이 길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안전환경연구

실 박사님들의 도움으로 정책연구에 관한 논문

을 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제주연구원

의 일원이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정책 발

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삶은 지금과 

다르게 전개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다

이어트 중이었을지 모릅니다. 꿈 같은 제주의 

삶이 가능하기나 했을까요. 서울연구원은 저에

겐 힐링의 공간이자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 감사

한 곳입니다. 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과 서울시민을 이롭게 하는 연구

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의 쉼표로 더 큰 역할

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연구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강촌 야유회 기념사진(2012.10.26) 

서연이의 서른 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원 20주년 행사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기

억이 납니다. 벌써 10년이 지나, 어느덧 30주년

을 맞이했네요. 

서울연구원은 제 인생의 ‘쉼표’로 기억되는 곳입

니다.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첫 직장이었

던 연구원은 저에게 힐링의 공간이었습니다. 야

식으로 버틴 연구실 생활 탓에 체중은 100kg을 

넘었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자는 일념 하나로 통근버스 대신 우

면산을 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둘레길을 

오르내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년 만에 20kg

를 감량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서울연구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

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창설된 직후인 1993

년 1월 도시교통연구부로 입사해 도시교통연구

부장,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8월에 퇴직했습니다. 이후 홍익대 도시

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2008년부터 3

년간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2년 8개월간의 연구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

는 일은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통환경을 

가진 서울이 되기까지 여러 정책을 제안한 것과 

뛰어난 인재들을 동료로 만난 것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남산 제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지하철 9호선 급

행선 도입, 도시고속도로 네트워크 정비, 서울

시 대중교통 개혁, 청계천복원사업 등은 도시교

통연구부가 주도한 가장 성공한 사업들이었습니

다. 함께 일한 연구원 초창기 동료들은 이광훈

(전 서울연구원 본부장), 김경철(전 한국교통연

구원 원장), 최기주(아주대 총장), 손봉수(연세대 

공대 학장), 박은미(목원대 교수), 이청원(서울대 

교수), 윤혁렬(서울연구원 부원장), 손기민(중앙

대 공대 학장) 등입니다. 현재 한국 교통분야 최

고의 연구자로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연구원은 그동안 거둔 큰 성과를 기반으로 

서울의 미래를 주도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 인구구조 변화 및 빈부격차, 국가균형발

전 등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고 연구 환경은 급

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향한 기대도 30년 

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연구원은 서울을 넘어 

세계 도시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빅데이

터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 기반 환경을 구

축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연구

기법도 개척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도시교육기관을 설립

하고, 세계 유수 도시연구 대학 및 기관에 직원

을 파견하는 등 교류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연구원의 파괴적 변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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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93~’05 도시교통연구부 재직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2~’16 안전환경연구실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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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장 파릇파릇한 20대를 보낸 첫 직장. 남

편을 만났고 소중한 친구들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 상사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세상

으로 나서는 첫걸음을 떼다니 억세게도 운이 좋

았다. 분명 일하러 오는 직장이었지만 우리는 매

일 배우고 성장했다. 멋모르고 달려드는 순수함

으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먼지 쌓인 공문과 

옛 문헌을 더듬거리고, 오픈데이터의 기초 도면

들이 고사리손에서 하나둘 그려졌다. 야근이 마

냥 즐겁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연구가 다른 지

자체의 표본이었고, 우리는 분명 중요한 일을 하

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떠나기 힘들었고 나가도 

이 주변을 맴돌았다.

나의 인생에 서울연구원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

나. 함께한 시간만 꼽아도 나와 연구원은 떼려

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석사과정을 마친 후 처음 연구원과 인연을 

맺었다. 2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박사학

위를 취득하고 2006년에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

왔다. 그때부터 2018년에 퇴직할 때까지 11년 

6개월 동안 근무했으니 이 짧지 않은 시간이 깊

은 인연을 대변한다. 연구원 30년 역사의 절반 

가까운 페이지를 나도 함께 장식했다고 자부심

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연구원에서 근무한 기간 대부분 도시교통연구

부(혹은 교통시스템연구실)에서 보냈다. 도시교

통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소위 ‘교통 전문가’로 내공을 쌓

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더불어, 

현재 도시외교연구센터의 전신이랄 수 있는 세

계도시연구센터의 센터장과 기획조정본부 연구

조정실장의 직책을 맡아보기도 했다. 이러한 보

직들이 그 당시에는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다. 

마냥 일만 했다면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가질 순 

없었겠지. 한 달에 한 번 드레스 코드를 정해 같

이 일하는 박사님들과 사진도 찍고, 신변잡기

로 신문도 만들고, 밴드 활동도 했다. 점심시간

에는 정장 치마에 슬리퍼 차림으로 우면산을 탔

다. 날이 좋으면 걸어서 예술의 전당에 갔다. 비

가 너무 많이 와서 연구실이 물에 잠기기도, 눈

이 너무 많이 오면 더 쌓이기 전에 조기 퇴근도 

했지. 연구만 하라고 이런 곳에 터를 잡았냐며 

다음 직장은 꼭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기를 바

랐지만, 직장을 옮기고 나니 신은 나에게 지하

철역만 주고 다른 것은 모두 가져가더라. 

연구도,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많이 변했다고 한

다. 그래도 우리를 다시 의자에 앉히는 힘은 연

구에 몰입하는 짜릿함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서 고통스러움은 쫙 빠지고 짜릿함만 남

은 이유는 그 시간을 같이 견뎌준 사람들이 있

어서이지 않을까. 다음에는 내 할 일만 해야지 

다짐했지만 늘 그러지 못했고 결국엔 함께 쌓아

온 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

이 희열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동료들과 이야기

한다. 해줄 것은 없어도 이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다. 우리는 늘 쓸데없는 일로 즐거웠고, 쓸모

없어 보이는 일로 성장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사람과 시간이 모이고 쌓이

는 곳으로 묵묵히 버텨준다면, 연구원들이 이 말

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쓸데없는 

일로 내 연구는 한 1cm 정도 더 깊어졌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연구자가 조직의 주요 보직

을 경험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연구원에서 쌓은 이러한 경험이 지

금의 나를 있게 했다. 어느 자리에서도 나 자신

을 당당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나에

게 연구원은 수많은 배움과 성장의 터전이자 기

회의 땅인 셈이었다.

연구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과 함께 30주

년을 축하하고 싶다. 그리고 연구원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할 현재의 연구원 식구들에게 축하

와 더불어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다. 부담스러

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서울과 서울연구원의 미

래를 향한 큰 꿈을 꾸어달라고.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정책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달라고. 그 영광스러운 길에 나를 포함해 

연구원을 거쳐 간 많은 동료 연구원들도 동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연구원의 서른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

리 모두에게 기회의 터전인 서울연구원의 성장

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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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04~’15 도시공간연구실 재직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06~’18 교통시스템연구실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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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2022



연혁

1992 1.15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정(조례 제2883호)
 6.30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정관 제정
 9.22 초대 김찬회 이사장 취임
 9.23 초대 최상철 원장 취임
 9.24 조직구성(5부, 1실, 1국)
 10.1 연구원 개원(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30 제2대 강병기 이사장 취임

1993 1.1 제1기 연구직원 임용
 1.4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구청, 시의회, 지하철 현장 등)
 2.13 연구원 발전토론회(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과제와 발전방향)
 4.26 초청 특강(서울시정의 회고와 전망 : 김상배 전 서울시장)
 6.30 국제 세미나(서울 산업경제구조 변천과 발전방향)
 9. 6 서울21세기위원회 발족 및 서울21세기연구센터 개설
 10.6 개원 1주년 기념세미나(서울연구의 현재와 미래)
 11.10  조직개편(기획조정부→기획조정실, 사회개발연구부 신설)

1994 1.20 조직개편(도시설계연구센터 신설-도시계획연구부 하부조직)
 3.15 연구원 청사 이전(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삼성동)
 6.2  베세토 국제 세미나(동북아 대도시의 미래)
 9.5  워크숍(Local Agenda 21과 지방정부의 대응)
 9.23 제2대 정세욱 원장 취임
 9.23 제3대 최상철 이사장 취임
 12.1 지방연구원 워크숍

1995 4.20 공청회(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7.1  민선 1기 출범(조순 서울시장 취임)
 9.28 개원 3주년 기념세미나(서울시정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10.26 국제 세미나(인간중심의 도시 서울을 향하여)

1996 1.11 부원장 제도 신설
 2.10 제3대 이번송 원장 취임
 5.10 서울시립대학교와 교류행사 개최
 5.21 초청토론회(교통혼잡관리 및 운영주체 : 미 하버드대 John Kain 교수)
 5.28 정책토론회(주행세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6.10 제4대 이번송 원장 취임
 6.26 세미나(민선자치 1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6.27 초대 문동주 부원장 취임
 10.2 정책토론회(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21 환태평양도시발전회의(PRCUD) ’96 서울회의 개최
 11.1 제4대 변형윤 이사장 취임
 11.11 정책토론회(중소기업육성방안) 

1997 1.7  연구원 청사 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중구 예장동)
 1.30 연구원 LAN 설치 및 홈페이지 개통(http://www.sdi.re.kr)
 1.31 제5대 서준호 원장 취임
 3.20 청사 이전 기념세미나 
 6.20 시민토론회(인간중심의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6.26 민선자치 2년 기념세미나

1998 2.26 조직개편(자료전산실 → 전산정보연구부)
 7.1  민선 2기 출범(고건 서울시장 취임)
 8.6  제6대 강홍빈 원장 취임
 9.10 심포지엄(서울시 교통센서스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활용방안)
 9.14 시민공청회(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0.27 도시문화 포럼(제5회 시민의 날 기념, 새서울 어떻게 가꿀것인가?)
 12.30  조직개편(도시계획부→도시계획설계연구부, 전산정보연구부→지리정보연구센터, 사무국→행정실)

1999 2.2  세미나(서울시내버스 구조조정 추진)
 9.21 연구원 급여 및 직급체계 개편
 10.5 공청회(도심재개발 기본계획)
 10.18 제7대 권원용 원장 취임
 12.10  연구원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완료

2000 1.1  월드컵지원연구단 신설
 1.1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5.3  제1회 ‘시정연포럼 21’ 강좌
 5.9  연구원 신청사 현상공모 작품 심사
 9.6  국제 세미나(서울·북경의 역사지구 보전과 재생 :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과 공동 개최)
 10.16 2002 월드컵 종합대책 관련 콜로키움

2001 2.14 2002 월드컵 국제 라운드테이블
 2.23 토론회(서울의 미래상)
 5.29 연구원 신청사 기공식
 6.13 조직개편(사회개발연구부→도시사회연구부, 지리정보연구센터→도시정보연구센터)
 8.20 시정연우회 창립
 10.24 정책토론회(서울시 친수공간의 수환경관리)
 10.25 국제워크숍(DMC 추진 : 미 MIT와 공동 개최)
 11.13 제5대 권태준 이사장 취임
 11.14 정책토론회(서울시 투·융자심사제도의 발전방향)

2002 1.28 제1회 서울정책인대상 시상

 2.5  세미나(2002년 지구단위계획)
 2.18 월드컵 D-100 기념 한·일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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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2 3.16 심포지엄(2002 FIFA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한 한·일 교류)

 3.21 전문가 초청토론회(제10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서울시의 수자원 관리방안)
 5.8  월드컵공원 개장 기념 라운드 테이블 
 5.28 워크숍(2002 메트로폴리탄 서울총회 개최)
 6.11 공청회(한강의 생물서식환경 개선방안)
 7.1  민선 3기 출범(이명박 시장 취임)
 8.2  워크숍(시청앞 광장화 방안 연구)
 8.26 제8대 백용호 원장 취임
 9.26 국제 세미나(한국·화란: 지역 경쟁력과 공간정책)
 10.15  국제 합동 세미나(지방자치에 관한 국제 합동 세미나)
 10.31 워크숍(디지털 미디어시티 스트리트 조성기본계획)
 11.4 국제 세미나(한·불의 도시재생 경험 비교)
 11.25 국제 심포지엄(청계천 복원)
 12.6 워크숍(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2003 1.16 전문가토론회(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구상)
 1.27 연구원 청사 이전(서울 중구 예장동 → 서초동)
 2.6  국제 워크숍(디지털 미디어시티 스트리트)
 2.20 공청회(청계천 복원사업)
 3.7  국제 세미나(한·일 지구단위계획)
 3.10 새청사 입주식(서초동)
 3.13 국제 토론회(서울시 도심교통체계 개편 관련)
 4.14 국제 워크숍(세계도시 형태비교 연구)
 4.29 심포지엄(서울시 물순환 체계 구축)
 5.12 토론회(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방안)
 5.13 공청회(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6.4  정책토론회(서울시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조성)
 6.27 심포지엄(동북아 경제거점도시 서울 만들기)
 9.24 교류협정(미 캘리포니아주정부 SCAG)
 9.25 초청세미나(청계천복원 지원 관련)
 10.23 국제 포럼(DMC 구상과 유비쿼터스 공간계획)
 12.15 공청회(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12.18 공청회(대중교통요금체계·신교통카드 도입)
 12.19 정책토론회(서울시 지역균형발전)

2004 2.5  대토론회(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안)
 2.26 조직개편(행정실→사무국)

 2.26 제6대 박세일 이사장 취임
 3.9  정책토론회(한국경제발전에서 서울경제의 역할)
 3.24 국제 워크숍(서울·북경 도시기본계획)
 4.29 국제 세미나(공공프로젝트를 위한 PPT : 런던의 경험과 서울에 대한 새로운 기회)

 

2004 5.4  정책토론회(재정분권의 실현방안 : 재원재배분과 재조정의 합리화)
 5.28 교류협정(미 럿거스대 콘웰센터)
 5.28 국제 세미나(정부성과 향상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주도형 정부성과 측정)
 6.16 교류협정(미 텍사스 오스틴 CTR)
 6.23 교류협정(고려대학교)

 7.14 교류협정(이화여자대학교)

 10.1 국제 심포지엄(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도시권의 계획이슈와 정책수단)
 10.2 정책토론회(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10.2 세미나(서울시 장래교통수요 예측 및 정책방향)
 10.2 정책토론회(고령사회의 도래와 서울경제의 대응방안)
 10.8 정책토론회(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성 제고방안)
 11.6 국제 워크숍(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11.17 교류협정(프랑스 소르본대학교)
 11.24 워크숍(서울장기주택 종합계획)
 11.30  대토론회(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12.1 국제 워크숍(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한·중·일 국제워크숍)
 12.13 심포지엄(서울시 비오톱 유형 특성과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12.16 정책토론회(서울시 대중교통체계 평가방안)
 12.16 교류협정(교통개발연구원)

 12.26 정책토론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전략과 서울시 역할)

2005 1.21 워크숍(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1.25 정책포럼(수도이전 과정의 교훈과 지역균형발전 대안 모색)
 1.26 교류협정(가톨릭대학교 외 7개 대학)
 2.18 전문가워크숍(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2.22 전문가포럼(서울 문화도시마케팅)
 2.23 교류협정(서울지역 전문대학, 유관기관, 기업체 등 21개 기관)
 2.25 공청회(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27 제7대 안병만 이사장 취임
 3.15 공청회(서울주택종합계획 2003~2012)
 3.17 공청회(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4.19 국제 세미나(동북아 도시역사 보전정책 비교연구)
 4.22 정책토론회(서울시 버스체계 개편효과 및 평가방안)
 5.20 정책포럼(제5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정책효과 분석)
 7.5  국제 포럼(보다 나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의 경험과 성과)
 7.21 정책토론회(서울시 지하철노선 개편방안)
 7.22 정책세미나(21세기 대도시 서울, 지역혁신체계의 도전과 응전)
 8.24 정책토론회(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방안)
 8.26 제9대 강만수 원장 취임
 8.26 정책토론회(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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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16 교류협정(북경 교통발전연구중심 TRC)
 10.7 개원 13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시민주도형 성과측정과 정부생산성 증대) 
 10.12 토론회(줄어드는 인구 늙어가는 인구 - 저출산·고령화 전망과 대응)
 11.9 정책토론회(주택 고밀화에 대응한 서울시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정비방안)
 11.11 정책포럼(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효과)
 11.16 국제 심포지엄(Policy Issues Initiatives, a Global to Local Perspective)
 12.7 전문가세미나(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12.14 정책포럼(동북아시대의 수도권 역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006 1.25 장애인과 함께 역사박물관 견학
 2.25 정책포럼(수도권의 효율적 성장관리체계 구축방안)
 3.1  산학연지원센터(부설기관) 설립
 4.26 정책포럼(분권형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모색)
 5.3  정책토론회(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발전방향과 민·관 파트너십 모색)
 5.10 전문가포럼(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7. 1 민선 4기 출범(오세훈 시장 취임)
 9.18 국제 워크숍(서울과 북경의 교통정책과 토지이용관계)
 9.21 대토론회(1200만 관광서울 창조)
 10.11 정책토론회(서울시 한옥 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10.27 정책토론회(서울시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10.27 정책토론회(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10.30  전문가세미나(서울시 도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11.8 정책토론회(꿈과 상상력으로 준비하는 세계도시 서울)
 11.9 공청회(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
 11.23 전문가세미나(대중교통 우선정책 지원을 위한 보행시설 환경개선)
 11.27 초청특강(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북한의 문제 : 안병만 이사장)
 11.28 정책토론회(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 및 이행계획 평가)
 12.5 시민토론회(세종광장 조성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향)
 12.11 교류협정(미 델라웨어대 CEEP)
 12.13 정책토론회(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
 12.15 교류협정(주택도시연구원)

 12.15 정책토론회(서울마케팅 전략개발)
 12.19 세미나(용도지역제 개편 및 허용정도 정비방향)
 12.20  정책토론회(동아시아 도시 간 국제관광 경쟁력 비교)

2007 1.15 제10대 제타룡 원장 취임
 2.27 정책토론회(GIS기반 소지역통계집 공표구역)
 5.18 세미나(한미 FTA 체결이 서울 및 수도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
 5.30 세미나(신재생에너지 기술동향 : 한·독 공동 세미나)
 6.15 전문가 토론회(대도시 도로정비)
 8.14 전문가 워크숍(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권역제도 개선방안)
 9.12 공청회(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2007 9.19 국제 심포지엄(한강르네상스)
 10.4 정책토론회(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10.10  공개 토론회(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시행)
 10.22 정책토론회(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버블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10.26 정책토론회(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평가방안)
 11.3 정책토론회(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11.5 제11대 정문건 원장 취임
 11.23 국제 심포지엄(서울시 교통정책)
 11.28 정책토론회(역세권 정비 활성화)
 12.7 장애인 초청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행사
 12.11 정책토론회(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향)
 12.13 정책토론회(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8 1.4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2.11 조직개편(1실, 2본부, 1관)
 3.14 정책토론회(서울시 물관리계획)
 4.11 교류협정(한국기술거래소)

 4.15 국제 세미나(대도시권 성장관리)
 5.7  정책토론회(도시철도노선 실행방안)
 5.13 세미나(도시행정의 창의성, 그리고 도시의 미래)
 5.30 태안반도 기름유출 현장 봉사활동
 6.3  세미나(UITP 지속가능 발전)
 6.4  세미나(창의시정 학술세미나)
 7.8  토론회(음식폐기물 분쇄기의 서울시 도입여건과 시범사업 방안)
 7.16 정책토론회(음식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10.9 제8대 안문석 이사장 취임
 11.20  전문가토론회(남산의 역사·문화·환경보전 및 발전구상)

2009 3.25 공청회(남산 르네상스)
 7.27 정책토론회(서울시민의 자전거문화 정착방안)
 9.10 교류협정(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14 공청회(서울특별시 강, 산, 문화재 주변 경관계획)
 10.27 심포지엄(New Century Development Conference and Workshop)
 10.30  4개 기관 합동 체육대회(SDI,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소방학교)
 11.13  정책토론회(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11.18 심포지엄(서울의 현재, 미래의 서울)
 11.22 문화행사(노리단 공연)
 11.25 전문가토론회(서울시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원제도)
 12.17 전문가토론회(뉴욕시의회의 정책활동 및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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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25 전문가토론회(서울서베이를 활용한 대도시 서울의 변화를 진단하다)
 4.1 공청회(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
 5.14 교류협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6.10 심포지엄(대도시 관리의 방향과 서울의 과제)
 6.30 전문가토론회(해외의 분권헌법과 정책역량)
 7.1  민선 5기 출범(오세훈 시장 취임)
 8.2 전문가토론회(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분권헌법)
 9.7  정책토론회(민선5기 서울시 건물 및 교통부문 탄소 감축방안)
 10.1 시민공청회(공원속의 도시, 서울 - 2030 서울시 녹지기본계획)
 11.3 전문가토론회(해외 대도시 정책과정과 의회 역할-도시관리)
 11.17 전문가토론회(해외 대도시 정책과정과 의회 역할-환경 분야)
 11.19 전문가토론회(광역/기초의회 정책과정상의 법제도적 위상)
 12.1 전문가토론회(정책과정상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2011 1.18 제12대 김상범 원장 취임
 1.28 제9대 이달곤 이사장 취임
 2.16 정책토론회(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2.27 교류협정(한국과학기술원)

 3.16 조직개편(1본부, 1단, 7실, 1센터, 1국)
 3.18 고객만족실천 결의대회
 5.12 비전선포식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5.13 공청회(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5.19 전문가토론회(도시재생 법제 개편)
 6.24 전문가토론회(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10.7 가을체육행사(다니엘복지원 원우 초청 서울 성곽 걷기)
 10.19 교류협정(서울시립대학교)

 10.26 박원순 시장 취임
 11.9 사회적기업 11개소 자매결연 협약

2012 2.17 제13대 이창현 원장 취임
 3.5 시민 대토론회(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3.13 SDI-하버드대 공동 세미나(동아시아 도시의 도시행태 연구)
 3.28 제10대 이원종 이사장 취임
 4.1 조직개편(1본부, 7실, 1센터, 1국, 1단)
 4.3 학술세미나(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5.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5.18 교류협정(희망제작소)

 6.8 공청회(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6.12 ANIS(아시아 비정부조직 혁신 서밋) 개최 
 6.27 2030 미래 서울, 100인 원탁토론
 6.29 워크숍(신주거재생 정책방향 정립)

2012 8.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8.9 ‘용감한 녀석들’ 홍보대사 위촉
 9.12 세마나(서울-대만 공공임대주택)
 9.18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
 9.19 세마나(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10.4 조직개편(전략연구센터 신설)
 10.9 정책토론회(서울의 역사도시 회복)
 10.11 개원 20주년 기념 행사
 10.29 산동성거시경제연구원과 전략적 협력 좌담회 및 협약 체결
 11.4 수도권 4개 연구기관과 연구교류 협약 체결
 11.7 세미나(서울시와 베이징의 미래)
 12.14 교류협정(서울시립미술관)

2013 1.31 교류협정(오사카시립대 도시연구프라자)
 2.20 세미나(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 및 활성화)
 2.27 세미나(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4.3 교류협정(수원시정연구원)

 4.4 서울연구원 시민정책 네트워크 포럼 
 4.17 숲속 강의 개최(10월까지 매월 개최, 7강 운영) 
 4.18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4.21 서울과 북경의 미래 공동협력 학술세미나
 5.28 세미나(산업시대 유물, 마포 석유비축기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5 전문가세미나(서울시 교통카드 이용자 행태분석과 정보공유의 사회적 가치)
 6.28 교류협정(막스플랑크연구소)

 9.25 역사도시 국제 세미나
 9.28  중국 칭화대 심포지엄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10.10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
 10.12 공청회(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30 서울플랜))
 10.20 산동성거시경제연구원 교류협력행사 ‘산동성과 서울의 경제, 산업 협력 세미나’
 10.30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11.22 교류협정(부탄연구원)

 12.20 조직개편(세계도시연구센터 신설)

2014 3.14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학술회의(서울시청)
 3.21 공개토론회(서울시 초미세먼지 및 황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4.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4.16 도시인문학 강의(10월까지 매월 개최, 8강 운영) 
 4.22 지방자치정부 20년 기념 공동세미나
 5.9 도시를 살리는 소통 세미나(서울대와 공동 개최)
 5.19 서울창의상 장려상 수상(그린연구원 프로젝트 Green Institut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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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22 교류협정(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5.23 도시안전 시민안심 포럼
 7.11 MeTTA(Megacity Think Tank Alliance) 창립포럼 및 발족식
 8.2 제14대 김수현 원장 취임
 10.28 교류협정(서울역사박물관)

 11.4 공청회(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시 시행계획)
 11.6 토론회(제2차 수도권 광역정책-교통분야)
 11.18 시민공개토론회(세종대로 역사와 문화의 길을 열다)
 11.24 정책토론회(지속가능한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전략)
 11.26 조직개편(미래연구센터 신설, 미래사회연구실→도시사회연구실)
 11.27 수도권 통계 개발 협력 업무협약 체결(경인지방통계청, 서울연, 경기연, 인천연)
 11.28 대토론회(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융복합 연구)
 12.3 충남연구원과 행복컨퍼런스 개최(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

2015 1.22 함께서울 포럼 개최
 1.26 서울연구원 2015 비전과 혁신 워크숍
 3.16 국제 워크숍(위험사회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참여적 거버넌스 모색)
 4.1 업무협약(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4.15 업무협약(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업센터)

 4.14 업무협약(서울시 NPO지원센터)
 2.26 업무협약(제주발전연구원)

 3.30 업무협약(대한토목학회)

 4.20 세미나(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4.28 도시인문학 강의(10월까지 매월 개최, 6강까지 운영) 
 5.7 업무협약(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5.14~1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함께 사는 사회 -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오사카시립대 도시연구플라자, 한국도시연구소, 세종대학교 공동 개최)
 6.24 한일 국제워크숍 ‘버블붕괴 25년, 일본 주택정책의 교훈’(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 개최)
 7.22 업무협약(대전발전연구원)

 8.18 학연협약(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9.15 중국 장쑤성 시찰단, 중국 산둥성정치연구원 대표단 방문
 10.7 업무협약(중소기업학회)

 10.15~16  국제 심포지엄 ‘진보도시를 향하여: 서울을 넘어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 개최)

 11.18 지방분권 자치발전 세미나(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11.23~24  국제컨퍼런스 ‘위험사회의 도전과 서울의 선택’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공동 개최) 
 11.30 조직개편(도시경영연구실 신설, 3개 연구센터 글로벌·미래연구센터로 통합)
 12.15 전문가토론회(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2016 2.4 업무협약(한국사회학회)

 2.29 <서울의 인문학> 출판기념회 개최
 3.4 업무협약(한국공간환경학회)

 3.10 업무협약(한국도시연구소)

 3.25 전문가 초청특강(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장하성)
 5.11, 5.17 도시인문학 특강(1강, 2강) 
 5.23 업무협약(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6.16 시정연구협의회 성과포럼
 6.24 희망의 도시, 위기의 도시 심포지엄
 6.30 연구결과 공유회(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측정과 정책평가)
 7.12 업무협약(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CLC)
 7.28 제11대 강홍빈 이사장 취임
 8.26  지방정부의 국제기구 운영 전략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학도시포럼, 한국국제정치학회, 

세계도시전자정무협의체,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세계과학도시연합)
 12.16 전국 최초 근로자이사(배준식) 선출

2017 2.16 업무협약(한국경제지리학회: 서울의 공간경제학 연구 활성화)
 2.22 정책토론회(오래 살고 싶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어떻게 만들까?)
 2.24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출판기념 세미나
 3.22 시민설명회(시민과 함께하는 주정차 문화 개선방안)
 3.22 업무협약(한국산업노동학회)

 4.11 업무협약(한국정치학회)

 4.27 정책토론회(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4.28 제15대 서왕진 원장 취임
 5.6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 공학자협회)
 5.19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기념세미나(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미래 전략)
 5.31 광화문포럼 발표 및 시민대토론회
 6.8 토론회(서울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 진단과 발전방향-서울시와 공동 개최)
 6.14 업무협약(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21 Plus와 신공공성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교류) 
 6.28 시민토론회(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마련)
 7.14 <서울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 출판기념회
 9.25 개원 25주년 기념세미나(서울도시정책연구 25년 그 변화의 궤적)
 10.13 정책토론회(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지역사회전략)
 10.26 정책토론회(서울의 미래 세대 정책-한국사회학회와 공동 개최)
 11.1 정책토론회(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11.10 정책토론회(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시리즈 정책토론회 3차)
 11.21 학술세미나(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12.7 미국 랜드연구소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관련 발표 및 토론
 12.19 정책토론회(신정부 도시재생뉴딜과 대도시 대응)
 12.26 조직개편(감사실 신설, 글로벌미래연구센터→도시외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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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5 정책토론회(도시생태문화포럼 ‘미세먼지 저감도시 전략’)
 2.28 정책토론회(‘건강x도시=건강도시 : 건강도시를 위해 보건과 도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3.6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 시리즈(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3.29 업무협약(녹색기술센터)

 4.24 콜로키움(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환경)
 5.30 콜로키움(남북·북미 정상회담: 쟁점과 전망)
 7.4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Seoul Think Tank Alliance) 발족
 7.10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와 연구협약 연장
 7.19 공개토론회(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9.12 콜로키움(한국사회의 미래와 정치의 역할)
 10.23 개원 26주년 기념세미나(스마트 시티, 서울의 미래를 그리다)
 11.28 근로자이사(이주일) 선임
 12.6 국제 컨퍼런스(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서울시와 공동 개최)
 12.13 공동연구 협정(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1.18  지역재생기업(CRCs)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23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남인순 외 국회의원 4인, Lab2050과 공동 개최)

 1.25 업무협약(서울과 도쿄의 도시정책 비교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교류)
 2.1 구정연구지원센터 신설, 구정연구 전담 지원
 3.22 업무협약(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노동 정책 관련 조사·연구)
 5.9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교통공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5.28 연구자문위원회와 소통협력위원회 → 연구자문위원회로 통합
 5.30 서울연구원 빅데이터 캠퍼스 제2캠퍼스 오픈 
 6.3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정책토론회(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 방안)
 6.11 서울시 공공조성 시설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사)문화사회연구소, 메타기획컨설팅)
 9.26~27 2019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서울시와 공동 개최)
 10.2 제6차 수도권 통계개발 협업세미나(경기연구원, 경인지방통계청과 공동 개최)
 10.15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
 11.1 행복의 경제학과 서울시민의 행복 포럼(지구와 사람 공동 개최)
 11.7~8 2019 서울빅데이터 포럼
 12.18 플랫폼 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포럼(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 개최)
 12.19 조직개편(기획조정본부→연구기획조정본부 및 경영관리실, 도시정보센터→도시정보실)
 12.23  균형발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토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원, 13개 시도연구원)

2020 1.23 업무협약(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권 빅데이터 활용)
 2.13 업무협약(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2.28 코로나19로 재택근무제도 시행(위기단계별 재택근무 유형 및 운영관리방안 마련)
 3.30 코로나19 서울경제 회생방안 TF 운영(~4.30)
 4.9 업무협약(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평가연구 학술연구 교류)
 4.14 영상회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5.12 정책토론회(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을의 정책)
 6.8 업무협약(한국NGO학회)
 6.30 서울연구원노동조합 창립
 7.9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지역·산업 전략 온라인 토론회(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연구원과 공동 주최)
 7.22 1차 서울시 그린뉴딜 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분업과 협업’
 9.13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및 서울시 정책박람회 개최
 9.16 업무협약(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9.17 업무협약(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27 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
 11.17 2020 서울 평화대화(인간안보와 평화)
 12.3~4 2020 서울 빅데이터 포럼(신종 감염병과 대도시권 빅데이터)
 12.4 구정연구단, 2020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대상 정책상 수상
 12.8 심포지엄(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전략-서울시의회, 서울시 공동 개최)
 12.15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4)

2021 1.19 제1회 기후변화 콜로키움(‘지구와 사람’과 공동 주최, 온라인)
 2.4 업무협약(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15 업무협약(SK텔레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24 업무협약(세종연구소)

 2.25 업무협약(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2 세계 물의 날 기념토론회(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5개 시도 연구원 공동 개최)
 4.30 업무협약(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

 5.2 서울연구원 별관 운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주 
 5.3 업무협약(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와 그린리더십 인턴십 운영)
 6.4 기후변화 소확행 릴레이 세미나(지역 차원의 폭염대응 -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 개최)
 6.8 토론회(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시의회와 공동 개최)
 10.21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전망)
 10.21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운영(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10.21 1인가구 정책포럼(서울시와 공동 개최)
 11.8~9 제1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서울시와 공동 개최)
 12.1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회(서울시, 연합뉴스와 공동 개최) 
 12.13 업무협약(한국지방자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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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1992.09
• 4개 연구부(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및 3개 지원부서(기획조정부, 사무국, 자료전산실) 

기획조정부 도시계획부 도시교통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도시경영부 사무국 자료전산실

이사회

원장

연구관리심의위원회

1996. 1
• 부원장제 신설

1993. 11
• 사회개발연구부 신설
• 기획조정부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사무국 자료전산실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이사회

원장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사무국 자료전산실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이사회

원장

부원장

1998.12
• 도시계획연구부 → 도시계획설계연구부
• 전산정보연구부 → 지리정보연구센터 
• 사무국 →  행정실로 변경
• 부원장제 폐지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설계

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지리정보

연구센터
행정실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이사회

원장

1999.08
• 연구관리심의위원회 → 연구자문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 변경(연구원의 발전방향과 주요 연구사업 등에 관한 자문)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설계

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지리정보

연구센터
행정실

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원장

1998.2
• 자료전산실 → 전산정보연구부로 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전산정보연구부 사무국

원장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이사회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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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2001. 6
• 사회개발연구부 → 도시사회연구부로 명칭 변경
• 지리정보연구센터 → 도시정보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설계

연구부

도시교통

연구부

도시환경

연구부

도시사회

연구부

도시정보

연구센터
행정실

도시경영

연구부

이사회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2004. 2
• 행정실 → 사무국으로 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설계

연구부

도시교통

연구부

도시환경

연구부

도시사회

연구부

도시정보

연구센터
사무국

도시경영

연구부

이사회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2005. 11
• 각 연구부: 부서로 통일(연구부 → 부)
• 도시정보연구센터 → 디지털도시부로 확대 개편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설계부 도시교통부 도시환경부 도시사회부 디지털도시부 사무국도시경영부

이사회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2011. 3
•  연구부서 전면 개편(기획조정실 → 기획조정본부와 행정지원국으로 분리, 분리에 의한 정책협력관 폐지)  
: 7실 1본부, 1연구단, 도시정보센터, 행정지원국

• 미래정책연구단, 도시정보센터 신설

연구자문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

도시계획

연구실
도시정보센터기획조정본부

도시경영

연구실

산업경제

연구실

복지문화

연구실

도시교통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주택도시설계

연구실
행정지원국

이사회

원장

2012. 2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신설(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한 대상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연구자문위원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미래정책연구단

기획조정본부
도시경영

연구실

산업경제

연구실

복지문화

연구실

도시교통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주택도시설계

연구실

도시계획

연구실
도시정보센터 행정지원국

원장

2008. 2
• 연구부서 전면 개편(부서 → 본부로 통합), 1실 2본부 체제, 정책협력관 신설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기획조정실 창의시정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

이사회

원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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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  연구부서 전면 개편(7개 연구실 → 5개 연구실), 1본부, 1센터
•  소통협력위원회 및 정책협력관 재설치, 부원장제 재도입
•  행정지원국을 기획조정본부로 통합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기획조정

본부

미래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센터

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기획조정

본부

미래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센터 전략연구센터

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

2012. 10
•  전략연구센터 신설(다양한 정책현안의 체계적 진단 및 대응)

2014. 11
•  미래사회연구실 → 도시사회연구실로 명칭 변경
•  미래연구센터 신설(서울시 미래 비전 연구 수행 및 지속적인 의제 발굴)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미래연구

센터

서울공공

투자관리

센터

전략연구

센터

기획조정

본부

도시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

센터

세계도시

연구센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원장

부원장

2014. 2
•  한시 조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신설(회계 등 분리 운영)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전략연구

센터

서울공공

투자관리

센터

기획조정

본부

미래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

센터

세계도시

연구센터

이사회

원장

부원장

이사회

원장

부원장

이사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원장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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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  도시경영연구실 신설
•  3개 연구센터 통폐합(‘미래연구센터’와 ‘세계도시연구센터’를 ‘글로벌·미래연구센터’로 통합, ‘전략연구센터’는 임시조직화)

서울공공

투자관리

센터

안전환경

연구실

기획조정

본부

도시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도시경영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

센터

글로벌·미래
연구센터

교통시스템

연구실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이사회

원장

부원장

2019. 5
•  연구자문위원회·소통협력위원회 → 연구자문위원회로 통합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감사실

서울공공

투자관리

센터

기획조정

본부

도시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도시경영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외교

연구센터

도시정보

센터

이사회

원장

부원장

2017. 12
•  감사실 신설(원장 직속)
•  글로벌·미래연구센터 폐지, 도시외교연구센터 신설

감사실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정책협력관

서울공공

투자관리

센터

도시외교

연구센터

기획조정

본부

도시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도시경영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

센터

이사회

원장

부원장

428 429 서울연구원 30년사
부록 
조직 변천 428 429 서울연구원 30년사

2015. 4
•  한시 조직이었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연구원에서 분리

정책협력관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미래연구

센터

서울공공

투자관리

센터

전략연구

센터

기획조정

본부

도시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

센터

세계도시

연구센터

조직 변천

원장

이사회

부원장



2019. 12
•  기획조정본부 → 연구기획조정본부와 경영관리실로 분리 운영
•  도시정보센터 → 도시정보실로 변경
•  성평등인권센터 신설(원장 직속)

서울공공

투자관리

센터

정책협력관

감사실

연구자문위원회

성평등인권센터

경영관리실
도시외교

연구센터

연구기획

조정본부

도시사회

연구실

시민경제

연구실

도시경영

연구실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도시정보실

이사회

원장

부원장

430 431 서울연구원 30년사
부록 
조직 변천 430

조직 변천 서울연구원 이사회

1. 이사회 현황(2022. 4. 현재)
구분 성명 현직 임기

이사장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2.03.23~2025.03.22

선임직 이사

강성진 고려대 교수 2022.03.23~2025.03.22

김상진 나사렛대 객원교수 2022.03.23~2025.03.22

장영철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022.03.23~2025.03.22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2.03.23~2025.03.22

최창환 단국대 교수 2022.03.23~2025.03.22

이신해 서울연구원 노동이사 2022.03.23~2025.03.22

당연직 이사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2022.03.10~2025.03.09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2019.03.01~2023.02.28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 2021.04~

이동률 서울시 정책기획관 2021.07~

선임직 감사 <공석> - -

당연직 감사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 2022.01~

2. 역대 이사장
구분 성명 재임 기간 소속

초대 김찬회 1992.09~1992.11 서울시의회 의장

2대 강병기 1992.11~1994.09 한양대 교수

3대 최상철 1994.09~1996.10 서울대 교수

4대 변형윤 1996.11~2001.11 서울대 교수

5대 권태준 2001.11~2004.02 서울대 교수

6대 박세일 2004.02~2005.11 서울대 교수

7대 안병만 2006.02~2008.08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8대 안문석 2008.10~2010.11 고려대 명예교수

9대 이달곤 2010.12~2011.11 서울대 교수

10대 이원종 2012.02~2015.02 성균관대 석좌교수 

11대 강홍빈 2016.07~2020.03 前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소속은 이사(장) 선임 당시 소속으로 정리



성명 재임 기간 소속

강병기 1992 한양대 교수

신   흥 1992~1996 서울시립대 총장

이한빈 1992~1994 경희대 교수

한원택 1992~1996 성균관대 교수

강병기 1994~1996 한양대 교수

김진현 1996~2000 서울시립대 총장

임희섭 1996~1998 고려대 교수

최상철 1996~1998 서울대 교수

최송학 1996~1998 서울대 부총장

서준호 1998~2004 서강대 교수

안문석 1998~2004 고려대 교수

조   형 1998~2004 이화여대 교수

오연천 2002~2014 서울대 교수

김영석 2004~2007 연세대 교수

좌승희 2004~2011 경기개발연구원장

조무석 2004~2010 숙명여대 교수

주자문 2004~2007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성명 재임 기간 소속

김범술 2007~2010 ㈜글로벌인포메이션 대표

손태원 2008~2011 한양대 교수

좌승희 2010.02~2013.02 경기개발연구원장

안승준 2010.02~2013.02 차병원그룹 사장

심화진 2010.12~2013.12 성신여대 총장

정병호 2013.02~2016.03 한양대 교수

김수현 2013.03~2016.03 세종대 교수

엄규숙 2014.01~2017.01 경희사이버대 교수

정건화 2014.01~2017.01 한신대 교수

염재호 2014.01~2021.03 고려대 교수

남윤호 2015.05~2017.08 중앙일보 논설국장

김광중 2015.05~2017.08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현미 2016.03~2019.03 연세대 교수

이병남 2016.03~2021.03 前 LG인화원 원장

허정애 2018.04~2021.04 경북대 교수

정재희 2018.04~2014.04 홍익대 교수

이기우 2018.04~2021.04 인하대 교수

성명 재임 기간 소속

최상철 1992~1994 원장

강덕기 1992~1994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김익수 1992~1993  서울시 투자관리관

강홍빈 1992~1996  서울시 시정연구관

강성환 1993 서울시 재정기획관

장정식 1993 서울시 재정기획관

진영호 1993~1994  서울시 재정기획관

성명 재임 기간 소속

정세욱 1994~1996  원장

김광시 1994~1995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의재 1994~1995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김순직 1995 서울시 재정기획관

도명정 1995~1998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이번송 1996 원장

이철수 1996 서울시 재정기획관

4. 역대 당연직 이사

성명 재임 기간 소속

임재오 1996~1997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준호 1997~1998  원장

진익철 1997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우석 1997~1998  서울시 재정기획관

최병대 1997 서울시 정책기획관

김광시 1997~1998 서울시 정책기획관

강홍빈 1998~1999 원장

김건진 1998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순직 1998~1999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임재오 1998~1999 서울시 시정기획관

탁병오 1998~2000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권원용 1999~2002 원장

원세훈 1999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김상돈 1999~2001 서울시 시정기획관

이   동 1999~2003 서울시립대 총장

김재종 1999~2001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김우석 2000~2002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조대룡 2001~2002 서울시 시정기획관

김건진 2001~2002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백용호 2002~2005 원장

신동우 2002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이   성 2002 서울시 시정기획관

원세훈 2002~2003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이철수 2002~2003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박명현 2002 서울시 시정기획관

박성중 2002~2002 서울시 시정기획관

목영만 2003~2003 서울시 정책기획관

이상범 2003~2011 서울시립대 총장

성명 재임 기간 소속

김상국 2003~2005 서울시 정책기획관

김흥권 2003~2004 서울시 행정국장

이철수 2003~2005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신연희 2004~2006 서울시 행정국장

강만수 2005~2006 원장

김찬곤 2005~2006 서울시 정책기획관

최   령 2005~2006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박명현 2006~2006 서울시 행정국장

권영규 2006~2007 서울시 행정국장

제타룡 2007.1~2007.8 원장

라진구 2007~2007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장석명 2007~2007 서울시 정책기획관

권영규 2007~2010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정문건 2007.11~2010.11 원장

최항도 2007~2008 서울시 행정국장

임옥기 2008~2008 서울시 정책기획관

정순구 2009~2010 서울시 행정국장

조인동 2009~2010 서울시 정책기획관

김상범 2010~2010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정효성 2010~2011 서울시 행정국장

김상범 2011.1~2012.2 원장

강태웅 2011~2011 서울시 정책기획관

최항도 2011~2011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이창현 2012.2~2014.8 원장

이   건 2011.5~2015.2 서울시립대 총장

정효성 2012.1~2014.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12.1~2012.12 서울시 정책기획관

이창학 2012.1~2012.12 서울시 행정국장

432 433 서울연구원 30년사
부록 
서울연구원 이사회 432 433 서울연구원 30년사

3. 역대 선임직 이사

서울연구원 이사회



성명 재임 기간 소속

황보연 2013.1~2013.12 서울시 정책기획관

류경기 2013.1~2014.6 서울시 행정국장

류경기 2014.7~2015.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주용태 2014.1~2014.6 서울시 정책기획관

김의승 2014.7~2015.6 서울시 행정국장

김수현 2014.8~2017.2 원장

서정협 2015.1~2015.6 서울시 정책기획관

장혁재 2015.7~2016.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원윤희 2015.3~2019.2 서울시립대 총장

강태웅 2015.7~2016.12 서울시 행정국장

김태균 2015.7~2016.12 서울시 정책기획관

배준식 2017.1~2018.9 서울연구원 제1기 노동이사

서왕진 2017.4~2021.2 원장

성명 재임 기간 소속

김인철 2017.1~2017.12 서울시 행정국장

박대우 2017.1~2017.6 서울시 정책기획관

이영기 2017.7~2018.12 서울시 정책기획관

황인식 2018.1~2019.6 서울시 행정국장

박진영 2019.1~2019.12 서울시 정책기획관

이주일 2019.1~2022.1 서울연구원 제2기 노동이사

서순탁 2019.3~현재 서울시립대 총장

김태균 2019.7~2021.3 서울시 행정국장

이상훈 2020.1~2020.2 서울시 정책기획관

최경주 2020.3~2021.6 서울시 정책기획관

김상한 2021.4~현재 서울시 행정국장

이동률 2021.7~현재 서울시 정책기획관

성명 재임 기간 소속

배문환 1992 서울시 감사관

김동훈 1992~1993 서울시 감사관

김문종 1993 서울시 감사관

박형석 1993~1994 서울시 감사관

손장호 1994~1995 서울시 감사관

탁병오 1995 서울시 감사관

권오호 1995~1996 서울시 감사관

김태수 1997~1998 서울시 감사관

서찬교 1998~1999 서울시 감사관

전장하 1999~2002 서울시 감사관

조대룡 2002 서울시 감사관

라진구 2003~2005 서울시 감사관

박명현 2005 서울시 감사관

성명 재임 기간 소속

이봉화 2006 서울시 감사관

김상범 2007 서울시 감사관

정순구 2008 서울시 감사관

이   성 2009 서울시 감사관

최동윤 2010 서울시 감사관

황상길 2011.2~2013.2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 2013.2~2015.2 서울시 감사관

김기영 2015.3~2017.3 서울시 감사관

최정운 2017.3~ 2019.7 서울시 감사관

김선수 2019.7~2020.6 서울시 조직담당관

박경환 2020.7~2021.12 서울시 조직담당관

조성호 2022.1~2022.2 서울시 조직담당관

배종은 2022.3~현재 서울시 시정연구담당관

6. 역대 당연직 감사

성명 재임 기간 소속

문석진 2001~2004 회계사

장지인 2004.2~2013.2 중앙대 경영경제 부총장

성명 재임 기간 소속

문미란 2013.3~2016.3 삼성꿈장학재단 사무총장

정연순 2016.3~2022.3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

5. 역대 선임직 감사

※ 임기 순서대로 명단에 실었으며, 연임 또는 중임한 경우에는 중복 기재

434 435 서울연구원 30년사
부록 
서울연구원 이사회 434 435 서울연구원 30년사

서울연구원 이사회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우정헌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2020.5 ~ 2022.5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2020.5 ~ 2022.5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연구원 2020.5 ~ 2022.5

강영옥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2020.5 ~ 2022.5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2020.5 ~ 2022.5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2020.5 ~ 2022.5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20.5 ~ 2022.5

남   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20.5 ~ 2022.5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2020.5 ~ 2022.5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0.5 ~ 2022.5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5 ~ 2022.5

강병기 한양대 교수 1992.11 ~ 1995.2

김의원 경원대 교수 1992.11 ~ 1995.2

김정욱 서울대 교수 1992.11 ~ 1995.2

박창호 서울대 교수 1992.11 ~ 1995.2

유종해 연세대 교수 1992.11 ~ 1995.2

강홍빈 서울시 정책기획관 1993.3 ~ 1995.2

김익수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2.3 ~ 1993.3

강성환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3.3 ~ 1993.9

장정식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3.9 ~ 1993.12

진영호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3.12 ~ 1994.12

김광시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4.12 ~ 1995.2

이신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92.11 ~ 1993.1

구돈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93.1 ~ 1993.9

최재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93.9 ~ 1995.2

김진호 서울시 교통국장 1993.3 ~ 1993.3

황철민 서울시 교통국장 1993.3 ~ 1994.12

제타룡 서울시 교통국장 1994.12 ~ 1995.2

김동일 서울시 환경녹지국장 1992.11 ~ 1993.2

허재구 서울시 보건사회국장 1993.3 ~ 1993.3

탁병오 서울시 보사환경국장 1993.3 ~ 1993.3

김   원 서울시립대 교수 1995.2 ~ 1998.2

성명 소속 위촉 기간

김경동 서울대 교수 1995.2 ~ 1998.2

이정전 서울대 교수 1995.2 ~ 1998.2

박창호 서울대 교수 1995.2 ~ 1998.2

황용주 시민문화발전모임 운영위원장 1995.2 ~ 1998.2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장 1995.2 ~ 1998.2

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1996.3 ~ 1998.2

강홍빈 서울시 정책기획관 1995.2 ~ 1996.4

임재오 서울시 정책기획관 1996.4 ~ 1997.4

최병대 서울시 정책기획관 1997.4 ~ 1997.10

김광시 서울시 정책기획관 1997.10 ~ 1998.2

김광시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5.2 ~ 1995.5

김순직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5.5 ~ 1995.12

이철수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6.1 ~ 1997.1

진익철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7.1 ~ 1997.4

김우석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7.4 ~ 1998.2

최재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95.2 ~ 1995.10

홍종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95.10 ~ 1996.12

서무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97.1 ~ 1998.2

제타룡 서울시 교통국장 1995.2 ~ 1995.10

조광권 서울시 교통국장 1995.10 ~ 1996.1

조광권 서울시 교통기획관 1996.1 ~ 1996.6

김우석 서울시 교통기획관 1996.6 ~ 1996.11

김상돈 서울시 교통기획관 1996.11 ~ 1997.4

김순직 서울시 교통기획관 1997.4 ~ 1998.2

탁병오 서울시 보사환경국장 1995.2 ~ 1995.4

권오호 서울시 보사환경국장 1995.4 ~ 1995.8

조광권 서울시 보사환경국장 1995.8 ~ 1995.10

원세훈 서울시 보사환경국장 1995.10 ~ 1996.1

양대웅 서울시 환경기획관 1996.1 ~ 1998.2

김우석 서울시 문화국장 1996.2 ~ 1996.6

윤우길 서울시 문화국장 1996.6 ~ 1996.12

이상진 서울시 문화국장 1997.1 ~ 1997.2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0.5 ~ 2022.5

안연정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센터장 2020.5 ~ 2022.5

이원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이사 2020.5 ~ 2022.5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2020.5 ~ 2022.5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0.5 ~ 2022.5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0.5 ~ 2022.5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0.5 ~ 2022.5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0.5 ~ 2022.5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0.5 ~ 2022.5

이주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2020.5 ~ 2022.5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2020.5 ~ 2022.5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2020.5 ~ 2022.5

이진선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2020.5 ~ 2022.5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2020.5 ~ 2022.5

2. 역대 연구자문위원(1992.11~2022.5)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수 2022.7 ~ 2024.7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7 ~ 2024.7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2.7 ~ 2024.7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7 ~ 2024.7

이인실 지속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 2022.7 ~ 2024.7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22.7 ~ 2024.7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7 ~ 2024.7

신창호 지식문화재단 지역경제연구원장 2022.7 ~ 2024.7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2022.7 ~ 2024.7

박   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2.7 ~ 2024.7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2.7 ~ 2024.7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2022.7 ~ 2024.7

이종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장 2022.7 ~ 2024.7

손정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22.7 ~ 2024.7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7 ~ 2024.7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7 ~ 2024.7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2.7 ~ 2024.7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 2022.7 ~ 2024.7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이창운 (하비앤부설) 인프라경제연구원장 2022.7 ~ 2024.7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22.7 ~ 2024.7

이선하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 2022.7 ~ 2024.7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박은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7 ~ 2024.7

정지범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김하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2022.7 ~ 2024.7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2022.7 ~ 2024.7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7 ~ 2024.7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22.7 ~ 2024.7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2.7 ~ 2024.7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22.7 ~ 2024.7

1. 연구자문위원 현황(2022.7~2024.7)

436 437 서울연구원 30년사
부록 
역대 연구자문위원회·소통협력위원회 436 437 서울연구원 30년사

역대 연구자문위원회 · 소통협력위원회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조성두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1997.3 ~ 1998.2

권원용 서울시립대 교수 1998.3 ~ 2000.1

박우서 연세대 교수 1998.3 ~ 2000.1

이승환 아주대 교수 1998.3 ~ 2000.1

조광명 인하대 교수 1998.3 ~ 2000.1

최일섭 서울대 교수 1998.3 ~ 2000.1

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1998.3 ~ 2000.1

김광시 서울시 정책기획관 1998.3 ~ 2000.1

김우석 서울시 재정기획관 1998.3 ~ 2000.1

조성두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1998.3 ~ 2000.1

서무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98.3 ~ 2000.1

김순직 서울시 교통기획관 1998.3 ~ 2000.1

양대웅 서울시 환경기획관 1998.3 ~ 2000.1

강병기 전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 2002.1 ~ 2004.1

김문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2.1 ~ 2004.1

김안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2002.1 ~ 2004.1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2002.1 ~ 2004.1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002.1 ~ 2004.1

오휘영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2002.1 ~ 2004.1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2.1 ~ 2004.1

황명찬 건국대 전 부총장 2002.1 ~ 2004.1

김   원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2002.1 ~ 2006.1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02.1 ~ 2006.1

임강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2.1 ~ 2006.1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2.1 ~ 2008.3

송   복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002.1 ~ 2008.3

여홍구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2002.1 ~ 2008.3

이기석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2002.1 ~ 2008.3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3.6 ~ 2005.6

안건혁 서울대 도시공학과 교수 2003.6 ~ 2005.6

김광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2003.6 ~ 2007.6

성명 소속 위촉 기간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3.6 ~ 2007.6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3.6 ~ 2007.6

김창호 서울대 공학연구소 연구교수 2003.6 ~ 2007.6

김태보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2003.6 ~ 2007.6

박종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3.6 ~ 2007.6

안흥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2003.6 ~ 2007.6

이가옥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3.6 ~ 2007.6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3.6 ~ 2007.6

이상은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2003.6 ~ 2007.6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2003.6 ~ 2007.6

전택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소장 2003.6 ~ 2007.6

조   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2003.6 ~ 2007.6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2003.6 ~ 2007.6

김   원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2004.1 ~ 2008.3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4.1 ~ 2008.3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2004.2 ~ 2006.2

서삼영 한국전산원장 2004.2 ~ 2006.2

윤정로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2004.2 ~ 2006.2

김귀곤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2004.2 ~ 2008.3

전경수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2006.3 ~ 2008.3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06.3 ~ 2008.3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6.3 ~ 2008.3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2006.3 ~ 2008.3

표재순 연세대 영상대학원 교수 2006.3 ~ 2008.3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09.12 ~ 2011.12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2009.12 ~ 2011.12

김은형 경원대 조경학과 교수 2009.12 ~ 2011.12

김익기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전공 교수 2009.12 ~ 2011.12

김재범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2009.12 ~ 2011.12

김형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09.12 ~ 2011.12

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2009.12 ~ 2011.12

이수경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9.12 ~ 2011.12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2009.12 ~ 2011.12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09.12 ~ 2011.12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09.12 ~ 2011.12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9.12 ~ 2011.12

최영민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2009.12 ~ 2011.12

황선진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2009.12 ~ 2011.12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2012.5 ~ 2014.5

정병호 한양대 ERICA캠퍼스 문화인류학과 교수 2012.5 ~ 2014.5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2.5 ~ 2014.5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2012.5 ~ 2014.5

임옥상 임옥상 미술연구소 대표 2012.5 ~ 2014.5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12.5 ~ 2014.5

고석찬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12.5 ~ 2014.5

윤용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012.5 ~ 2014.5

고승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12.5 ~ 2014.5

김광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2012.5 ~ 2014.5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공학전공 교수 2012.5 ~ 2014.5

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전공 교수 2012.5 ~ 2014.5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2.5 ~ 2014.5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2012.5 ~ 2014.5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2.5 ~ 2014.5

승효상 이로재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2012.5 ~ 2014.5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2014.11 ~ 2016.11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조흥식 서울대 교수 2014.11 ~ 2016.11

박신의 경희대 교수 2014.11 ~ 2016.11

김경희 중앙대 교수 2014.11 ~ 2016.11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014.11 ~ 2016.11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14.11 ~ 2016.11

오혜경 가톨릭대 교수 2014.11 ~ 2016.11

권   정 법무법인 대영 변호사 2014.11 ~ 2016.11

김용진 서강대 교수 2014.11 ~ 2016.11

이정희 중앙대 교수 2014.11 ~ 2016.11

김지욱 중앙대 교수 2014.11 ~ 2016.11

김호연 성균관대 교수 2014.11 ~ 2016.11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1 ~ 2016.11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014.11 ~ 2016.11

김맹선 숙명여대 교수 2014.11 ~ 2016.11

김광식 성균관대 명예교수 2014.11 ~ 2016.11

손봉수 연세대 교수 2014.11 ~ 2016.11

이진선 우송대 교수 2014.11 ~ 2016.11

이용재 중앙대 교수 2014.11 ~ 2016.11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2014.11 ~ 2016.11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2014.11 ~ 2016.11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2014.11 ~ 2016.11

유경희 녹색연합 공동대표 2014.11 ~ 2016.11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014.11 ~ 2016.11

오충현 동국대 교수 2014.11 ~ 2016.11

윤순진 서울대 교수 2014.11 ~ 2016.11

황희연 충북대 교수 2014.11 ~ 2016.11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2014.11 ~ 2016.11

박인석 명지대 교수 2014.11 ~ 2016.11

구자훈 한양대 교수 2014.11 ~ 2016.11

김용창 서울대 교수 2014.11 ~ 2016.11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2014.11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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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위촉 기간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2012.5 ~ 2014.5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2012.5 ~ 2014.5

정    석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2012.5 ~ 2014.5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12.5 ~ 2014.5

남    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2.5 ~ 2014.5

안승문 21세기교육원장 2014.11 ~ 2016.11

정창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위원회 실행위원 2014.11 ~ 2016.11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2014.11 ~ 2016.11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센터장 2014.11 ~ 2016.11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2014.11 ~ 2016.11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2014.11 ~ 2016.11

서형수 사회적기업가학교장 2014.11 ~ 2016.11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2014.11 ~ 2016.11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4.11 ~ 2016.11

김재현 건국대 환경과학과 교수 2014.11 ~ 2016.11

박덕희 ㈜유비엠티 대표 2014.11 ~ 2016.11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2014.11 ~ 2016.11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2014.11 ~ 2016.11

문경일 서울산업진흥원 창조인재팀장 2014.11 ~ 2016.11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2014.11 ~ 2016.11

한우진 미래철도DB 운영자 2014.11 ~ 2016.11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2014.11 ~ 2016.11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2014.11 ~ 2016.11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4.11 ~ 2016.11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2014.11 ~ 2016.11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2014.11 ~ 2016.11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2014.11 ~ 2016.11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2014.11 ~ 2016.11

류희인 재난안전연구소장 2014.11 ~ 2016.11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이사 2014.11 ~ 2016.11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2014.11 ~ 2016.11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2014.11 ~ 2016.11

정    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4.11 ~ 2016.11

변창흠 SH공사 사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14.11 ~ 2016.11

남    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4.11 ~ 2016.11

이채관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 2017.7 ~ 2019.7

최정한 (사)공간문화센터 대표 2017.7 ~ 2019.7

강원재 OO은대학연구소장 2017.7 ~ 2019.7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2017.7 ~ 2019.7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17.7 ~ 2019.7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2017.7 ~ 2019.7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
((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2017.7 ~ 2019.7

최재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연구회 연구위원 2017.7 ~ 2019.7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2017.7 ~ 2019.7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2017.7 ~ 2019.7

한우진 미래철도DB 운영자 2017.7 ~ 2019.7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2017.7 ~ 2019.7

김선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7.7 ~ 2019.7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2017.7 ~ 2019.7

이수현 생명의숲 연구소 부소장 2017.7 ~ 2019.7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7.7 ~ 2019.7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2017.7 ~ 2019.7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2017.7 ~ 2019.7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대표 2017.7 ~ 2019.7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2017.7 ~ 2019.7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7.7 ~ 2019.7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7 ~ 2019.7

장옥연 온공간연구소장 2017.7 ~ 2019.7

서종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2017.7 ~ 2019.7

음성원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 2017.7 ~ 2019.7

남철관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 2017.7 ~ 2019.7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012.5 ~ 2014.5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12.5 ~ 2014.5

정창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위원회 실행위원 2012.5 ~ 2014.5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012.5 ~ 2014.5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2012.5 ~ 2014.5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2012.5 ~ 2014.5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2012.5 ~ 2014.5

전효관 하자센터 센터장 2012.5 ~ 2014.5

서형수 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2012.5 ~ 2014.5

이미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2012.5 ~ 2014.5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2.5 ~ 2014.5

성명 소속 위촉 기간

김재현 건국대 환경과학과 교수 2012.5 ~ 2014.5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도시연대) 사무처장 2012.5 ~ 2014.5

한우진 미래철도DB 운영자 2012.5 ~ 2014.5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2012.5 ~ 2014.5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2.5 ~ 2014.5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2012.5 ~ 2014.5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 2012.5 ~ 2014.5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2012.5 ~ 2014.5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2012.5 ~ 2014.5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2012.5 ~ 2014.5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2012.5 ~ 2014.5

3. 역대 소통협력위원(2012.5~2019.7)  ※ 2019년 이후 연구자문위원회와 소통협력위원회를 연구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

성명 소속 위촉 기간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2016.1 ~ 2016.11

정   석 서울시립대 교수 2016.1 ~ 2016.11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7.7 ~ 2019.7

남기철 서울복지재단 상임이사 2017.7 ~ 2019.7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17.7 ~ 2019.7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017.7 ~ 2019.7

김주일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2017.7 ~ 2019.7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2017.7 ~ 2019.7

유승경 대안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7.7 ~ 2019.7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2017.7 ~ 2019.7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2017.7 ~ 2019.7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2017.7 ~ 2019.7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017.7 ~ 2019.7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7 ~ 2019.7

성명 소속 위촉 기간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7.7 ~ 2019.7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017.7 ~ 2019.7

이진선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2017.7 ~ 2019.7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2017.7 ~ 2019.7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17.7 ~ 2019.7

류종성 안양대 해양학과 교수 2017.7 ~ 2019.7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2017.7 ~ 2019.7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17.7 ~ 2019.7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단장 2017.7 ~ 2019.7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7.7 ~ 2019.7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2017.7 ~ 2019.7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2017.7 ~ 2019.7

변창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017.7 ~ 2019.7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018.8 ~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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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서장 

역대 부서장

부서 성명 재임 기간

기획조정부장 김광중 1993.01 ~ 1993.12

기획조정실장 장영희 1994.01 ~ 1994.12

한영주 1995.01 ~ 1996.10 

이상호 1996.11 ~ 1997.02 

최병대 1997.03 ~ 1997.03 

이창우 1997.04 ~ 1997.10 

최병대 1997.10 ~ 1998.12

장영희 1999.01 ~ 2001.12

김문현 2001.07 ~ 2005.06 

이창우 2005.07 ~ 2011.03 

기획조정본부장 이세구 2011.03 ~ 2013.12

신창호 2014.01 ~ 2014.08.

윤혁렬 2014.09 ~ 2016.12

유기영 2017.07 ~ 2019.12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2020.01 ~ 2022.01 

김인희 2022.04 ~ 현재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광훈 2008.02 ~ 2011.03 

창의시정연구본부장 신창호 2008.02 ~ 2011.03 

도시계획연구부장 이학동 1993.01 ~ 1994.12

김광중 1995.01 ~ 1996.02 

이양재 1996.03 ~ 1996.11 

김광중 1996.12 ~ 1998.01 

김문현 1998.02 ~ 1998.12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권영덕 1999.01 ~ 2001.06 

정희윤 2001.07 ~ 2005.06 

김선웅 2005.07 ~ 2005.11 

도시계획부장 김선웅 2005.11 ~ 2008.02 

도시계획연구실장 이주일 2011.03 ~ 2012.03 

부서 성명 재임 기간

주택도시설계연구실장 박현찬 2011.03 ~ 2012.03 

도시공간연구실장 임희지 2012.04 ~ 2013.12

장남종 2014.01 ~ 2015.12

양재섭 2016.01 ~ 2017.06 

김상일 2017.07 ~ 2019.12

김인희 2020.01 ~ 2022.03 

정상혁 2022.04 ~ 현재

도시교통연구부장 이인원 1993.02 ~ 1994.01 

원제무 1994.02 ~ 1995.01 

조중래 1995.02 ~ 1997.01 

이광훈 1997.01 ~ 1998.12

황기연 1999.01 ~ 2001.06 

김경철 2001.07 ~ 2002.09 

이광훈 2002.09 ~ 2005.06 

김순관 2005.07 ~ 2005.11 

도시교통부장 김순관 2005.11 ~ 2008.02 

도시교통연구실장 윤혁렬 2011.03 ~ 2012.03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윤혁렬 2012.04 ~ 2013.12

이신해 2014.01 ~ 2015.12

김원호 2016.01 ~ 2018.12

이신해 2019.01 ~ 2020.12

김승준 2021.01 ~ 현재

도시환경연구부장 유명진 1993.01 ~ 1993.12

김갑수 1994.01 ~ 1998.12

이상호 1995.11 ~ 1995.12

이창우 1999.01 ~ 2001.06 

조용모 2001.07 ~ 2003.06 

김운수 2003.07 ~ 2005.06 

부서 성명 재임 기간

도시환경연구부장 유기영 2005.07 ~ 2008.02 

환경안전연구실장 유기영 2011.03 ~ 2012.03 

안전환경연구실장 유기영 2012.04 ~ 2013.12

김영란 2014.01 ~ 2015.12

송인주 2016.01 ~ 2017.06 

신상영 2017.07 ~ 2018.12

송인주 2019.01 ~ 2020.12

이석민 2021.01 ~ 현재

도시경영연구부장　 우동기 1993.03 ~ 1995.02 

최병대 1995.03 ~ 1997.02 

한영주 1997.03 ~ 1998.12

신창호 1999.01 ~ 2001.06 

이종규 2001.07 ~ 2003.06 

이세구 2003.07 ~ 2005.11 

도시경영부장 이세구 2005.11 ~ 2006.12

조달호 2007.01 ~ 2008.02 

도시경영연구실장 조권중 2011.03 ~ 2012.03 

정희윤 2016.01 ~ 2016.06 

김귀영 2016.07 ~ 2019.12

신민철 2020.01 ~ 현재

사회개발연구부장 이번송 1994.03 ~ 1996.01 

장영희 1996.02 ~ 1998.12

김경혜 1999.01 ~ 2001.06 

도시사회연구부장 김수현 2001.07 ~ 2003.03 

김경혜 2003.04 ~ 2005.01 

조권중 2005.01 ~ 2005.11 

도시사회부장

　

조권중 2005.11 ~ 2005.12

신경희 2005.12 ~ 2008.02 

부서 성명 재임 기간

복지문화연구실장 김경혜 2011.03 ~ 2012.03 

도시사회연구실장 나도삼 2014.12 ~ 2015.12

백선혜 2016.01 ~ 2016.12

이혜숙 2017.07 ~ 2018.12

백선혜 2019.01 ~ 2020.12

김승연 2021.01 ~ 2022.06 

백선혜 2022.07 ~ 현재

산업경제연구실장 윤형호 2011.03 ~ 2012.03 

시민경제연구실장　 윤형호 2012.04 ~ 2013.12

최   봉 2014.01 ~ 2015.12

김범식 2016.01 ~ 2017.06 

김묵한 2017.07 ~ 2019.12

오은주 2010.01 ~ 현재

자료전산실장 장영희 1993.01 ~ 1996.09

김윤종 1996.10 ~ 1998.01 

전산정보연구부장 김윤종 1998.02 ~ 1998.12

지리정보연구센터 실장 강영옥 1999.01 ~ 2005.11 

디지털도시부장 조권중 2005.12 ~ 2008.02 

도시정보센터장 김순관 2011.03 ~ 2012.03 

김상일 2012.04 ~ 2014.04 

이주일 2014.04 ~ 2016.03 

이석민 2016.03 ~ 2017.06 

조권중 2017.07 ~ 2019.12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2020.01 ~ 현재

미래정책연구단장 변미리 2011.03 ~ 2012.03 

미래사회연구실장

　

변미리 2012.04 ~ 2013.12

나도삼 2014.01 ~ 2014.11 

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2014.12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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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서장

성명 재임 기간 소속

김문현 2000.03.06~2001.08.31 도시계획설계연구부

황기연 2001.09.01~2002.08.31 도시교통연구부

김갑수 2002.09.01~2006.08.31 도시기반연구본부

김운수 2006.09.01~2008.08.31 도시환경부

김갑수 2008.09.01~2010.01.26 도시기반연구본부

장영희 2010.01.27~2012.08.31 도시기반연구본부

이창우 2013.01.01~2015.12.31 안전환경연구실

김경혜 2015.01.01~2016.12.31 도시사회연구실

조권중 2017.02.17~2019.04.08 도시사회연구실

양재섭 2019.04.09~2021.03.14 도시공간연구실

송인주 2021.03.15 ~ 현재 안전환경연구실

2022. 7. 1. 기준

부서 성명 재임 기간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2016.01 ~ 2017.12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이   창 2018.01 ~ 2018.12

김원호 2019.01 ~ 2020.02 

변미리 2020.03 ~ 현재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조달호 2006.04 ~ 2006.12

이종규 2007.01 ~ 2010.09

신창호 2010.09 ~ 2011.0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신창호 2012.04 ~ 2013.12

이세구 2014.01 ~ 2016.12

윤형호 2017.01 ~ 2020.06 

김범식 2020.07 ~ 2022.07

유기영 2022.07 ~ 현재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고준호 2014.01 ~ 2015.12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2012.08 ~ 2015.12

전략연구실장　 나도삼 2018.01 ~ 2019.12

김원호 2020.01 ~ 2021.10 

임희지 2021.11 ~ 2022.03 

김원호 2022.04 ~ 현재

사무국장 유천수 1992 ~ 1993

조삼섭 1993

이원달 1993 ~ 1994

이경배 1994 ~ 1995

김명주 1995 ~ 1996

부서 성명 재임 기간

사무국장 최희주 1996 ~ 1997

진익철 1997

최   령 1997 ~ 1998

김승규 1998

행정실장 최동근 1999.01 ~ 2003.12

사무국장 천기웅 2004.01 ~ 2004.05

박돌봉 2004. 5 ~ 2005.01 

권혁소 2005.01 ~ 2005.12

문영모 2006.07 ~ 2007.01 

장인송 2007.01 ~ 2007.12

행정지원국장

　

장기연 2011.03 ~ 2011.12

유광봉 2012.02 ~ 2012.03 

정책협력관 국장 위정복 2008.01 ~ 2008.07 

최진호 2008.08 ~ 2008.12

김찬곤 2009.01 ~ 2009.06 

안준호 2009.07 ~ 2009.09 

유광봉 2012.04 ~ 2012.12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2020.01 ~ 현재

감사실장 석인현 2020.01 ~ 2020.12

김기정 2021.01 ~ 2021.12

박홍순 2022.01 ~ 현재

2022.7 1. 기준

역대 부서장 <서울도시연구> 역대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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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류협정

1. 국내 교류협정 현황 (2022. 4 기준 96건)
연번 체결 일자 체결 기관 명칭

 1 2002.2.21 국토연구원 연구교류 협정서

 2 2004.6.23 고려대 학연 협력에 관한 협정서

 3 2004.7.14 이화여대 학연 협력에 관한 협정서

 4 2004.12.16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교류 협정서

 5 2006.12.15 주택도시연구원 연구교류 협정서

 6 2008.4.11 한국기술거래소(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

 7 2009.6.23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

8 2009.9.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

 9 2009.10.15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K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와 녹색성장 전문기관과의 녹색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다자간 공동협력 MOU 

10 2010.5.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

11 2011.2.17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12 2011.10.19 서울시립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13 2012.5.18 희망제작소 협력에 관한 협정서

14 2012.9.18 서울지방경찰청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협약서

15 2012.11.14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상호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공동협의서

16 2012.12.14 서울시립미술관 SeMA Brach 공동추진 협약서

17 2013.3.7 한미사진미술관 서울연구원 ‘Story 갤러리’ 조성 협력 협약서

18 2013.4.3 수원시정연구원 우호 교류 협약서

19 2013.4.10 희망제작소
세계도시정보 오픈 커뮤니티(가칭)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협약서

20 2013.4.19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략적 업무협약

21 2013.5.6 광운대 산학협력단 학연 협력 양해각서(MOU)

22 2014.2.13 성균관대 녹색도시연구센터 학연 협약서

23 2014.2.27 국민대 창조산업 클러스트 조성 협정

24 2014.5.22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안전, 안심도시 공동연구 업무협약

25 2014.11.27 경인지방통계청,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수도권 통계 업무 협력 협약

26 2014.11.28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융복합 도시연구 협력을 위한 연구교류 협정

27 2014.12.9 선문대 산학협력단 산학 교류협력 협약

28 2015.2.26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및 교류협력 업무협약

29 2015.7.22 대전발전연구원 교류협력 업무협약

30 2015.8.26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31 2015.9.23 국민대, 성북구청 서울형 캠퍼스타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연번 체결 일자 체결 기관 명칭

32 2015.10.7 한국중소기업학회
서울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

33 2016.2.4 한국사회학회 서울의 사회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

34 2016.3.4 한국공간환경학회 서울의 공간환경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

35 2016.3.10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의 주거복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 업무협약

36 2016.5.23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

37 2016.8.26
과학도시포럼, 한국국제정치학회,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세계과학도시연합

지방정부의 국제기구 운영전략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38 2016.9.9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39 2017.1.17 기상청 차세대도시농림기상사업단 도시기상응용모델 개발실 연학협력협약서

40 2017.2.16 한국경제지리학회
서울시 공간경제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41 2017.3.22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연 상호협력 업무 협약서

42 2017.4.11 한국정치학회 학연 상호협력 업무 협약서

43 2017.6.14 고려대 행정학과 BK21 Plus 신공공연구팀 신공공성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교류 업무협약서

44 2017.12.13 한국지역경제학회 학술・연구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45 2017.12.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상호 협력 업무 협약서

46 2018.1.24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시립대 교육-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47 2018.3.28 녹색기술센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48 2018.4.5 서울NPO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제 조사연구 협력 업무협약서

49 2018.4.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50 2018.5.16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51 2018.5.16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미래 성장과 발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서

52 2018.6.15 랩2050
미래지향적인 사회・가치 혁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53 2018.7.4 서울시 투자기관 5개, 서울시 출연기관 16개 등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Seoul Think Tank 
Alliance)

54 2018.9.19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국내 연구기관 협력 
협약서

55 2018.11.6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56 2018.12.20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치구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57 2018.12.21 부산발전연구원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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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체결 일자 체결 기관 명칭

58 2019.1.18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재생기업(CRCs)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

59 2019.2.1 연세대글로벌사회공헌원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60 2019.3.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노동 정책 관련 조사・연구 협력 업무협약서

61 2019.5.9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서울기술연구원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간 기관업무협약서

62 2019.6.3 민주연구원 정책협약서

63 2019.6.11 (사)문화사회연구소, 메타기획컨설팅
서울시 공공조성 시설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서

64 2019.8.7 경남연구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65 2019.10.2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66 2019.10.25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업무협약서

67 2019.11.29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68 2019.12.23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인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균형발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69 2019.12.26 중앙대학교
국토・도시계획분야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70 2020.1.23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권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서

71 2020.2.13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72 2020.2.14 건국대 신기술융합학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교류 업무협약서

73 2020.4.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교류 업무협약서

74 2020.4.9 가천대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75 2020.6.5 아시아인문재단, 희망제작소 정책협약서

76 2020.6.8 한국NGO학회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77 2020.6.9 나주시, 아시아인문재단, 희망제작소 정책업무 협약서

78 2020.6.15 아주대 신산업융합기술연구센터 업무제휴 협약서

79 2020.8.13 한국경찰학회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연번 체결 일자 체결 기관 명칭

80 2020.8.26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81 2020.9.2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82 2020.9.10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신촌클리닉 정신건강증진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서

83 2020.9.15 사단법인 씨즈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84 2020.9.16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협약서

85 2020.9.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경기연구원, 충남연구원, 경남연구원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공동업무 추진 협약서

86 2020.9.17 웰다잉시민운동
웰다잉시민운동・서울연구원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87 2020.12.4
서울시(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대, 
서울디지털재단

빅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

88 2020.12.28 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89 2021.2.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90 2021.2.15 SK텔레콤 주식회사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위한 연구업무 
협약서

91 2021.2.24 세종연구소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92 2021.2.25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93 2021.4.6 서울시립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서

94 2021.5.3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그린리더십 인턴십 운영을 위한 협약서

95 2021.7.7 서울시립대,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기술연구원 2021 서울 빅데이터 포럼 공동주관을 위한 업무약정서 

96 2021.12.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2. 국외 교류협정 현황 (2022. 4 기준 26건)
연번 체결 일자 국가, 체결 기관 협정 명칭

1 2000.9.29 중국, 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연구교류 협정서

2 2003.9.22 미국, Rutgers Univ. Cornwall Cente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 2003.9.24 미국, 남가주정부협의회 Cooperative Relationship Agreement

4 2004.6.16 미국, 텍사스주립대 CTR(교통연구센터)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2004.10.25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공공환경정책대학 Cooperative Relationship Agreement

6 2006.12.11 미국,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센터 Cooperative Relationship Agreement

7 2009.4.9 중국, 동제대 건축도시계획대학 연구교류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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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2.6.23
브라질,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  
Instituto de Pesquisa e Planejamento Urbano de Curitiba

Mutual Agreement

9 2012.10.30 중국, 산동성거시경제연구원 연구교류 협정서

10 2012.10.31 중국, 산동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류 협정서

11 2013.1.31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학술교류 협정서

12 2013.6.27 독일, 막스플랑크 종교와 민족다양성 연구원 학술교류 협력 협정서

13 2013.11.6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류협력 협정서

14 2013.11.23 부탄, 부탄연구원 교류협력 협정서

15 2014.3.29 베트남, 호치민개발연구원 교류 및 연구협력 협정

16 2014.3.30 베트남, 다낭사회경제개발연구원 교류 및 과학 연구 협력 협정

17 2014.7.11
중국,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베트남, 호찌민개발연구원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MeTTA,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18 2014.7.29 몽골, 울란바토르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 교류협력 협정

19 2016.4.8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Le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EHESS)

상호협력 양해각서

20 2016.4.8
프랑스, 건축문화유산박물관
 La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CAPA)

상호협력 양해각서

21 2016.7.12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Center for Livable Cities(CLC)

상호협력 양해각서

22 2017.5.6

이베로아메리칸 토목공학협회,
멕시코, CICEJ(할리스꼬주 토목공학자협회),
브라질, 파라나공학연구원,
스페인, 도로·운하 및 항구 공학자 협회,
콜롬비아, 콜롬비아 공학협회 등 

2017 이베로아메리칸 토목공학 총회 협력 의향서

23 2019.1.25 일본, 도쿄도립대학 도시정책과학과 일본도시계획연구팀
서울과 도쿄의 도시정책 비교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교류 업무 협약서

24 2019.4.9 중국, 산둥행정학원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25 2019.7.25 몽골, 글로벌리더십대학교 교류협력 협정서

26 2021.4.30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노틸러스연구소,

더블린트리니티대학교 탈분쟁정의연구소,
로위연구소,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오타고대학교 Research and Enterprise,
윌슨센터, 태평양세기연구소, 토다평화연구소)

(Seoul Peace Initiative Consortium) 
교류협력 업무협약서

퇴직 직원

성명 부서 재직 기간

강영옥 디지털도시부 1995~2007

강욱모 사회개발연구부 1993~1995

강황선 도시경영연구부 2001~2003

고준호 교통시스템연구실 2006~2018

구자용 도시환경연구부 1997~1997

구자훈 성장관리연구센터 1993~1997

권영덕 도시공간연구실 1992~2019

권진운 경영지원팀 2013~2018

금기용 시민경제연구실 2006~2016

기아람 인사복지팀 2017~2019

김갑수 도시기반연구본부 1992~2009

김강영 회계과 1992~2005

김경배 도시설계연구팀 2002~2006

김경철 도시기반연구본부 1993~2008

김광중 도시설계연구팀 1993~2005

김대건 도시경영부 2004~2006

김도경 도시교통부 2006~2007

김도년 도시설계연구팀 1995~2002

김문현 도시기반연구본부 1993~2009

김범수 총무과 1992~1999

김범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09~2022

김복희 경영지원팀 2016~2020

김선웅 도시공간연구실 1997~2021

김선자 미래사회연구실 2004~2012

김성수 경영지원팀 1994~2020

김성준 도시경영연구부 2003~2005

김세신 정보지원팀 2002~2006

김수경 도시공간연구실 2015~2022

김수현 도시사회부 1999~2008

김순관 교통시스템연구실 1994~2020

김영란 안전환경연구실 1992~2019

김운수 안전환경연구실 1996~2018

김윤종 창의시정연구본부 1996~2009

김은정 기획조정실 1999~2000

성명 부서 재직 기간

김은형 자료전산실 1993~1995

김응철 도시교통연구부 1995~1997

김준현 복지문화연구실 2010~2012

김지욱 도시경영연구부 1996~2001

김 진 시민경제연구실 2010~2014

김진욱 사회개발연구부 1995~1995

김찬동 도시사회연구실 2004~2015

김태진 도시정보연구센터 2002~2002

김태현 도시공간연구실 2010~2018

김필수 경영지원팀 2015~2018

김학열 도시정보연구센터 2000~2002

김한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20~2022

김현아 도시경영연구부 2001~2002

나승원 도시교통연구부 1993~1996

나태준 도시경영연구부 2002~2004

노승철 빅데이터분석팀 2015~2021

노은이 미래사회연구실 2006~2013

목정훈 창의시정연구본부 2003~2008

문성준 자료전산실 1994~1995

문태훈 도시환경연구부 1994~1995

민석기 총무팀 1993~2011

박광주 연구관리팀 1994~2020

박상웅 교통시스템연구실 2017~2019

박소영 연구지원팀 2011~2021

박수홍 지리정보연구센터 1998~2000

박순애 도시경영연구부 2000~2001

박신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19~2020

박은미 도시교통연구부 1994~1998

박정호A 도시공간연구실 2022~2022

박제철 도시환경연구부 1998~2000

박종구 도시경영부 2004~2006

박좌진 경영지원팀 2000~2015

박준환 도시교통부 2007~2007

박 현 도시경영연구부 199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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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성명 부서 재직 기간

이혁주 도시경영연구부 1993~1997

이현덕 경영지원팀 2013~2019

이혜련 경영지원팀 1992~2013

이호영 도시사회연구부 2003~2004

이후성 기획조정실 1997~1997

이희정 도시설계연구팀 1993~2003

임건묵 연구기획팀 2011~2011

임보라 도시자료분석팀 2019~2020

임승택 연구지원팀 2019~2021

임철호 총무과 1992~1999

장경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12~2020

장남종 도시공간연구실 1994~2020

장무경 창의시정연구본부 2006~2009

장성희 경영지원팀 2013~2018

장익현 도시사회연구실 2018~2020

전옥련 경영지원팀 2015~2019

전의찬 도시환경연구부 1994~1995

정 석 도시설계연구팀 1994~2007

정세은 도시경영연구부 2004~2004

정영수 기획조정실 1993~1996

정우석 인사복지팀 2015~2018

정의철 사회개발연구부 1994~2000

정재승 경영지원팀 2019~2021

정창무 도시경영연구부 1993~1996

정창훈 정보지원팀 2009~2011

정희윤 도시경영연구실 1995~2018

조달호 시민경제연구실 2004~2021

조성길 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 2002~2004

조성빈 도시교통연구부 1993~1995

조소현 정보시스템팀 2020~2020

조용모 안전환경연구실 1992~2019

조용현 동북아도시센터 2000~2006

조은경 행정실 1992~1999

조임곤 도시경영연구부 1997~2000

성명 부서 재직 기간

조종석 도시교통부 2007~2007

조중래 도시교통연구부 1995~1997

조항문 안전환경연구실 1993~2021

주형태 재무팀 2012~2020

지해명 도시경영연구부 2003~2004

진상현 도시기반연구본부 2009~2010

채미숙 정보지원팀 1997~2002

최경규 도시경영부 2006~2006

최경인 도시공간연구실 2015~2019

최기주 도시교통연구부 1993~1994

최동근 행정실 1992~2003

최병대 도시경영연구부 1993~2001

최 봉 시민경제연구실 2008~2020

최상미 도시사회연구실 2017~2017

최순영 도시경영연구부 1998~2003

최정민 도시계획설계연구부 2004~2004

최창호 도시교통연구부 1993~1995

최해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20~2021

표미라 연구지원팀 2021~2022

한영주 창의시정연구본부 1993~2010

한진욱 기획조정실 1992~1996

함건식 편집출간팀 1996~2015

허등용 도시경영연구실 2019~2019

허명순 도시경영연구부 2003~2005

홍규찬 재무팀 1992~2017

홍석기 도시사회연구실 2006~2015

홍수현 사무국 1997~1998

황긍원 총무팀 1993~2002

황기연 도시교통연구부 1993~2005

황상규 도시교통연구부 1994~1995

황재훈 도시설계연구센터 1994~1995

2022. 7. 1. 기준

성명 부서 재직 기간

박현찬 도시공간연구실 2000~2020

박형란 복지문화연구실 2011~2011

박후원 도시환경연구부 1993~1994

박희조 전산정보팀 1996~1997

방흥자 경영지원팀 2013~2019

배윤신 안전환경연구실 2010~2018

배인명 도시경영연구부 1994~1997

배준식 도시경영연구실 2007~2018

백승만 도시설계팀 2004~2007

백인화 도시자료분석팀 1993~2018

변창흠 도시경영연구부 2000~2003

손기민 도시기반연구본부 2002~2009

손기복 도시교통연구부 1994~1999

손봉수 도시교통연구부 1996~2002

손창우 도시사회연구실 2015~2022

송광태 도시경영연구부 1993~1998

송석휘 디지털도시부 1993~2006

신경희 도시사회연구실 1993~2018

신기만 청사건설운영팀 1992~2000

신기훈 총무과 1995~2006

신인철 도시사회연구실 2018~2020

심기섭 총무팀 2003~2003

안성연 정보지원팀 1992~1999

안정현 도시계획연구부 1993~1996

여민희 고객서비스팀 2008~2009

여혜진 도시공간연구실 2008~2012

오용협 도시경영연구부 2003~2004

우동기 도시경영연구부 1993~1994

원만수 정보지원팀 1993~1999

원제무 도시교통연구부 1994~1995

유명진 도시환경연구부 1993~1993

유영환 경영지원팀 2017~2021

유재용 자료전산실 1995~1996

윤봉식 연구기획팀 2006~2011

성명 부서 재직 기간

윤영조 경영지원팀 2016~2020

윤용모 경영지원팀 2015~2019

윤창원 경영지원팀 2020~2021

윤형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03~2020

윤혜정 도시계획연구부 1993~1995

윤혜정A 도시사회연구실 2020~2021

은상준 미래사회연구실 2012~2013

이경미 창의시정연구본부 2009~2010

이경원 사회개발연구부 1996~1998

이광범 도시경영연구부 2002~2002

이광훈 교통시스템연구실 1992~2017

이동연 자료전산실 1994~1996

이동훈 도시공간연구실 2009~2013

이무용 도시사회부 2003~2006

이민관 경영지원팀 2020~2020

이상경 도시경영연구부 2000~2002

이상호 도시환경연구부 1993~1997

이세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996~2016

이수연 연구자료운영팀 2021~2022

이승은 총무과 1997~2006

이양재 도시계획연구부 1995~1997

이영성 도시경영연구부 2002~2003

이우승 도시기반연구본부 1995~2008

이원영 재무팀 1997~2021

이인원 도시교통연구부 1993~1994

이재수 도시공간연구실 2010~2014

이종규 도시경영연구실 1993~2011

이주헌 창의시정연구본부 2008~2010

이창무 도시계획설계연구부 1998~1999

이창우 안전환경연구실 1995~2016

이채원 도시외교연구센터 2017~2018

이청원 도시교통연구부 1999~2004

이학동 도시계획연구부 1993~1995

이향연 경영지원팀 2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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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후기  

「서울연구원 30년사」 편찬위원회

원                  장 박형수

부     원    장 윤혁렬   유기영(전)

편 찬 위 원 장 양재섭

편찬위원(총괄) 백선혜   김상일   황민섭   한지혜   백재호   전말숙   이보경   안누리   성수연   김  수

분야별 편찬위원 및 간사

사 회 · 문 화 |    조권중   이혜숙   최지원

산 업 · 경 제 |    박희석   김묵한   정현철

도 시 경 영 |    김귀영   신민철   이정용

안 전 · 환 경 |    송인주   원종석   김고운   강원삼

교            통 |    이신해   유경상   정상미

도시계획·재생 |    김인희   맹다미   정상혁   반영권

주            택 |    박은철   남원석   김호기   김수경

도 시 정 보 |    김상일   강향숙   박은순

도 시 외 교 |    변미리   이민규   송미경

공공투자관리 |    김범식   권용훈   김동성   연제승   사경은

편찬 후기

1993년 1월 연구원이 설립될 때 들어온 저로서는 30주년을 맞는 감회가 더욱 뜻깊고 남다릅니다. 삼십이립 

(三十而立)이라 했듯이, 도시연구의 메카로 우뚝 선 서울연구원은 저의 일터이자 놀이터였고, 삶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서울연구원 30년사」 편찬을 책임맡게 되었기에, 부담스럽지만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30년사」는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연구원 300여 명의 구성원과 선배 OB분들, 

연구원을 거쳐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30년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둘째, 30년간 수행한 총 4,038여 건의 

연구성과에 대한 뿌리와 줄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셋째, 지난 30년간 서울과 시민생활을 변화시킨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원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2021년 말에 시작한 「서울연구원 30년사」 편찬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애써주신 편찬위원님들,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과 서울연구원을 잊지 않으시는 연구자분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성의와 노력이 

없었다면 「서울연구원 30년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30년을 향해 

다 함께 도전합시다. 

양재섭 (서울연구원 30년사 편찬위원장) 

지난 1년은 「서울연구원 30년사」 발간 과정을 함께하면서 연구원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의 성장 과정과 선배님들, 동료분들의 연구성과를 제한된 지면에 담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구성원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간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연구원 30년사」가 서울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연구원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즐겁게 연구했던 지난날을 추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수연 (서울연구원 30년사 편찬위원회 총괄팀)

서울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서울연구원 30년사」로 정리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토록 

넓고 깊게 연구한 기록을 한 줄씩 짚어 내려가다 보니 과연 ‘서울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다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땀 흘려 이룬 연구의 역사와 연구자의 이야기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아쉬움입니다. 

많은 분의 손길과 도움을 거쳐 만든 이번 「서울연구원 30년사」가 우리 연구원의 발자취를 알리는 데 한몫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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