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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행물과 

시민참여 연구

서울연구원 30년 연구목록집

일러두기

•  「서울연구원 30년 연구목록집」은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총 

4,038개의 연구과제 목록을 수록하였다(연구착수일 기준).

•  연구과제 목록은 11개 분야로 나누어 사회·문화, 산업·경제, 도시경영, 안전·환경, 

교통, 도시계획·재생, 주택, 도시정보, 도시외교, 일반정책, 공공투자관리 순으로 

정리하였다.

•  연구과제 착수연도와 과제 유형에 따라 정리하였고, 과제 유형은 기본(R), 기초(BR), 

전략(SR), 정책(PR), 현안(OR), 수시(UR), 협약(AR), 협력(CR), 수탁(ER) 순으로 

하였다. 
    ※ 2022년 현재 연구과제는 기초, 정책, 수시, 현안, 협약, 협력, 수탁 등 7개 유형 운영

•  기본·기초·정책 등 연구원 내부과제는 최종보고서명을, 수탁과제와 일부 과제는 착수 

시점의 연구과제명을 수록하였다.

•  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둘 이상인 공동책임 과제는 주 책임자 1인을 연구책임자란에 

명시하고, 그 외 참여자는 연구진에 수록하였다.

•  「서울연구원 30년 연구목록집」 PDF 파일은 과제명을 클릭하면 연구원 홈페이지의 

보고서 원문과 연결되도록 하였다(연구원 내부과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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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4-R-28 기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행정체계 구축 연구 강욱모 안홍순 1994.01.01~ 1994.12.31

1994-R-29 기본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와 행정서비스 수요 김경혜 신경희, 박승운 1994.01.01~ 1994.12.31

1994-PR-10 정책 서울시민 생활시간 조사 이번송 조준모, 박경태, 마경희, 이민주 1993.07.01~ 1994.12.31

1994-ER-10 수탁 서울 도시문화 발전방안 이번송 김문환, 마경희, 김민규, 정명주 1994.07.07~ 1995.05.31 

1994-ER-14 수탁 송파지역 사회지표 강욱모 이번송 1994.08.18~ 1995.02.17

1995-R-29 기본 서울시 사회복지관 단순평가모형 개발 : 
합리적 보조금 지급방안 연구

이번송 김진욱, 함건식 1995.01.01~ 1995.06.30

1995-R-30 기본 노령인구를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방안 : 
서울시내 가정방문서비스를 중심으로

김경혜 노연희 1995.02.01~ 1995.07.31

1995-R-31 기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김경혜 노연희 1995.07.01~ 1995.12.31

1995-R-32 기본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이번송 윤영민, 고성호, 이윤로, 신경희, 
마경희

1995.05.01~ 1995.12.31

1995-ER-01 수탁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계획 (1996-2005) 이번송 김경혜, 김영범, 고은아, 여지영, 
박수경

1995.03.08~ 1995.12.07

1996-R-25 기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재설정 이혁주 이상수 1996.02.01~ 1996.12.31

1996-R-31 기본 서울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평가모형 개발 : 
자치구별 공급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이번송 김태일, 김미란 1996.01.01~ 1996.11.30

1996-R-32 기본 지역 정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

장영희 안재학, 윤영민, 손현선, 박경재 1996.01.01~ 1996.11.30

1996-R-33 기본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 연구 장영희 이기현, 신경희, 전기택 1996.01.01~ 1996.12.31

1996-ER-04 수탁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 수요 조사 및 정책연구 장영희 　 1996.05.20~ 1997.08.19

1997-R-32 기본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안 김경혜 김경미, 권지현, 최웅림 1997.07.01~ 1997.12.31

1997-R-33 기본 잠재적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동사무소, 학교,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신경희 김은란, 김영숙 1997.01.01~ 1997.12.31

1997-R-35 기본 서울시 기혼여성 노동인력 활용 이경원 김미란 1997.01.01~ 1997.12.31

1998-R-24 기본 서울여성의제21 연구 신경희 김영숙 1998.01.01~ 1998.12.31

1998-R-26 기본 서울시 실업대책 연구 이경원 이상수 1998.01.01~ 1998.12.31

1998-R-27 기본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김경혜 김경미, 김은영, 김종주 1998.01.01~ 1998.12.31

1998-PR-04 정책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육훈련 중장기 전망 및 발전방안

이종규 조임곤, 김호균, 천무익 1998.09.25~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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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9-R-27 기본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개선 방안 신경희 권순호 1999.01.01~ 1999.12.31

1999-R-28 기본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김경혜 허수연, 김종주 1999.01.01~ 1999.12.31

1999-PR-10 정책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수현 하성규, 서종균, 이진숙, 정원오 1999.03.01~ 1999.07.31

1999-PR-11 정책 서울시 실업대책 모니터링 연구 :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보고자료

장영희 신경희, 김경혜, 박은철 1999.03.04~ 1999.12.31

1999-PR-17 정책 서울시 저소득시민 생계안정 지원방안 연구 김수현 　 1999.07.01~ 1999.12.31

1999-ER-15 수탁 서울 시립미술관 종합 발전 계획안 연구 최효준 신경희, 주윤정 1999.10.04~ 1999.12.30

2000-R-22 기본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김수현 박은철 2000.01.01~ 2000.12.31

2000-R-24 기본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 신경희 김소임, 이순희, 권순호 2000.01.01~ 2000.12.31

2000-R-25 기본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김경혜 마범순 2000.01.01~ 2000.12.31

2000-PR-09 정책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모형 개발 김수현 박은철, 이성수, 장원봉 2000.04.01~ 2000.07.31

2000-ER-29 수탁 지역특성별 자활지원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김수현 박은철, 심소정, 류시균 2000.06.20~ 2000.09.19

2000-ER-33 수탁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 모색 김수현 신경희, 박은철 2000.08.07~ 2001.08.31

2000-ER-40 수탁 장애인·노약자 통행수요 조사 및 정책연구 김경혜 　 2000.12.13~ 2001.11.12

2001-R-27 기본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신경희 이순희, 원승욱 2001.01.01~ 2001.12.31

2001-R-28 기본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현 박은철, 김소임 2001.01.01~ 2001.12.31

2001-R-29 기본 장묘시설 수급 및 정책방향 연구 김경혜 최운영 2001.01.01~ 2001.12.31

2001-PR-04 정책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문화도시화 전략을 중심으로

라도삼 김종한, 김수현A, 정선희 2001.02.08~ 2002.02.28

2001-PR-11 정책 서울시 홈리스 여성 실태와 대책 김수현 박은철, 김소임, 오명신, 주영수 2001.04.01~ 2001.07.31

2001-PR-17 정책 서울시 홍보용 게임 ‘버추얼 서울’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라도삼 김양은 2001.06.01~ 2001.08.31

2001-PR-29 정책 서울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연구

조권중 조성미 2001.12.01~ 2002.02.28

2001-ER-28 수탁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김경혜 이묘림 2001.10.26~ 2002.05.25

2001-ER-30 수탁 한류마케팅과 동대문상권 활성화 방안 라도삼 조용학, 이은진, 최상희 2001.11.01~ 2002.02.15

2002-R-30 기본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라도삼 박은철, 김수현A 2002.01.01~ 2002.07.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2-R-31 기본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김경혜 조정아 2002.01.01~ 2002.12.31

2002-R-32 기본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 김수현 원승욱, 이소임 2002.01.01~ 2002.07.31

2002-R-33 기본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라도삼 김남일, 최홍규, 김수현 2002.01.01~ 2002.12.31

2002-R-34 기본 서울시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신경희 이순희 2002.01.01~ 2002.12.31

2002-R-35 기본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모델 연구 조권중 이성민 2002.01.01~ 2002.12.31

2002-PR-01 정책 서울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삶과 사회정책, 
서울시 일용노동자의 삶과 정책

김수현 조권중, 박은철, 김소임, 서종균, 
이성수, 한영희A, 최현재

2002.01.01~ 2002.12.31

2002-PR-06 정책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수현 조권중, 설동훈, 이주희, 최항섭, 
이종규, 라도삼, 이신해, 박은철, 
최현재

2002.01.15~ 2002.05.14

2002-ER-18 수탁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 (2004~2013) 김수현 신경희, 류만희, 박경하, 이묘림, 
최현재

2002.04.18~ 2003.11.04

2002-ER-27 수탁 사회복지시설 기능정립 및 표준운영모델 설정 연구 :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김경혜 김경민, 심재호, 최선희, 정무성 2002.05.29~ 2003.02.28

2002-ER-31 수탁 노인복지 기초 수요 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김경혜 김혜경, 권정아, 이민홍 2002.07.18~ 2003.06.17

2002-ER-42 수탁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라도삼 이석환 2002.12.11~ 2003.04.10

2003-R-24 기본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

김경혜 최은식 2003.01.01~ 2003.12.31

2003-R-25 기본 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신경희 박민정 2003.01.01~ 2003.12.31

2003-R-27 기본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연구 : 
대시민 관계분야

조권중 김종업 2003.01.01~ 2003.12.31

2003-R-28 기본 서울시 푸드뱅크 운영 개선방안 연구 김경혜 김위정 2003.06.01~ 2003.12.31

2003-R-29 기본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 서울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라도삼 이호영, 김수현A 2003.01.01~ 2003.12.31

2003-PR-01 정책 서울시 사회계층과 시민의 삶 김수현 조권중, 이호영, 조권중, 박도철, 
이종환, 백학영, 윤남희, 한영희A

2003.01.01~ 2003.12.31

2003-PR-03 정책 서울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구성방안 연구 김경혜 강황선, 이동영 2003.01.09~ 2003.02.08

2003-PR-23 정책 서울시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조권중 이호영, 김위정 2003.12.23~ 2004.12.15

00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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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PR-25 정책 문화정책의 철학과 서울문화재단의 운영방향 전택수 　 2003.12.29~ 2004.07.28

2003-ER-02 수탁 (가칭) 서울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구성방안 연구

김경혜 강황선, 강황선, 이동영 2003.02.08~ 2003.06.07

2003-ER-18 수탁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재현을 위한 
학술용역

이무용 김종한, 김선풍, 김태은, 윤동환 2003.06.10~ 2004.01.08

2003-ER-22 수탁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라도삼 이희정, 박현찬, 공자원 2003.07.03~ 2004.08.31

2004-R-32 기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기반 조성방안 김경혜 최상미 2004.01.01~ 2004.10.31

2004-R-34 기본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권중 최현재 2004.01.01~ 2004.12.31

2004-R-35 기본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이무용 김성희 2004.03.01~ 2004.09.30

2004-R-37 기본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라도삼 신슬기 2004.03.01~ 2004.12.31

2004-PR-01 정책 아차산 유적을 통해서 본 서울의 
고구려 문화 활용에 관한 연구

이종규 노영순, 김광선 2004.02.01~ 2004.04.30

2004-PR-07 정책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조권중 김위정 2004.04.23~ 2004.12.15

2004-PR-10 정책 창조적인 도시(Creative City)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박은실 　 2004.06.22~ 2004.10.21

2004-PR-19 정책 서울시립 동대문운동장의 
생활체육공원화 방안 연구

정동구 　 2004.08.11~ 2004.11.10

2004-PR-20 정책 청계천 시민공원 활용방안 조한범 　 2004.08.26~ 2004.11.25

2004-PR-23 정책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시 서울시의 역할 고상두 　 2004.08.25~ 2005.01.24

2004-PR-24 정책 서울시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장진경 신혜종, 강란혜 2004.09.15~ 2005.02.14

2004-PR-30 정책 미군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이태원 관광특구의 대응방안

박종구 　 2004.11.01~ 2005.02.28

2004-PR-31 정책 노인학대 개입과 예방을 위한 
서비스개발과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연구

김선자 　 2004.11.10~ 2005.03.09

2004-PR-32 정책 조건부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 연구 심재호 　 2004.11.23~ 2005.06.22

2004-PR-33 정책 남북한 문학에 나타난 서울과 평양의 도시이미지 비교 김성수 　 2004.11.16~ 2005.04.15

2004-PR-34 정책 시청 앞 서울광장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동규 　 2004.12.10~ 2005.03.09

2004-PR-38 정책 서울지역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 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연구

권두승 　 2003.12.23~ 2005.04.22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4-AR-06 협약 2004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사업 결과 분석

신경희 최현재, 박민정 2004.12.27~ 2005.02.28

2004-ER-07 수탁 장애인 욕구 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 연구 자료집 김경혜 김선자, 최상미, 이인선 2004.02.12~ 2004.12.31

2004-ER-17 수탁 재가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가정봉사원 사업을 중심으로

김경혜 노성환 2004.03.02~ 2004.05.31

2004-ER-32 수탁 은평 뉴타운 내 문화시설 확충계획 연구 라도삼 공자원 2004.06.18~ 2004.10.31

2004-ER-37 수탁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 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무용 박종빈, 성희영 2004.07.20~ 2005.01.31

2004-ER-47 수탁 2004 서울 서베이 강영옥 변미리, 이종규, 이창우, 김순관, 
이세구, 김선웅, 이무용, 라도삼, 
정병순, 김선자, 심수진, 윤신희

2004.10.04~ 2005.03.16

2004-ER-52 수탁 인사동 문화지구 외부평가 연구 (2004) 라도삼 이무용, 반정화, 공자원 2004.11.16~ 2005.04.15

2005-R-35 기본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연구 신경희 최상미 2005.01.01~ 2005.10.31

2005-R-36 기본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연구 김선자 김찬동, 양주연, 이인선 2005.01.01~ 2005.10.31

2005-R-37 기본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이무용 이지은B 2005.02.01~ 2005.11.30

2005-R-38 기본 문화향수 촉진을 위한 문화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라도삼 박종구, 공자원 2005.03.01~ 2005.11.30

2005-R-40 기본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

조권중 변미리, 손웅비 2005.03.01~ 2005.09.30

2005-PR-06 정책 서울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만족도 및 시설선호도 연구

정동구 　 2005.04.27~ 2005.09.26

2005-PR-14 정책 서울시 거주 새터민 정착실태 분석과 
정착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김영호 　 2005.06.21~ 2005.12.20

2005-PR-42 정책 청계천 장소마케팅 기본 방안 연구 이무용 박종구, 이지은B 2005.11.01~ 2006.02.28

2005-AR-03 협약 “문화도시 서울” 10개년 계획 작성 라도삼 이무용, 2005.07.01~ 2005.10.31

2005-AR-05 협약 저출산 회복을 위한 가정정책 토론회 김선자 신경희, 성은희, 민혜영, 양주연 2005.09.16~ 2005.10.31

2005-ER-11 수탁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 조사 조권중 신경희, 박은철, 변미리, 김선자, 
박민정, 한영희A

2005.04.26~ 2005.12.26

2005-ER-12 수탁 노인요양서비스 인증모형 개발 : 지표 및 지침서 김선자 김대건, 최현재 2005.04.26~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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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ER-32 수탁 2005 서울 서베이 강영옥 변미리, 이주일, 이창우, 이세구, 
이신해, 이무용, 라도삼, 정병순, 
김찬동, 백승만, 김선자, 윤신희, 
심수진

2005.08.01~ 2006.03.31

2006-R-33 기본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 실태와 개선방안 김경혜 최현재, 선화숙 2006.02.01~ 2006.11.30

2006-R-34 기본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 행태 연구 백선혜 라도삼, 백승만, 이보경, 이지은B 2006.03.01~ 2006.12.31

2006-R-35 기본 노인복지 정보지원 컨텐츠 및 전달체계 개발방안 김선자 강영옥, 양주연 2006.01.01~ 2006.10.31

2006-R-36 기본 서울시 청소년활동사업 발전방안
(민간위탁사업 중심으로)

신경희 최상미, 최현재 2006.01.01~ 2006.10.31

2006-R-44 기본 서울시민의 모바일 생활양식과 
공공 공간의 변화 연구

조권중 라도삼, 최지원, 손웅비 2006.01.01~ 2006.12.31

2006-R-45 기본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라도삼 백승만, 공자원 2006.01.01~ 2006.10.31

2006-PR-03 정책 서울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식습관 분석 및 
면역 강화 노인 식단 개발에 관한 연구

김현숙 　 2006.01.13~ 2006.11.12

2006-PR-08 정책 서울시 양극화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정병순 신경희, 박은철, 김상일, 윤형호, 
박종빈, 조혜영, 박현석

2006.03.01~ 2006.05.31

2006-PR-11 정책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연구 노은이 주연선 2006.03.15~ 2007.02.14

2006-PR-15 정책 분쟁해결포럼의 운영을 통한 분쟁해결방안 연구(1) 김태기 　 2006.04.19~ 2007.04.18

2006-PR-17 정책 서울 속의 세계 알리기 프로젝트
(Global City Seoul Project)

김은미 　 2006.04.28~ 2006.12.27

2006-PR-18 정책 NGO의 온라인 미디어전략 연구 :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김사승 김원용, 정희경, 송주영 2006.05.19~ 2006.09.18

2006-PR-19 정책 서울 문화브랜드 창출을 위한 고궁에서의 
야간 스펙터클 개발 연구

홍석기 홍석기 2006.07.01~ 2006.12.31

2006-PR-22 정책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거주 이용자와 비이용자 중심으로

강란혜 　 2006.09.01~ 2007.04.30

2006-PR-24 정책 강북 4대 상권의 축제관광진흥전략 수립 연구 백선혜 금기용, 노민택 2006.09.15~ 2007.02.14

2006-PR-25 정책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이성규 　 2006.09.15~ 2007.01.14

2006-PR-27 정책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양옥경 　 2006.10.04~ 2007.02.0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6-PR-33 정책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전략을 중심으로

이용표 　 2006.12.07~ 2007.06.06

2006-PR-37 정책 지방교육자치제도 변화에 따른 
서울시 교육협력사업 발전방안 연구

안선회 노명순 2006.12.18~ 2007.05.31

2006-PR-38 정책 보육료 상한제 철폐와 영리보육시설 허용의
타당성 검토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만우 　 2006.12.26~ 2007.03.25

2006-PR-41 정책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및 양육지원정책 발전방안 김선자 이은경 2006.12.28~ 2007.04.30

2006-AR-03 협약 2006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신경희 강은나, 최성욱 2006.06.15~ 2007.02.28

2006-AR-06 협약 1,200만 관광서울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 라도삼 　 2006.09.18~ 2006.09.30

2006-ER-13 수탁 제4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07~2010) 김경혜 송석휘, 노은이, 이병화, 최현재, 
이후선, 선화숙

2006.04.06~ 2006.10.05

2006-ER-29 수탁 2006 서울 서베이 강영옥 이주일, 이창우, 이세구, 이신해, 
조권중, 라도삼, 정병순, 김찬동, 
김선자, 금기용, 심수진, 윤신희, 
심정은

2006.08.31~ 2007.04.28

2006-ER-47 수탁 차이나타운조성 기본구상 홍석기 라도삼, 백선혜, 이동욱 2006.12.22~ 2007.06.21

2007-R-32 기본 서울시 장사(葬事)시설 수급계획 및 정책방향 김경혜 선화숙 2007.01.01~ 2007.10.31

2007-R-33 기본 치매노인 수발가족 지원서비스체계 개발 김선자 신재민 2007.01.01~ 2007.10.31

2007-R-34 기본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사업의 활성화 방안 박은철 서은영 2007.02.01~ 2007.11.30

2007-R-35 기본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신경희 강은나 2007.03.01~ 2007.12.31

2007-R-36 기본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과 과제 노은이 주연선 2007.01.01~ 2007.10.31

2007-R-37 기본 북촌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백선혜 노민택 2007.01.01~ 2007.12.31

2007-R-40 기본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강 역사문화 유산 회복 홍석기 김혜진, 김철민 2007.01.01~ 2007.10.31

2007-R-41 기본 서울의 문화자원 분포와 문화생태 연구 라도삼 이보경 2007.03.01~ 2007.12.31

2007-PR-04 정책 Hi Seoul 페스티벌 발전방안 백선혜 라도삼, 김소은 2007.03.01~ 2007.07.31

2007-PR-05 정책 서울시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홍석기 라도삼, 이동욱, 김철민, 이민주A 2007.02.26~ 2007.08.25

2007-PR-12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과제 및 대응방안

김경혜 선화숙, 이은경 2007.05.01~ 2007.11.30

2007-PR-17 정책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개선방안 연구 박태윤 　 2007.05.25~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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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PR-20 정책 서울의 다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소통과 적응연구

김은미 　 2007.06.15~ 2007.11.14

2007-PR-21 정책 미래사회 대응 서울시 교육체제 구축 연구 이혜숙 김남희, 박영주, 노명순 2007.06.15~ 2007.12.31

2007-PR-28 정책 서울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방안 연구 홍석기 반정화, 이세림, 이시은, 
김진영B, 김희정B

2007.08.01~ 2008.01.31

2007-PR-33 정책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Culturenomics 전략연구

라도삼 조아라 2007.09.05~ 2008.02.05

2007-ER-09 수탁 노들섬 문화공연예술센터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라도삼 황성연, 김미영, 김도희 2007.03.19~ 2007.07.15

2007-ER-10 수탁 사교육비 실태분석 및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이혜숙 신경희, 김경근, 조혜진, 양정호, 
노명순

2007.03.30~ 2008.04.30

2007-ER-31 수탁 서울 문화의 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연구

라도삼 백선혜, 홍석기, 김소은, 김미영 2007.08.08~ 2008.01.31

2007-ER-36 수탁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종합정비계획 홍석기 정인기, 이동욱, 김희정B, 
류현희, 김철민

2007.08.20~ 2008.06.15

2007-ER-38 수탁 2007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김문현, 윤혁렬, 김선자, 
반정화, 윤신희, 정미연, 박민진

2007.08.24~ 2008.02.29

2007-ER-43 수탁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라도삼 윤형호, 장윤희, 이양숙 2007.09.20~ 2008.04.18

2007-ER-52 수탁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조권중 민현석, 이보경, 이동은 2007.11.12~ 2008.05.11

2007-ER-55 수탁 서울 글로벌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홍석기 윤형호, 윤지영 2007.11.22~ 2008.03.21

2007-ER-60 수탁 대학로 문화지구 외부평가 연구 라도삼 김미영 2007.12.28~ 2008.07.15

2008-SR-02 전략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행정기반 구축방안

신경희 김경혜, 정준수 2008.03.01~ 2008.08.31

2008-SR-05 전략 서울 도시디자인 전략 연구 백선혜 라도삼, 여혜진, 노민택 2008.05.01~ 2008.10.15

2008-PR-18 정책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 정립 방안 연구 이혜숙 김찬동, 박은철, 조혜진 2008.04.01~ 2008.07.31

2008-PR-21 정책 보건복지 사무소와 사회복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종협 선화숙 2008.01.01~ 2008.12.15

2008-PR-25 정책 서울시민의 자부심 고취방안과 문화시정의 관계 안득기 한영빈, 황아란, 박정석 2008.05.14~ 2008.11.15

2008-PR-35 정책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김선자 김경혜, 김현정 2008.07.15~ 2008.12.14

2008-PR-46 정책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이혜숙 배준식, 강경표 2008.09.23~ 2009.01.31

2008-PR-49 정책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박민진 2008.10.01~ 2008.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8-PR-53 정책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백선혜 라도삼, 노민택 2008.10.20~ 2009.02.19

2008-PR-60 정책 서울시 노인 여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 노은이 김선자, 김현정 2008.12.22~ 2009.05.06

2008-ER-01 수탁 서울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홍석기 변미리, 윤형호, 백선혜, 반정화, 
노수일, 최진영, 정인기

2008.02.20~ 2008.11.19

2008-ER-04 수탁 서울시 공무원 교육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이혜숙 김경혜, 김남희, 최숙경 2008.02.28~ 2008.10.24

2008-ER-08 수탁 2008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김문현, 윤혁렬, 김선자, 
반정화, 서윤정

2008.03.28~ 2009.02.28

2008-ER-17 수탁 창동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백선혜 이세구, 여혜진, 이정현, 윤지영 2008.05.15~ 2008.08.31

2008-ER-22 수탁 중랑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라도삼 이정현 2008.08.14~ 2009.01.31

2008-ER-23 수탁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지원 학술연구 김경혜 김선자, 서은정, 김종인 2008.08.25~ 2009.03.24

2008-ER-36 수탁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라도삼 이정현 2008.12.24~ 2009.06.26

2008-ER-37 수탁 인사동 문화지구 외부평가 연구 (2008) 라도삼 반정화, 이연주, 공자원 2008.12.30~ 2009.05.30

2009-SR-05 전략 중산층 위기시대의 복지패러다임과 정책과정 김경혜 박은철, 조달호, 서은정 2009.04.01~ 2009.09.30

2009-SR-08 전략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신경희 김경혜, 정순주 2009.12.01~ 2010.05.31

2009-PR-07 정책 서울 도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연구 조권중 변미리, 최지원 2009.02.01~ 2009.06.30

2009-PR-11 정책 서울시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를 위한 
창업지원 방안

신경희 정준수 2009.02.03~ 2009.06.02

2009-PR-12 정책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개선 방안 연구 이혜숙 박은철 2009.02.11~ 2009.06.10

2009-PR-15 정책 불황극복의 전략 : 
서울 디자이노믹스 연구

라도삼 백선혜, 정수인 2009.02.23~ 2009.05.23

2009-PR-18 정책 시민의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 홍석기 한형주, 이신해, 김도환, 노수동, 
조승희, 이혜진

2009.03.09~ 2009.08.09

2009-PR-24 정책 취약계층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최영종 　 2009.04.20~ 2009.10.17

2009-PR-34 정책 서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활용방안 노은이 라도삼, 정수인 2009.06.15~ 2009.11.14

2009-PR-35 정책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김선자 김현정 2009.06.15~ 2009.11.15

2009-PR-44 정책 서울대표축제, 3 Star Olympic 개최방안 연구 라도삼 반정화 2009.08.10~ 2009.12.09

2009-PR-50 정책 서울 성곽의 역사문화가치 발현 홍석기 김인희, 김도환, 노수동, 조승희 2009.09.07~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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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PR-58 정책 서울영어마을 운영발전 방안 연구 이혜숙 서은정 2009.11.05~ 2010.05.04

2009-AR-05 협약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결과 평가보고서

김경혜 이태욱 2009.07.17~ 2010.01.16

2009-AR-08 협약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김선자 노은이, 김재근 2009.09.14~ 2009.11.30

2009-ER-17 수탁 2009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이신해, 김선자, 조달호, 
홍석기, 서윤정

2009.03.27~ 2010.02.28

2009-ER-26 수탁 서울시립 문화시설 관리운영 방안 연구 라도삼 김귀영, 이정현 2009.06.15~ 2009.12.15

2009-ER-27 수탁 도봉구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학술연구 이혜숙 강은나 2009.06.15~ 2009.12.31

2009-ER-30 수탁 서울문화콘텐츠센터(SCC)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정병순 변미리, 이성창, 정지연, 서주옥, 
김묵한, 김소은

2009.06.18~ 2010.02.17

2009-ER-38 수탁 서울 유동인구 조사 설계 및 분석 변미리  2009.08.04~ 2010.04.04

2009-ER-43 수탁 디자인서울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라도삼 정병순, 이경미, 이양숙, 이주현, 
정수인

2009.11.04~ 2010.08.04

2009-ER-45 수탁 간접흡연제로서울 평가지표개발 연구 김선자 김재근 2009.11.23~ 2010.04.17

2009-ER-46 수탁 창의문화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방안 연구 라도삼 반정화, 이정현 2009.12.07~ 2010.08.07

2009-ER-47 수탁 서울 권역별 도서관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금기용 박정아, 서위연 2009.12.16~ 2010.05.15

2010-BR-02 기초 통계로 본 서울노인 김경혜 김선자, 노은이, 이정화A 2010.02.22~ 2010.09.21

2010-BR-08 기초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라도삼 이정현 2010.08.05~ 2010.12.03

2010-BR-09 기초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연구 김준현 김미현 2010.09.06~ 2011.02.05

2010-SR-01 전략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경혜 김선자, 노은이, 김현정 2010.01.01~ 2010.07.31

2010-SR-05 전략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김경혜 박은철, 김준현, 김상준, 주연선 2010.09.24~ 2011.05.23

2010-SR-07 전략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전략 변미리 신경희, 백선혜, 김준현, 윤승모, 
김용철, 이정현, 박민진, 김해란

2010.10.18~ 2011.10.31

2010-PR-10 정책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 증대방안 연구 조권중 최지원 2010.02.01~ 2010.07.31

2010-PR-19 정책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홍석기 김선자, 이혜숙, 김철민, 이정은, 
김화진, 최진영

2010.03.29~ 2010.10.29

2010-PR-21 정책 서울시 씬(Scenes) 지도 작성을 통한 
서울 공간특성화 전략 연구

변미리 장원호, Terry Clark, 이종열 2010.05.01~ 2010.10.31

2010-PR-28 정책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방안 신경희 정순주 2010.06.01~ 2010.11.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0-PR-44 정책 활력 도시사회를 위한 시민 역량 제고
(Citizen Empowerment) 정책 연구

조권중 최지원 2010.08.01~ 2010.12.31

2010-PR-57 정책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지원정책과 생활실태 방태원 김화진, 이정은 2010.10.07~ 2011.04.06

2010-PR-61 정책 자전거를 통한 서울의 관광자원 발굴 홍석기 노수동, 최수정 2010.11.08~ 2011.05.07

2010-PR-64 정책 서울시 축제의 질적 관리방안 백선혜 김소은 2010.11.16~ 2011.05.15

2010-PR-66 정책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 신경희 정순주 2010.12.01~ 2011.05.31

2010-PR-68 정책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 이혜숙 서은정 2010.12.10~ 2011.09.30

2010-ER-12 수탁 동대문아파트 보존 및 문화시설 조성방안 라도삼 노수미, 김종대 2010.03.09~ 2010.09.05

2010-ER-22 수탁 서울시 창의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혜숙 이수영, 서은정, 김기은 2010.04.23~ 2010.12.22

2010-ER-23 수탁 서울시립승화원 주변 장기발전 방안 김경혜 홍석기, 김준현, 박송희, 노수동 2010.04.27~ 2010.12.27

2010-ER-29 수탁 2010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고준호, 김상일, 윤형호, 
김선자, 홍석기, 배윤신, 박지현, 
박민진

2010.06.29~ 2011.02.28

2011-PR-29 정책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준현 김경혜, 오현주 2011.04.25~ 2011.10.24

2011-PR-36 정책 스마트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연구 조권중 문혜선 2011.05.16~ 2011.12.15

2011-PR-37 정책 서울시 문화상 60주년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홍석기 최수정 2011.05.06~ 2011.08.05

2011-PR-46 정책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발전방안 신경희 정순주 2011.06.01~ 2011.12.31

2011-PR-47 정책 서울학, 도시발전론 지평에서 본 서울 변미리 김인희, 이성창, 김태욱 2011.06.01~ 2011.12.31

2011-PR-51 정책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백선혜 김소은 2011.07.01~ 2011.12.31

2011-PR-56 정책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변미리 정희윤, 김묵한, 김상일, 이재수, 
성수연

2011.08.16~ 2012.09.15

2011-PR-64 정책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김준현 오현주 2011.10.25~ 2012.01.24

2011-PR-70 정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전개과정과 
활성화 과제

이재원 　 2011.12.16~ 2012.05.16

2011-OR-03 현안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및 
운영방안

김경혜 이미라 2011.07.11~ 2011.10.10

2011-ER-04 수탁 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 홍석기 백선혜, 노수동, 유인혜, 구형태 2011.02.28~ 2012.02.29

2011-ER-17 수탁 2011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고준호, 김상일, 신상영, 
윤형호, 홍석기, 김준현, 박민진, 
윤지영, 김해란

2011.05.06~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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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ER-26 수탁 2020 체육진흥 기본정책 연구용역 노은이 김경혜, 박형란, 주연선 2011.06.07~ 2012.08.08

2012-BR-03 기초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서울의 공공 사회서비스 구성 연구

조권중 김경혜, 문혜선 2012.01.16~ 2012.07.15

2012-BR-20 기초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신경희 윤민석, 최지원 2012.12.26~ 2013.11.26

2012-PR-03 정책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신경희 정순주 2012.01.01~ 2012.06.30

2012-PR-06 정책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 
CCTV 및 학교보안관제도를 중심으로

이혜숙 서은정, 박수연 2012.01.01~ 2012.12.31

2012-PR-10 정책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사례

백선혜 노은이, 이혜숙, 김소은 2012.01.01~ 2012.08.31

2012-PR-17 정책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라도삼 이정현 2012.01.16~ 2012.07.15

2012-PR-37 정책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 변미리 김해란, 박민진, 곽현지, 한선경, 
양소연

2012.05.21~ 2012.08.20

2012-PR-56 정책 서울시 제3섹터 지원정책 연구 :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조권중 문혜선 2012.07.16~ 2013.01.15

2012-PR-57 정책 서울시의 공공문화사업에서 
민간참여 실태와 새로운 모형 수립

라도삼 이정현 2012.07.16~ 2012.12.31

2012-PR-63 정책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노은이 은상준, 주연선 2012.08.09~ 2013.02.08

2012-PR-64 정책 서울시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신경희 정순주 2012.08.15~ 2013.02.15

2012-PR-70 정책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방안 은상준 이미라 2012.09.17~ 2013.06.16

2012-ER-04 수탁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김경혜 박은철, 이혜숙, 김준현, 유희원, 
남기철, 유민상, 김성식, 백선희, 
성열관, 이미라, 이윤미, 이혁준, 
황정민, 권선진, 최혜지

2012.02.01~ 2012.09.30

2012-ER-05 수탁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김경혜 윤형호, 민현석, 강선주, 이인선, 
공정석, 진선미, 인규리

2012.02.13~ 2013.03.02

2012-ER-06 수탁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김경혜 윤민석, 진선미, 이혁준 2012.02.13~ 2012.11.30

2012-ER-11 수탁 중구 대표축제 개발 연구 홍석기 백선혜, 유인혜 2012.02.27~ 2012.08.25

2012-ER-13 수탁 서울 교육복지 기본계획 수립연구 이혜숙 김귀영, 강은나, 하봉운, 최일선, 
서은정, 박수연

2012.03.02~ 2013.02.08

2012-ER-20 수탁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권중 은상준, 오수현 2012.04.04~ 2013.02.28

2012-ER-49 수탁 2012 유동인구 조사 설계 및 분석 변미리 고준호, 박정환, 김태형 2012.06.29~ 2013.02.2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2-ER-58 수탁 2012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신경희, 고준호, 김상일, 
신상영, 홍석기, 최봉, 윤민석, 
김해란, 박민진

2012.08.17~ 2013.02.28

2013-BR-07 기초 통계로 본 서울인구 : 서울통계연구 1 변미리 은기수 2013.07.01~ 2013.11.30

2013-PR-14 정책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윤민석 　 2013.03.16~ 2013.06.15

2013-PR-15 정책 서울시 노인빈곤 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김경혜 윤민석, 이미라 2013.03.16~ 2013.12.15

2013-PR-16 정책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노은이 서동우, 윤여원 2013.03.25~ 2013.08.24

2013-PR-34 정책 SIX 글로벌 컨퍼런스와 섬머스쿨 노은이 조권중, 윤여원 2013.05.06~ 2013.11.05

2013-PR-60 정책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라도삼 백선혜, 이정현 2013.09.10~ 2014.02.28

2013-PR-65 정책 지역화폐를 통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이창우 한소영 2013.10.16~ 2014.02.15

2013-OR-02 현안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근무 의사 양성 방안의 
타당성 평가

은상준 이미라 2013.01.28~ 2013.04.27

2013-OR-03 현안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활성화 방안 홍석기 유인혜 2013.02.20~ 2013.05.20

2013-OR-11 현안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정책 기본방향 홍석기 전봉만, 심현금 2013.03.20~ 2013.06.19

2013-OR-28 현안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김경혜 윤형호, 이미라 2013.07.01~ 2013.09.30

2013-OR-57 현안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 : 
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덱스 구축 연구

변미리 박민진, 김해란 2013.11.18~ 2013.12.31

2013-OR-63 현안 복지시설 운영의 유연화 방안 김경혜 이미라 2013.12.30~ 2014.03.29

2013-ER-16 수탁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라도삼 이정현 2013.03.07~ 2013.07.10

2013-ER-32 수탁 시립용미리묘지 중·장기 토지이용활용계획 홍석기 김경혜, 이윤덕, 유인혜 2013.05.02~ 2014.02.28

2013-ER-50 수탁 2013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신경희, 고준호, 라도삼, 
신상영, 반정화, 최봉, 맹다미, 
윤민석, 김해란, 박민진

2013.08.01~ 2014.02.28

2013-ER-61 수탁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 조사

윤민석 신경희, 김경혜, 조권중, 서명희, 
이혁준, 최지원

2013.11.21~ 2014.07.20

2013-ER-68 수탁 박물관 교육확대를 위한 교육수요 조사 백선혜 양인화, 양인화, 양인화 2013.12.27~ 2014.02.20

2014-BR-05 기초 서울은 안전한가 :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조권중 최지원 2014.05.21~ 2015.02.20

2014-BR-12 기초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 
복지 패러다임 재구조화 방안

김경혜 서병수, 오찬섭, 장동열 2014.10.01~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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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BR-13 기초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박은철 이자은, 김준희 2014.10.02~ 2015.05.15

2014-PR-12 정책 서울시 재가노인 돌봄통합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윤민석 　 2014.04.16~ 2014.09.15

2014-PR-19 정책 서울시 노동복지기관 역할제고와 운영방안 신경희 최지원 2014.07.01~ 2014.12.01

2014-PR-35 정책 복지기준선 이후 서울시 혁신적 사회정책모델 
구축방안

정병순 김다경 2014.10.01~ 2015.02.28

2014-PR-36 정책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2014.10.15~ 2015.03.31

2014-OR-03 현안 서울시 공공도서관 시설의 
타 지역 주민 이용실태와 정책

조권중 최지원 2014.01.16~ 2014.03.15

2014-OR-06 현안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및 분석 김경혜 　 2014.02.10~ 2014.04.09

2014-OR-20 현안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에 관한 연구 김경혜 김귀영, 이미라 2014.06.16~ 2014.10.15

2014-OR-31 현안 Human Security(인적 안위)의 
서울시 정책적 함의

조권중 　 2014.09.16~ 2014.10.31

2014-OR-44 현안 마을기반 조성·공교육 혁신 실현 마을연계형 
학교 지원시스템 구축

라도삼 이혜숙, 박수연, 최혜자 2014.11.03~ 2015.02.28

2014-ER-11 수탁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백선혜 라도삼, 민현석, 지명인, 이정현 2014.03.11~ 2014.10.10

2014-ER-15 수탁 종로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홍석기 배준식, 박경호 2014.03.20~ 2014.09.24

2014-ER-16 수탁 행복영향평가를 통한 국민행복 제고방안 변미리 박희석, 김범식, 박민진 2014.03.21~ 2014.11.20

2014-ER-30 수탁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라도삼 백선혜, 민현석, 반정화, 김묵한, 
이정현, 김민

2014.04.16~ 2015.04.30

2014-ER-41 수탁 서울시 부모학습지원 모델 개발 연구 이혜숙 박수연 2014.06.16~ 2014.09.15

2014-ER-44 수탁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라도삼 김민 2014.07.02~ 2014.11.05

2014-ER-45 수탁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서울형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변미리 박현찬, 박민진 2014.07.08~ 2014.12.07

2014-ER-46 수탁 정릉동 차고지 활용방안 홍석기 민현석, 배준식, 임혜진, 박경호 2014.07.08~ 2014.12.01

2014-ER-47 수탁 서울시립과학관 운영방안 마련 연구 백선혜 배준식, 김진희, 장재웅, 노수동, 
송준규

2014.07.09~ 2015.03.08

2014-ER-48 수탁 2014 서울 서베이 변미리 유기영, 신경희, 이주일, 이신해, 
신상영, 홍석기, 반정화, 김묵한, 
윤민석, 최정원, 한영광, 김진아, 
이슬이, 이혁준, 박민진

2014.07.16~ 2015.02.28

2014-ER-54 수탁 서울장학재단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 백선혜 김귀영, 이혜숙, 박미현, 김소은 2014.08.18~ 2014.12.17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4-ER-63 수탁 서울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 백선혜 라도삼, 홍석기, 이혜숙, 김소은 2014.10.01~ 2014.12.31

2014-ER-73 수탁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평가 연구 신경희 강현철 2014.12.01~ 2015.02.28

2014-ER-75 수탁 서울시 1인가구 대책 정책 연구 변미리 최정원 2014.12.10~ 2015.02.28

2015-BR-01 기초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 윤민석 서명희 2015.01.15~ 2015.09.14

2015-BR-02 기초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2015.01.16~ 2015.11.30

2015-BR-09 기초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윤민석 서명희 2015.04.01~ 2015.12.31

2015-BR-18 기초 중산층 : 흔들리는 신화 조권중 최지원 2015.06.01~ 2016.03.31

2015-BR-22 기초 서울시민의 비만추이와 결정요인 손창우 김정아A, 유인혜 2015.09.24~ 2016.02.23

2015-BR-24 기초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위기와 유형 분석 김승연 장동열, 이혜림 2015.10.12~ 2016.03.31

2015-BR-26 기초 서울시 소수자 지형 신경희 최지원 2015.11.02~ 2016.03.02

2015-BR-27 기초 활동적노화지수(Active Aging Index)의 
서울시 적용방안 검토

윤민석 서명희 2015.11.09~ 2016.02.08

2015-PR-09 정책 서울시 노동정책 발전전략 신경희 주진우, 이정용, 오찬섭, 노광표 2015.01.15~ 2015.07.14

2015-PR-11 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한 
서울형 주민자치 가능성 모색

라도삼 이주헌, 이정용, 남기철, 장숙랑, 
안현찬

2015.01.16~ 2015.12.31

2015-PR-14 정책 맞춤형 기초보장 시행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

김경혜 장동열 2015.02.01~ 2015.08.31

2015-PR-27 정책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라도삼 이정현, 오찬섭 2015.06.01~ 2016.02.29

2015-PR-29 정책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이혜숙 박미현 2015.06.08~ 2016.02.07

2015-PR-32 정책 서울시 노동정책 전략사업 신경희 주진우, 이정용 2015.07.15~ 2015.12.31

2015-PR-46 정책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정병순 김태욱, 이봉조 2015.10.26~ 2016.02.25

2015-OR-02 현안 ‘역사·문화 콘텐츠’ 정조대왕 화성행차 정확한 
고증 기반 둔 부분복원부터 시작

백선혜 김소은 2015.02.01~ 2015.05.31

2015-OR-03 현안 서울역 고가 운영전략 기본구상 라도삼 조경민 2015.02.01~ 2015.08.31

2015-OR-07 현안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김경혜 정병순 2015.03.16~ 2015.08.31

2015-OR-17 현안 서울시 어르신목욕탕 건립 필요성 검토 윤민석 　 2015.06.01~ 2015.08.31

2015-UR-36 수시 서울시민의 시간가치와 삶의 질 변미리 　 2015.08.10~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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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CR-12 협력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 연구 
- ‘각자도생’ 생존사회에서 공생/재생 사회로

신경희 　 2015.05.01~ 2016.02.29

2015-CR-14 협력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연구 라도삼 　 2015.06.01~ 2015.12.31

2015-CR-19 협력 서울지역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

이혜숙 　 2015.08.01~ 2016.01.31

2015-ER-17 수탁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김경혜 윤민석, 김영은A, 이루리 2015.03.25~ 2015.12.31

2015-ER-40 수탁 백인제 가옥 운영계획(안) 수립 사전조사 연구 백선혜 김소은 2015.05.15~ 2015.08.12

2015-ER-55 수탁 서울영어마을 기능전환 필요성 및 혁신 운영방안 연구 이혜숙 배준식, 이영주A 2015.06.26~ 2015.09.28

2015-ER-59 수탁 한글 기념관 조성 기본조사 백선혜 최은정 2015.07.27~ 2015.12.26

2015-ER-60 수탁 서울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백선혜 배준식, 김소은 2015.07.27~ 2015.12.18

2015-ER-64 수탁 한눈에 보는 서울 2015 변미리 유기영, 신경희, 이신해, 김상일, 
신상영, 반정화, 김묵한, 윤민석, 
김성수A, 김진아, 최정원

2015.08.04~ 2015.12.31

2015-ER-65 수탁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라도삼 백선혜, 이웅희 2015.08.04~ 2016.02.29

2015-ER-67 수탁 2015년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라도삼 양희은 2015.08.20~ 2015.12.23

2015-ER-68 수탁 서울형 예술인 희망플랜 라도삼 백선혜, 박선영 2015.08.27~ 2016.02.29

2015-ER-72 수탁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조권중 신정훈, 노수동, 임광섭, 김종립, 
이종필, 신정훈, 손동유

2015.10.14~ 2016.01.29

2016-BR-10 기초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리포트 김경혜 장동열 2016.02.01~ 2016.12.31

2016-BR-11 기초 사회서비스 규모 및 구조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윤민석 　 2016.02.15~ 2016.08.14

2016-BR-14 기초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획 백선혜 신경희, 문경란 2016.03.01~ 2016.08.31

2016-BR-19 기초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 체계 개발 손창우 김정아A 2016.05.26~ 2016.12.31

2016-BR-22 기초 위험과 안전 : 
사회적 인식과 지역적 분포

조권중 신상영, 최지원 2016.08.01~ 2017.03.31

2016-BR-24 기초 마이너리티 리포트 2 기획 신경희 문경란 2016.08.01~ 2017.03.31

2016-BR-26 기초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안현찬 구아영 2016.09.01~ 2017.05.31

2016-BR-27 기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이혜숙 이영주A 2016.09.20~ 2017.06.30

2016-BR-28 기초 서울시 문화지역 형성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라도삼 이정현 2016.10.01~ 2017.07.31

2016-PR-01 정책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방안 신경희 주진우, 이영주 2016.01.01~ 2016.06.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6-PR-05 정책 서울시 먹거리 미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손창우 문은숙 2016.01.01~ 2016.08.30

2016-PR-12 정책 서울지역 자유학기제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 
진로탐색활동 중심으로

이혜숙 이영주A 2016.01.27~ 2016.09.30

2016-PR-19 정책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백선혜 라도삼, 조윤정 2016.02.22~ 2016.10.30

2016-PR-21 정책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라도삼 이정현 2016.03.01~ 2016.09.30

2016-PR-22 정책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변미리 조권중, 박민진, 김진아, 최윤석, 
최지원

2016.03.01~ 2017.02.28

2016-PR-26 정책 서울시 치과주치의 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손창우 김정아A 2016.03.10~ 2016.10.09

2016-PR-32 정책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의 구조와 배분실태 김승연 이혜림A 2016.03.28~ 2017.01.31

2016-PR-35 정책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과 추진전략 안현찬 구아영 2016.04.20~ 2016.12.30

2016-PR-43 정책 서울시 복지정책의 철학 및 비전수립 연구 김승연 조권중 2016.06.13~ 2016.11.30

2016-PR-46 정책 가깝고도 먼 우리 함께 살기 : 
서울의 중국동포 여성 이야기

신경희 　 2016.07.20~ 2017.06.20

2016-PR-47 정책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손창우 문은숙 2016.08.01~ 2017.01.31

2016-OR-06 현안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 조권중 　 2016.03.16~ 2016.09.15

2016-OR-15 현안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백선혜 라도삼, 이혜숙 2016.07.01~ 2016.12.31

2016-UR-07 수시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김승연 윤형호 2016.02.16~ 2016.04.29

2016-UR-13 수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필요성 연구 윤민석 　 2016.04.04~ 2016.05.13

2016-UR-30 수시 서울시 복지 프레임 구축 및 브랜드화 연구 김승연 　 2016.05.26~ 2016.06.30

2016-UR-42 수시 서울장애여성인력 활용방안 윤민석 　 2016.08.16~ 2016.10.15

2016-UR-51 수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안현찬 　 2016.10.17~ 2016.11.30

2016-UR-56 수시 서울시 문화시설 권역별 수요분석 및 설치기준 연구 라도삼 백선혜, 안현찬, 이정현 2016.12.07~ 2017.02.06

2016-CR-05 협력 서울사회학 : 
서울의 공간, 일상 그리고 사람들

변미리 　 2016.03.07~ 2017.02.28

2016-CR-18 협력 등록금 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김승연 　 2016.06.01~ 2016.12.31

2016-ER-14 수탁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진흥방안에 대한 연구 라도삼 백선혜, 이웅희 2016.03.17~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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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ER-23 수탁 한눈에 보는 서울 2016 변미리 유기영, 신경희, 이신해, 김상일, 
신상영, 백선혜, 반정화, 김묵한, 
윤민석, 최윤석

2016.04.11~ 2016.12.31

2016-ER-29 수탁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윤민석 윤민석, 김성원, 권혜영 2016.05.02~ 2017.03.31

2016-ER-37 수탁 사회복지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

김경혜 김승연, 이승재, 백가현, 김예슬, 
권혜영

2016.06.14~ 2017.03.31

2016-ER-38 수탁 서울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연구 이혜숙 전봄이 2016.06.21~ 2016.12.20

2016-ER-44 수탁 2017-2026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방안과 추진전략 수립

손창우 이고은 2016.08.19~ 2017.02.19

2016-ER-46 수탁 종묘 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김경혜 민승현, 유민상 2016.09.02~ 2017.02.28

2017-BR-06 기초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관리와 의료이용 실태 손창우 김정아A 2017.01.01~ 2017.12.31

2017-BR-08 기초 노인을 위한 동네 : 
고령친화 지역사회 만들기

백선혜 신경희, 조권중, 라도삼, 민현석, 
이혜숙, 윤민석, 손창우, 김승연, 
구아영, 백가현

2017.01.16~ 2017.12.31

2017-BR-12 기초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 연구 조권중 최상미, 장동열 2017.03.01~ 2017.10.31

2017-BR-13 기초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김승연 장동열 2017.03.16~ 2017.11.15

2017-BR-16 기초 Seoul Labor Policy : 
Restoring Labor to Its Proper Place in Society

김경혜 전말숙, 고준호, 문신주, 정다운, 
송성수

2017.05.15~ 2018.03.31

2017-BR-19 기초 서울로 7017 시민 이용실태와 주변지역 변화 라도삼 반정화, 이정현 2017.07.01~ 2018.02.28

2017-PR-05 정책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변미리 민보경, 박민진, 계봉오, 임채윤 2017.01.01~ 2017.12.31

2017-PR-11 정책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신경희 주진우, 권혜영 2017.01.01~ 2017.06.30

2017-PR-12 정책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안현찬 조윤정A 2017.01.01~ 2017.09.30

2017-PR-26 정책 서울시민의 행복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고준호 백선혜, 안기정, 심아름, 이유미, 
김영훈, 송민

2017.03.31~ 2017.12.31

2017-PR-28 정책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이혜숙 이영주A 2017.04.10~ 2017.12.10

2017-PR-31 정책 서울시 자원봉사실태와 활성화 방안 신경희 최상미, 이혜림 2017.04.24~ 2017.12.23

2017-PR-39 정책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변미리 민보경, 박민진 2017.07.01~ 2017.12.31

2017-PR-52 정책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라도삼 조윤정A, 이정현 2017.11.27~ 2018.08.26

2017-OR-02 현안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김승연 권혜영 2017.01.01~ 2017.04.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7-OR-14 현안 기능정립·역할배분·운영체계 개편으로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 강화 필요

김승연 　 2017.06.19~ 2017.09.18

2017-UR-22 수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기획연구 변미리 김승연, 최상미 2017.05.15~ 2017.09.30

2017-UR-27 수시 한강 스토리텔링 사업 유사 사례와 성공요인 백선혜 　 2017.06.08~ 2017.08.07

2017-CR-04 협력 서울_생산도시의 공유 네트워크 변미리 　 2017.04.01~ 2017.12.31

2017-ER-09 수탁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강동구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손창우 안현찬, 박상헌, 윤난희 2017.03.08~ 2018.03.07

2017-ER-15 수탁 한눈에 보는 서울 2017 변미리 유기영, 이신해, 신상영, 백선혜, 
최유진, 김묵한, 남원석, 손창우, 
최상미, 김해란, 민보경, 최윤석, 
송재걸

2017.04.05~ 2017.12.30

2017-ER-16 수탁 서울시 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마을과 자치, 모두를 위한 서울

안현찬 구아영 2017.04.10~ 2017.11.24

2017-ER-19 수탁 지역자활센터에의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도입 방안 모색

이혜숙 최상미, 김예진 2017.04.14~ 2017.11.13

2017-ER-41 수탁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기초선 조사 연구

안현찬 구아영 2017.09.27~ 2017.12.30

2018-BR-24 기초 서울시민의 혐오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신인철 최지원 2018.07.27~ 2019.02.26

2018-BR-25 기초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손창우 김정아A 2018.08.03~ 2019.04.02

2018-BR-27 기초 밀레니얼 세대 일상생활 양식 유형에 관한 연구 백선혜 변미리, 김연희 2018.10.15~ 2019.04.12

2018-PR-05 정책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와 과제 이혜숙 주진우, 최지원 2018.01.01~ 2018.06.30

2018-PR-06 정책 서울시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손창우 김정아A 2018.01.01~ 2018.10.31

2018-PR-18 정책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이혜숙 이영주A 2018.02.08~ 2018.10.08

2018-PR-20 정책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서비스시설 확충 시 
활동지역·생활인구 고려한 수요분석 필요

윤민석 문진영 2018.02.19~ 2018.10.18

2018-PR-34 정책 축제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형성방안 연구 라도삼 이정현 2018.04.16~ 2018.11.15

2018-PR-38 정책 최저임금 인상, 복지서비스기관에도 영향 가능, 단기로 
인건비, 장기로는 기관별 맞춤형 지원

장익현 김승연, 이혜림A 2018.05.03~ 2018.12.31

2018-PR-47 정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김승연 이혜림A, 문진영, 한경훈 2018.06.01~ 2018.12.31

2018-PR-50 정책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이혜숙 주진우 2018.07.05~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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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PR-52 정책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안현찬 조윤정A, 채혜인 2018.07.23~ 2019.04.26

2018-PR-61 정책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 
지역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 국제회의

변미리 신인철, 박민진, 장윤아, 최지원, 
김해란

2018.09.21~ 2019.02.28

2018-PR-66 정책 서울시 문화분야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라도삼 이정현 2018.11.16~ 2019.08.31

2018-OR-08 현안 각자도생 시대 오롯이 살아가는 서울시민들 
사회적 우정으로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어야

신인철 최지원 2018.04.01~ 2018.06.30

2018-OR-13 현안 성인발달장애인 인생전환기에 대응해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필요

윤민석 이혜림A, 문진영 2018.05.09~ 2018.09.10

2018-UR-08 수시 서울-평양 간 스포츠 교류방안 연구 라도삼 정용철 2018.01.17~ 2018.02.28

2018-CR-07 협력 청년 미래성장 지원방안의 새로운 관점 남원석 　 2018.06.01~ 2018.12.31

2018-CR-10 협력 서울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신인철 　 2018.07.09~ 2018.12.19

2018-CR-11 협력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 김승연 이혜림A 2018.07.23~ 2018.12.31

2018-CR-17 협력 서울시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장익현 문진영 2018.11.01~ 2019.04.30

2018-CR-18 협력 도시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방안

손창우 김정아A 2018.11.01~ 2019.05.31

2018-ER-10 수탁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김승연 변미리, 노승철, 장익현, 이슬이A, 
오서안, 이희종, 권혜영, 고윤정

2018.03.02~ 2018.12.31

2018-ER-19 수탁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 정립 및 추진방향

김승연 장익현, 권혜영 2018.03.30~ 2018.08.31

2018-ER-20 수탁 한눈에 보는 서울 2018 변미리 이신해, 최유진, 오은주, 손창우, 
안현찬, 박진, 장익현, 이준영, 
신인철, 김해란, 장윤아

2018.04.25~ 2018.12.21

2018-ER-22 수탁 서울시민 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 김승연 이슬이A, 김잔디 2018.05.04~ 2018.08.01

2018-ER-32 수탁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변미리 신인철, 김혜진A, 박민진, 최지원 2018.06.29~ 2018.12.28

2018-ER-41 수탁 가용자원을 활용한 지역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연구

이혜숙 신인철, 이영주A, 한진아 2018.08.10~ 2018.11.30

2019-BR-06 기초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안현찬 손창우, 신인철, 장익현, 박현찬, 
조항문, 김정아A, 이정현, 
이혜림A, 최지원

2019.02.04~ 2020.02.28

2019-BR-07 기초 서울시 청장년 정책의 대상연령 재구조화 연구 신인철 손창우, 최지원 2019.03.04~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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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BR-09 기초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백선혜 신인철, 라도삼, 박민진 2019.03.15~ 2019.09.14

2019-BR-12 기초 취향공동체의 성장과 공공정책의 방향 백선혜 　 2019.04.13~ 2019.10.12

2019-BR-22 기초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백선혜 조윤정A 2019.11.01~ 2020.08.31

2019-PR-01 정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윤민석 문진영 2019.01.01~ 2019.08.31

2019-PR-04 정책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이혜숙 신인철, 유삼현, 이영주A 2019.01.01~ 2019.09.30

2019-PR-05 정책 2030 미래사회 의제 설정과 시정운영 방향 : 
한국사회 혁신 위한 개혁과제·정책대안

라도삼 장동열 2019.01.01~ 2019.11.30

2019-PR-07 정책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익현 이혜림A 2019.01.01~ 2019.08.31

2019-PR-22 정책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김승연 이혜림A, 이영주A, 한경훈 2019.02.21~ 2019.07.31

2019-PR-27 정책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방안 이혜숙 조윤정A 2019.04.10~ 2019.12.10

2019-PR-45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사 운영개선 방안 연구 윤민석 문진영, 장익현, 임상욱 2019.09.01~ 2020.02.29

2019-PR-46 정책 서울시 청년정책의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김승연 백선혜, 이혜숙, 박민진, 오은주, 
손창우, 장익현, 신인철

2019.09.20~ 2020.05.31

2019-PR-48 정책 시민민주주의 : 마을-협치-자치(2012-2022) 유창복 전말숙, 안누리, 안현찬 2019.11.14~ 2020.03.31

2019-PR-56 정책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윤민석 신민철, 문진영, 이영주A, 
김성수A, 변은지

2019.12.30~ 2020.12.31

2019-OR-03 현안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효과 검증 목표로 
청년층 대상 증거기반 과학적 정책실험 설계

김승연 노승철, 이혜림A 2019.01.03~ 2019.05.30

2019-OR-11 현안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사회적 관계 고려 공동체 지원 다각화 필요

신인철 최지원 2019.05.10~ 2019.09.09

2019-OR-19 현안 서울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연구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2019.07.01~ 2019.11.30

2019-OR-20 현안 노인복지관, 초고령사회 새로운 역할 기대 - 자치구별 
특성 반영해 기능 재설정 필요

윤민석 문진영 2019.07.01~ 2019.10.31

2019-UR-57 수시 서울 온드림교육센터 운영현황 분석 이혜숙 조윤정A 2019.11.06~ 2020.01.20

2019-UR-59 수시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승연 장동열, 이혜림A 2019.11.11~ 2020.01.10

2019-CR-09 협력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2019.03.15~ 2020.02.14

2019-CR-19 협력 서울시 공공조성 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라도삼 이원재, 최도인 2019.06.24~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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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ER-05 수탁 서울 노동자복지관 위상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윤민석 김해란 2019.01.22~ 2019.06.21

2019-ER-36 수탁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장익현 민승현, 김승연, 김영현, 임아름 2019.06.07~ 2020.01.31

2019-ER-42 수탁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손창우 김정아A, 송현호 2019.06.25~ 2019.12.21

2019-ER-44 수탁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 및 
정책연계를 위한 연구용역 

신인철 백선혜, 박민진, 손창우, 김해란 2019.06.27~ 2019.12.13

2019-ER-45 수탁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신인철 최지원, 신민철, 안현찬, 박영미 2019.07.02~ 2019.11.04

2019-ER-49 수탁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직무분석 연구 안현찬 황민섭, 최민지 2019.07.31~ 2019.11.30

2019-ER-51 수탁 성동형 초등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 이혜숙 이영주A, 한진아 2019.08.08~ 2019.12.31

2019-ER-54 수탁 노원구 건강도시 프로파일 연구 손창우 김정아A 2019.08.23~ 2020.02.29

2019-ER-63 수탁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혁신단체 입주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안현찬 최봉, 이정현, 박영미 2019.10.21~ 2020.02.21

2019-ER-64 수탁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 (시범) 용역

윤민석 이영주A, 장익현, 신인철, 김해란 2019.10.28~ 2020.04.29

2019-ER-67 수탁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윤민석 이혜림A, 장익현, 최정원, 임아름 2019.10.31~ 2020.07.26

2020-BR-02 기초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2020.02.01~ 2020.10.31

2020-BR-06 기초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 조권중 백선혜, 김승연, 윤민석, 김진하, 
임현정, 홍상연, 김정아A, 문진영, 
박민진, 이영주A, 이정현, 
이혜림A, 최윤정, 최지원

2020.04.01~ 2020.12.31

2020-BR-18 기초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조권중 최지원 2020.07.01~ 2021.02.28

2020-BR-28 기초 서울시 사회분야 조사통계와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김상현 최지원 2020.11.01~ 2021.06.30

2020-BR-29 기초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한 
서울시 복지서비스 고도화 실현방안

윤민석 윤혜정, 임상욱 2020.11.01~ 2021.06.30

2020-BR-30 기초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변금선 이혜림A 2020.11.01~ 2021.06.30

2020-PR-13 정책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윤민석 임상욱, 이영주A 2020.03.01~ 2020.10.31

2020-PR-18 정책 서울시립 박물관·미술관 운영모델 진단 백선혜 이정현, 이정용, 임현정 2020.04.01~ 2020.10.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0-PR-22 정책 서울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가능성 및 
추진모델 연구

김원호 은수진 2020.05.15~ 2021.02.15

2020-PR-23 정책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미래 시정의제 발굴 연구 조권중 조윤정A 2020.04.20~ 2020.10.19

2020-PR-32 정책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백선혜 라도삼, 이정현 2020.09.21~ 2021.06.20

2020-PR-34 정책 뉴노멀사회, 공연예술계 변화 전망과 
서울시 지원정책의 과제

백선혜 장인주 2020.10.15~ 2021.06.14

2020-PR-37 정책 서울시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연구 김상현 조권중, 백선혜, 조윤정A 2020.11.24~ 2021.09.23

2020-PR-41 정책 감염병 시대 세계 주요 대도시의 방역 및 
도시 전환전략

손창우 김정아A, 김성아, 서다람 2020.12.08~ 2021.08.07

2020-OR-09 현안 서울시 사회균열구조 분석을 통한 
시정의제 발굴 연구

김원호 장동열, 문인철, 임현정 2020.03.01~ 2020.05.31

2020-OR-13 현안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재난상태 대응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바람직

김승연 문진영, 김진하 2020.03.17~ 2020.06.17

2020-OR-20 현안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변금선 박민진, 김승연, 이혜림A 2020.07.16~ 2021.01.16

2020-UR-30 수시 예술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 예술인 지원의제 연구 백선혜 이정현 2020.05.06~ 2020.07.05

2020-UR-70 수시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대응실태와 과제

손창우 윤민석, 조윤정A, 김성아 2020.12.01~ 2021.02.28

2020-CR-04 협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개선방안 손창우 김정아A, 윤혜정 2020.03.09~ 2021.02.28

2020-CR-10 협력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김승연 노승철, 이혜림A, 김진하, 김호기 2020.04.13~ 2021.01.29

2020-CR-15 협력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소득 및 
자산분배 기초연구 

김승연 이혜림A 2020.05.14~ 2021.01.31

2020-CR-16 협력 미래의 노동 : 제도와 노동은 어떻게 대응하나? 김원호 　 2020.04.27~ 2021.02.26

2020-CR-23 협력 서울시의 웰다잉 문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정책제안 : 생애 마무리 문화에 대한 연구

윤민석 　 2020.10.12~ 2021.03.12

2020-CR-25 협력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효과 평가 연구

김상현 박희석, 노승철, 이영주A 2020.11.10~ 2021.04.30

2020-ER-19 수탁 서울시 치매 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손창우 김정아A, 윤혜정 2020.03.04~ 2020.11.04

2020-ER-24 수탁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백선혜 이정현, 박영미 2020.03.24~ 2020.11.29

2020-ER-31 수탁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김승연 노승철, 이영주A, 김상현, 변금선, 
이종선, 박나리, 함선유

2020.04.14~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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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ER-51 수탁 2020 서울 서베이 변미리 김상일, 김인희, 백선혜, 이신해, 
남원석, 박진, 손창우, 오은주, 
최유진, 노승철, 김해란, 박민진, 
최지원

2020.06.19~ 2020.12.18

2020-ER-54 수탁 서울 청년패널조사 김승연 박민진, 노승철, 오은주, 김진하, 
허자연, 김호기, 김상현, 변금선, 
김혜인A

2020.07.01~ 2021.05.31

2020-ER-56 수탁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변미리 박민진, 박영미 2020.07.14~ 2020.12.20

2021-BR-11 기초 서울시민 만성질환 실태와 식생활 위험요인 분석 김성아 손창우, 서다람, 김정아A 2021.01.25~ 2021.09.24

2021-BR-18 기초 서울 청년패널조사(2차년도) 김승연 김상일, 박민진, 오은주, 김진하, 
김호기, 변금선, 박동화, 임아름

2021.03.02~ 2022.04.30

2021-BR-22 기초 뉴노멀시대의 사회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조권중 백선혜, 이혜숙, 윤민석, 최지원, 
이영주A, 이혜림A, 조윤정A, 
서다람

2021.03.29~ 2022.02.28

2021-BR-30 기초 뉴노멀시대 서울시민의 여가행태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백선혜 반정화, 이정현 2021.06.21~ 2022.03.20

2021-BR-40 기초 사람들은 왜 혼자 사는가 : 
아시아 도시의 1인가구와 도시의 변화

변미리 　 2021.12.13~ 2022.10.31

2021-PR-03 정책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건강도시 정책 방향

손창우 김정아A, 윤혜정 2021.01.01~ 2021.11.30

2021-PR-05 정책 서울시 노숙인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윤민석 남원석, 김진하, 박민진, 이영주A 2021.01.01~ 2021.08.31

2021-PR-19 정책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사업의 서울시 운영 전략 이혜숙 이영주A 2021.05.01~ 2021.12.31

2021-PR-24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안현찬 이정현 2021.05.20~ 2021.12.20

2021-PR-27 정책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 연구

김승연 박민진, 황민섭, 문진영 2021.06.07~ 2021.12.31

2021-OR-14 현안 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쟁점 윤민석 이영주A, 변금선 2021.09.01~ 2021.12.31

2021-OR-18 현안 서울시 다문화 이주민 특성과 지원전략 이혜숙 최지원 2021.11.15~ 2022.04.15

2021-OR-19 현안 서울시 1인가구의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김성아 박민진, 김정아A 2021.11.15~ 2022.03.31

2021-UR-23 수시 서울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청년 의제 탐색 연구 변금선 이혜림A 2021.06.07~ 2021.08.16

2021-UR-24 수시 서울시 미래교육 의제 개발 연구 이혜숙 최지원 2021.06.07~ 2021.09.07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1-UR-25 수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서울시 50+시니어
정책 의제 탐색

윤민석 이영주A 2021.06.03~ 2021.09.03

2021-UR-27 수시 안심,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의제 발굴 연구 김승연 이석민, 손창우, 이혜림A, 김성아 2021.06.07~ 2021.08.20

2021-CR-04 협력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2차)

김승연 이혜림A, 변금선 2021.03.15~ 2022.01.31

2021-CR-09 협력 서울시-자치구 간 지역문화정책 협력방안 연구 백선혜 조윤정A 2021.07.15~ 2022.03.15

2021-CR-10 협력 서울시 코로나19 감염위험평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선방안 연구

손창우 김정아A 2021.08.23~ 2022.04.23

2021-ER-07 수탁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 변미리 김상현, 박민진, 박영미 2021.02.10~ 2021.11.10

2021-ER-15 수탁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혜숙 이정현, 한진아 2021.04.13~ 2021.09.30

2021-ER-21 수탁 2021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모니터링 연구 변금선 김승연, 이혜림A, 박나리 2021.05.14~ 2021.09.13

2021-ER-28 수탁 2021 서울 서베이 변미리 김인희, 이신해, 백선혜, 김고운, 
남원석, 박진, 손창우, 오은주, 
윤민석, 김상현, 김해란, 박영미, 
최지원

2021.07.02~ 2021.12.17

2021-ER-34 수탁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안현찬 김승연, 김성아, 남원석, 변금선, 
박은숙, 최현임, 문진영, 박민진, 
박지선

2021.07.30~ 2022.02.28

2021-ER-38 수탁 서울시 감염병 위기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 개발 김성아 원종석, 손창우, 김승연, 김정아A, 
서다람

2021.09.23~ 2022.03.31

2021-ER-40 수탁 서울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시스템 연구 학술 변금선 백선혜, 남원석, 오은주, 김승연, 
안현찬, 이혜림A, 김고운, 김진하, 
김성아, 한진아

2021.10.01~ 2021.12.31

2021-ER-43 수탁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개발 안현찬 이정현, 남원석, 허자연, 이선영, 
박지선

2021.11.0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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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2-R-04 기본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최상철 이희봉, 김영모, 전재현, 최병대 1992.10.01~ 1993.03.31

1993-R-20 기본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와 대책 :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동기 신창호, 정영수 1993.01.01~ 1993.12.31

1993-PR-05 정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해외 사례 연구 우동기 오덕성, 이종규 1994.01.01~ 1994.07.31

1994-R-27 기본 서울, 부산, 광주의 생산성지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I : 
서울의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영향분석

이번송 정봉현, 정수진, 김일태, 김희정 1994.01.01~ 1994.12.31

1994-R-33 기본 서울시 산업의 구조조정 및 진흥대책 신창호 안재학, 송영필, 신기동, 양순정, 
김요은, 유영준

1994.01.01~ 1994.12.31

1994-ER-04 수탁 중소기업 보육센터 건립에 관한 연구 한영주 신창호, 김요은, 송영필 1994.03.30~ 1994.12.24

1994-ER-05 수탁 서울 산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 한영주 신창호, 신기동, 유영준, 김요은, 
송영필

1994.03.31~ 1995.02.28

1995-R-33 기본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이번송 최문경, 권주안, 조준모, 신경희 1995.03.01~ 1995.10.31

1995-R-34 기본 서울의 생산성지표에 관한 연구 (II) : 
영업용지규제의 영향분석

이번송 정의철, 김상열 1995.03.01~ 1995.10.31

1995-R-37 기본 서울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한영주 남기범, 윤정준, 신기동, 양동선 1995.01.01~ 1995.12.31

1995-R-38 기본 서울시 관광개발 기본계획 방향 연구 신창호 양순정, 송영필, 이영관, 서성일 1995.04.01~ 1995.12.31

1995-ER-06 수탁 도매시장 비전 2000 이혁주 김윤정, 이상수, 배재준 1995.05.02~ 1995.12.31

1996-R-28 기본 서울형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방안 신창호 정희윤, 양순정, 승현아, 유승훈 1996.01.01~ 1996.12.31

1996-R-29 기본 서울 사업서비스의 입지·개발 정책연구 한영주 김태환, 홍명표, 장희준, 한대권 1996.02.01~ 1996.12.31

1996-R-30 기본 서울시 산업경제 정보통신망 구축방안 신창호 서성일, 최웅림 1996.02.01~ 1996.12.31

1997-R-24 기본 서울시 산업지원기반 구축방안 신창호 양순정, 강창덕 1997.01.01~ 1997.12.31

1997-R-25 기본 서울시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 한영주 　 1997.01.01~ 1997.12.31

1997-R-31 기본 서울 관광마케팅 지원전략 연구 이종규 오숙희, 송우경 1997.01.01~ 1997.12.31

1997-PR-02 정책 IMF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 한영주 신창호, 이종규, 이세구 1997.12.01~ 1998.02.28

1997-AR-01 협약 서울 지역경제 발전전략 심포지엄 한영주 신창호, 강창덕, 양순정 1997.05.01~ 1997.07.31

1998-R-22 기본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장기적 운영방안 신창호 양순정 1998.01.01~ 1998.12.31

1998-R-23 기본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공간분포 변화 분석

한영주 윤인숙, 홍명표, 안경미 1998.01.01~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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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1-PR-22 정책 서울시 IT산업의 집적화 연구 신창호 정병순, 강창덕, 김륜희 2001.08.01~ 2001.10.31

2001-PR-30 정책 서울-인천 수도권 서부지역의 첨단혁신체제 구축 구상 
: 정보통신미디어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달곤 박정훈, 김준기, 진재완, 김경래, 
김이수

2001.12.12~ 2002.06.11

2001-ER-27 수탁 DMC 사업 실행전략 : 
Where Technology Meets Creativity

변창흠 장영희, 김도년, 이상경, 정재용, 
김유승, 손두호, 곽형훈, 정창무, 
주재욱, 김태한, 신중호, 김동완

2001.10.23~ 2002.05.31

2002-R-21 기본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신창호 정병순, 김광선, 유도영, 윤미은 2002.01.01~ 2002.12.31

2002-R-24 기본 관광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영성 김현아, 오혜원 2002.01.01~ 2002.12.31

2002-R-28 기본 서울시 문화관광상품 마케팅 방안 이종규 정우현, 이소영 2002.01.01~ 2002.12.31

2002-PR-17 정책 SOC 시설의 국제간 리스 활용방안 이종규 2002.09.16~ 2003.02.28

2002-ER-04 수탁 강서구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김현아 이세구, 김은정B, 이명호, 
김현아, 이휘정

2002.02.04~ 2002.08.03

2002-ER-13 수탁 서울 의류패션산업의 장·단기 발전전략 신창호 김현호, 김광선, 곽자영, 윤미은 2002.03.22~ 2002.11.30

2002-ER-16 수탁 DMC 국제심포지엄(가칭) 개최사업 기획연구 변창흠 김태한, 신우화, 정재용, 정창무, 
김동완

2002.04.04~ 2002.05.30

2002-ER-34 수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신창호 변창흠, 문경일, 김연희, 곽자영 2002.08.14~ 2003.01.13

2002-ER-35 수탁 2002 FIFA월드컵TM 서울시 백서 한영주 강재연, 이소영, 노영순, 임아영, 
유재현, 신지혜A, 이정훈, 조현정, 
박종일

2002.08.27~ 2003.06.26

2002-ER-38 수탁 Digital Media Street 기본계획 변창흠 장영희, 박현찬, 라도삼, 허소영, 
신중호, 김준형, 변창흠, 김동완, 
김태한

2002.09.27~ 2003.11.15

2002-ER-40 수탁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신창호 변창흠, 조승연, 최승철 2002.09.30~ 2003.01.29

2002-ER-45 수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추가) 신창호 곽자영, 김연희, 문경일 2002.12.26~ 2003.04.09

2003-R-18 기본 서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신창호 김광선, 이한일, 안창선 2003.01.01~ 2003.12.31

2003-R-23 기본 서울시 관광특구 마케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이종규 한영주, 이소영, 조현정 2003.04.01~ 2003.10.31

2003-PR-07 정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모형 구축 :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지해명 2003.05.20~ 2004.02.29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8-ER-05 수탁 서울형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 기능정립 및 
관리운영방안

신창호 박상철, 김통천, 유진탁 1998.04.22~1998.12.17

1998-ER-08 수탁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지구 정산방안 연구 박현 박경재, 안경미, 박상철 1998.05.29~ 1999.02.28

1999-R-21 기본 기업·대학·연구소간 하이테크 네트워크 구축방안 신창호 오은주, 김통천, 윤창수 1999.01.01~ 1999.12.31

1999-R-23 기본 중장기 서울경제모형 구축연구(I) : 
서울시 사회계정행렬 개발

한영주 이규성, 이호준, 진종헌, 이무용, 
손영국, 윤정노, 김의준

1999.01.01~ 1999.12.31

1999-PR-03 정책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서울 사업개발 : 
여의도 및 한강진 부지 개발을 중심으로

오병호 이종규, 정창무, 유상균, 오병호, 
구혜진, 구인효

1999.01.19~ 1999.12.31

1999-PR-24 정책 2002년 문화월드컵 준비 관련 예비연구 한영주 이승재 1999.12.10~ 2000.02.29

1999-AR-03 협약 21세기 서울산업비전 세미나 신창호 한영주, 진종헌 1999.06.24~ 1999.08.10

1999-ER-20 수탁 가로판매점 광고물 게시 허용 기간 산정연구 김지욱 김영래, 변선주 1999.12.28~ 2000.06.30

2000-R-18 기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 : 
영상·게임산업을 중심으로

신창호 윤혜진, 오은주, 김륜희 2000.01.01~ 2000.12.31

2000-R-19 기본 중장기 서울경제모형 구축연구(Ⅱ) : 
서울시 연산일반균형모형 개발

이세구 김동혁, 이명수 2000.01.01~ 2000.12.31

2000-PR-01 정책 월드컵 개최를 위한 서울시 종합대책 
(특별관리정책과제)

한영주 김도년, 신지혜A, 정인경, 이승재, 
이범현, 유재현, 양문석, 서수경, 
히로시토도로키, 오경수, 박효정, 
해람, 신성희, 안토닌라콤, 
윤영준, 이무용, 노영순, 심민정, 
김소형, 이영주, 김희경

2000.01.01~ 2001.02.28

2000-PR-23 정책 서울시 관광호텔 객실수요 예측 한영주 남기범, 장원호, 이승재, 신지혜　 2000.07.27~ 2000.10.26

2000-ER-38 수탁 2002년 월드컵 계기 서울 홍보전략에 관한 연구 한영주 이승재, 유재현 2000.11.15~ 2001.02.20

2001-R-20 기본 서울시 IT산업의 집적화 연구 신창호 정병순, 김륜희, 강창덕 2001.01.01~ 2001.12.31

2001-R-26 기본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이종규 이경영, 이소영 2001.01.01~ 2001.07.31

2001-PR-01 정책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함건식 　 2001.01.09~ 2002.01.31

2001-PR-05 정책 이태원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 한영주 이무용, 신성희, 유재현, 강예린 2001.03.01~ 2002.02.28

2001-PR-10 정책 서울시 문화벤처집적시설 조성방안 신창호 이길분 2001.03.20~ 2001.07.14

2001-PR-21 정책 판교신도시의 사업추진과정 분석연구 변창흠 김순관, 박세훈 2001.08.01~ 2001.10.31

034 035 산업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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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3-PR-09 정책 서울지역 부동산 경기전망 및 대책 오용협 　 2003.06.01~ 2003.10.31

2003-PR-11 정책 서울시 대졸 실업에 대한 개선방안 정병순 　 2003.06.19~ 2003.09.19

2003-PR-17 정책 서울경제 발전의 타 지역으로의 확산효과 분석 신창호 지해명, 윤형호 2003.10.13~ 2004.02.12

2003-PR-18 정책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경제의 역할 왕연균 　 2003.10.22~ 2004.01.21

2003-PR-20 정책 서울경제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서승환 　 2003.12.10~ 2004.03.09

2003-PR-24 정책 서울시 강남·북 경제격차의 현상분석 및 
정책대안 연구

이종훈 김상권, 김세종, 이영음 2003.12.29~ 2004.06.28

2003-AR-02 협약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 : 
21세기 서울지역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신창호 오용협, 김혜정 2003.06.12~ 2003.07.20

2003-ER-19 수탁 서울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2단계)

신창호 윤형호, 오용협, 김혜정, 송경순 2003.06.11~ 2003.12.10

2003-ER-24 수탁 MRIO 시산표 작성 지역간 교역계수 추정 연구 지해명 강현, 김준형 2003.08.21~ 2003.12.20

2003-ER-33 수탁 제1차 서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사업 신창호 정병순, 조정래, 이종용, 변창흠, 
김진수

2003.10.01~ 2004.07.31

2003-ER-35 수탁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시스템 타당성 분석 및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신창호 문경일, 한인영 2003.11.11~ 2004.02.29

2003-ER-37 수탁 서울경제 예측모형 구축연구(I) : 
서울시 계량 산업연관모형의 개발

신창호 윤형호, 지해명, 최태림 2003.11.27~ 2004.04.30

2003-ER-38 수탁 서울 지역혁신연구회 조직 및 운영사업 신창호 안창선, 김유승 2003.11.01~ 2004.07.31

2004-R-25 기본 서울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신창호 한인영, 김재경, 이한일 2004.01.01~ 2004.12.31

2004-R-28 기본 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업 
발전방안

정병순 김은경 2004.01.01~ 2004.10.31

2004-R-31 기본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시 중장기 고용훈련 대책

윤형호 권태희 2004.03.01~ 2004.12.31

2004-R-36 기본 서울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무용 이지은B 2004.01.01~ 2004.10.31

2004-PR-06 정책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이윤재 성대규, 한현옥, 황동원, 윤정 2004.04.12~ 2004.09.10

2004-PR-16 정책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노동시장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이종훈 　 2004.07.19~ 2004.10.18

2004-PR-17 정책 여의도 국제금융센타의 경제적 의의 및 파급효과 윤형호 　 2004.07.13~ 2004.10.12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4-ER-11 수탁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경제활성화 기여도 분석 신창호 윤형호, 지해명, 문경일, 한인영 2004.02.24~ 2004.07.08

2004-ER-22 수탁 서울경제 예측모형 구축연구(II) : 
서울시 계량 산업연관모형의 개발

신창호 윤형호, 최태림, 지해명 2004.04.22~ 2005.02.28

2004-ER-25 수탁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책수립 연구(조사) 용역

정병순 변미리, 유형근 2004.05.07~ 2004.10.06

2004-ER-28 수탁 도매시장 비전 2010 신창호 이우승, 김대건, 김상일, 정세은, 
문경일, 박영민, 한인영, 조명기, 
전찬곤

2004.05.14~ 2004.11.14

2004-ER-42 수탁 서울지역 과학기술 혁신 로드맵 수립 신창호 윤형호, 조달호, 정병순, 김순화, 
오은주

2004.06.15~ 2005.02.28

2004-ER-50 수탁 서울시 상암 중소기업 문화컨텐츠 
컴플렉스 조성방안 연구

윤형호 신창호, 문경일, 권우준 2004.10.13~ 2005.04.30

2004-ER-53 수탁 종로 귀금속 보석거리 활성화 방안 정병순 신창호, 박래현, 권영선 2004.12.16~ 2005.05.15

2005-R-27 기본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박희석 신창호, 김상일, 홍나미 2005.01.01~ 2005.12.31

2005-R-28 기본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박종구 이무용, 조현정 2005.01.01~ 2005.10.31

2005-R-29 기본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연구

윤형호 권태희 2005.01.01~ 2005.10.31

2005-R-30 기본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신창호 문경일, 이미경, 천종수 2005.01.01~ 2005.10.31

2005-R-31 기본 서울시 디지털컨텐츠 산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정병순 김광선, 박래현 2005.01.01~ 2005.10.31

2005-R-34 기본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방안 조달호 이준수 2005.03.01~ 2005.11.30

2005-PR-03 정책 행정개혁시대에 공기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갈등 해결과정에 도입된    
 경영책임논리를 중심으로

윤형호 김찬동 2005.02.01~ 2005.04.30

2005-PR-29 정책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서울시의 영향과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연구

나성린 김경환, 원윤희, 안종범 2005.10.01~ 2006.03.31

2005-PR-44 정책 지역혁신 결정요인과 경쟁력 강화 신율 　 2005.11.17~ 2006.03.16

2005-AR-02 협약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신창호 조달호, 조달호, 문경일, 한인영, 
김순화

2005.03.09~ 2006.03.31

2005-ER-19 수탁 서울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6~2010) 박종구 이종규, 이무용, 박미숙, 조현정 2005.05.26~ 2005.10.25

2005-ER-30 수탁 제3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신창호 이승지, 김진수 2005.08.01~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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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5-ER-35 수탁 제3기 서울지역혁신연구회 지원사업 정병순 박래현 2005.08.01~ 2006.07.31

2006-R-24 기본 동아시아 도시간 국제관광 경쟁력 비교 연구 금기용 장윤희 2006.01.01~ 2006.10.31

2006-R-25 기본 서울시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박희석 조달호, 홍나미, 장보혜 2006.01.01~ 2006.10.31

2006-R-26 기본 서울시 고령자 고용개발 체계에 관한 연구 윤형호 최태림, 임석 2006.01.01~ 2006.10.31

2006-R-27 기본 서울시 도심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정병순 박래현 2006.01.01~ 2006.10.31

2006-R-29 기본 서울의 산업입지 수요예측에 따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연구

신창호 정희윤, 이승지, 김철민 2006.01.01~ 2006.07.31

2006-PR-06 정책 VIS에 기반한 서울시의 기술금융과 
R&D 부문의 경쟁력 연구

최경규 변혜영 2006.02.13~ 2006.08.31

2006-AR-02 협약 서울 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 예측 신창호 정병순, 윤형호, 조달호, 박희석, 
최경규, 박지윤, 손은승, 강현주A

2006.02.01~ 2007.01.31

2006-ER-24 수탁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윤형호 최경규, 정우성, 장윤희 2006.06.29~ 2006.11.28

2006-ER-26 수탁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활성화 및 평가 방안 금기용 정근미, 손주연 2006.08.02~ 2007.01.31

2006-ER-51 수탁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효과 분석 신창호 한미량 2006.12.29~ 2007.02.28

2007-R-25 기본 서울시 의료관광의 국제마케팅 육성방안 윤형호 임석 2007.01.01~ 2007.10.31

2007-R-26 기본 서울시 국제 회의컨벤션 경쟁력 강화 방안 금기용 한진아 2007.01.01~ 2007.10.31

2007-R-27 기본 서울시 아파트가격의 버블 진단 및 정책방향 박희석 박지현 2007.01.01~ 2007.10.31

2007-R-28 기본 서울시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정병순 박래현 2007.01.01~ 2007.10.31

2007-R-29 기본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신창호 한미량 2007.01.01~ 2007.12.31

2007-PR-09 정책 서울시 창의산업 기초현황 및 실태조사 정병순 고성진 2007.04.01~ 2007.09.30

2007-PR-10 정책 서울시 R&D 육성 전략 연구 조달호 김세훈 2007.04.01~ 2007.12.31

2007-PR-44 정책 도심 영세사업자 업종 및 공간 분석 윤형호 이우승, 장윤희, 최진헌 2007.12.24~ 2008.03.31

2007-ER-02 수탁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신창호 윤형호, 백승만, 정근미, 장윤희, 
김세훈A

2007.02.06~ 2007.09.30

2007-ER-15 수탁 서울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

신창호 윤형호, 이란희, 김대건, 박지윤 2007.04.24~ 2007.11.21

2007-ER-17 수탁 한미 FTA가 서울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달호 박희석, 정의석 2007.04.16~ 2007.05.2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7-ER-20 수탁 지역혁신대회 개최사업 신창호 　 2007.04.01~ 2007.10.30

2007-ER-37 수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세부대책에 관한 연구

조달호 박희석, 배준식, 박종빈, 김세훈, 
김태경A

2007.08.24~ 2008.02.23

2007-ER-54 수탁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관광 및 경제적 파급효과 금기용 오정근, 아시아피앤디 2007.11.16~ 2008.02.16

2008-BR-02 기초 서울경제모형 구축 박희석 윤형호 2008.04.01~ 2008.10.31

2008-BR-04 기초 2009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 전망조사 보고서

박희석 변미리 2008.10.01~ 2009.09.30

2008-SR-08 전략 서울관광 글로벌 제휴마케팅 전략 홍석기 반정화, 금기용, 오서양, 이연주 2008.09.01~ 2008.12.31

2008-PR-23 정책 서울 관광물가의 국제적 진단 금기용 서위연 2008.05.01~ 2008.07.31

2008-PR-36 정책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전략 한영주 김강민 2008.07.22~ 2008.11.21

2008-PR-38 정책 서울 시티투어 제약요소 개선방안 금기용 장무경, 서위연 2008.08.01~ 2008.11.30

2008-PR-43 정책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봉 금기용, 김효정, 황원실 2008.08.25~ 2009.02.28

2008-PR-58 정책 서울시 관광정보 제공실태 조사 연구 장무경 반정화 2008.12.01~ 2009.02.28

2008-PR-59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방안 연구 이상돈 　 2008.12.18~ 2009.01.18

2008-AR-04 협약 제6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조달호 유정근, 최희진 2008.03.01~ 2008.12.31

2008-ER-16 수탁 2007년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연구 조달호 　 2008.04.22~ 2008.05.21

2008-ER-18 수탁 서울 BS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 윤형호 정병순, 박희석, 장윤희, 허태욱, 
이지영

2008.05.28~ 2009.02.16

2008-ER-19 수탁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기구 육성·관리방안 연구 정병순 김상일, 박희석, 서주옥, 조아라, 
박지현

2008.05.30~ 2009.02.20

2009-BR-04 기초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 금기용 서위연 2009.08.03~ 2009.12.02

2009-BR-05 기초 주요 시·도의 총요소생산성 추정과 
서울의 경쟁력 강화요인

박희석 이선미 2009.09.01~ 2009.12.31

2009-BR-08 기초 서울시 일자리정책 효율화를 위한 기초 노동통계 분석 윤형호 박지현, 이주현 2009.11.30~ 2010.04.30

2009-SR-01 전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 정책 윤형호 홍석기, 정병순, 백선혜, 장윤희, 
노민상, 김도환

2009.01.19~ 2009.04.19

2009-SR-03 전략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집적지역 조성 전략 조달호 손기민, 김상일, 배준식 2009.02.09~ 2009.06.08

2009-SR-07 전략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R&BD 역량 강화방안 김범식 정병순, 김묵한, 장윤희, 최희진 2009.11.01~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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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PR-03 정책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박희석 배준식, 이선미 2009.01.20~ 2009.04.19

2009-PR-04 정책 서울시 국제관광 진흥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금기용 서위연 2009.01.22~ 2009.06.21

2009-PR-17 정책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 분석과 지원정책 방안 윤형호 문혜선 2009.03.10~ 2009.07.10

2009-PR-28 정책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반정화 민현석, 노민택 2009.05.25~ 2009.10.24

2009-PR-39 정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광역경제권
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

한영주 　 2009.07.20~ 2009.12.20

2009-AR-01 협약 서울 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 예측(2009) 조달호 이세구, 김선자, 박희석, 홍석기, 
반정화, 이춘화, 한진아

2009.01.01~ 2009.12.31

2009-ER-06 수탁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수립 정병순 라도삼, 백선혜, 서주옥, 정지연, 
김묵한

2009.01.29~ 2009.08.29

2009-ER-32 수탁 여의도 금융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윤형호 홍석기, 조승희, 박지현, 노수동 2009.06.23~ 2010.02.01

2009-ER-48 수탁 서남권 R＆D 기능확충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조달호 홍석기, 정규진, 김효정, 노수동 2009.12.17~ 2010.06.16

2009-ER-49 수탁 준공업지역 개발에 따른 산업보호 및 육성방안 박희석 김묵한, 황민영, 양승희 2009.12.21~ 2010.07.21

2009-ER-53 수탁 서울산업 발전방안 연구 정병순 김범식, 김묵한, 김소은, 황원실, 
정지연

2009.12.29~ 2010.07.30

2010-BR-10 기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 박희석 오동훈 2010.10.01~ 2011.09.30

2010-BR-11 기초 서울시 주요 산업별 창업 패턴 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 김묵한 박희석, 김범식, 장윤희 2010.10.25~ 2011.04.25

2010-BR-13 기초 서울시 가계의 소득 및 소비 특성 분석 김범식 조달호, 황민영 2010.12.28~ 2011.06.30

2010-PR-30 정책 서울시 GT 기반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김묵한 정병순, 장윤희 2010.05.28~ 2010.10.27

2010-PR-37 정책 서울시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김범식 박희석, 황민영 2010.07.01~ 2010.12.31

2010-PR-40 정책 서울시 자영업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박희석 김범식, 김묵한, 양승희 2010.07.22~ 2010.12.22

2010-PR-41 정책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 이세구, 박창윤 2010.07.22~ 2010.12.22

2010-PR-52 정책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윤형호 송용택 2010.09.27~ 2011.03.26

2010-PR-69 정책 서울시 복합개발사업 재원조달의 합리적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 이세구, 박창윤 2010.12.23~ 2011.06.22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0-ER-17 수탁 종로청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금기용 고재웅, 박정아, 정진우 2010.03.25~ 2010.11.23

2010-ER-25 수탁 2012-2016 서울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 홍석기 반정화, 강미선, 이주현, 김철민, 
김정은

2010.05.18~ 2011.02.18

2010-ER-36 수탁 서울 서남권역 및 상암 DMC 발전 전략 조달호 김진, 유성희 2010.08.05~ 2010.11.04

2011-BR-02 기초 김포공항 기반 저가항공노선 수급 전망 금기용 조윤정 2011.01.24~ 2011.06.23

2011-BR-12 기초 수도권 가구의 부채현황과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병인 　 2011.12.16~ 2012.04.16

2011-PR-08 정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서울시의 활용방안 연구 최봉 변미리, 김형아 2011.01.17~ 2011.07.15

2011-PR-10 정책 서울시 산업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반정화 이정현, 강미선 2011.01.24~ 2011.07.23

2011-PR-26 정책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 : 
영상, 게임, 모바일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병순 황현정 2011.04.11~ 2011.10.10

2011-PR-27 정책 서울시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김묵한 김민경, 장윤희 2011.04.18~ 2011.10.17

2011-PR-30 정책 서울시 u-Healthcare 산업 육성 전략 조달호 김범식, 유호선 2011.04.18~ 2011.10.17

2011-PR-61 정책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최봉 조달호, 이지영 2011.09.14~ 2012.03.16

2011-OR-01 현안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티갤러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

김진 홍석기, 이창민 2011.06.09~ 2011.09.08

2011-OR-02 현안 동대문 의류·패션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조달호 홍석기, 최봉, 황민영 2011.07.04~ 2011.09.03

2011-AR-01 협약 서울 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 예측(2011) 박희석 정병순, 윤형호, 조달호, 최봉, 
김범식, 김묵한, 정규진, 한진아, 
양승희

2011.01.01~ 2011.12.31

2011-AR-03 협약 서울경제 비전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김묵한 정병순, 박희석, 김범식, 황현정, 
문혜선, 장윤희, 김미현, 황민영

2011.09.08~ 2012.09.07

2011-ER-09 수탁 남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체 삭도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

금기용 배준식, 김민지, 남형주, 김용국, 
조정현

2011.04.11~ 2011.12.31

2011-ER-21 수탁 DMC 영상문화 허브단지 조성 방안 윤형호 반정화, 김범식, 김묵한, 이정현, 
인규리, 강미선

2011.05.13~ 2011.12.10

2011-ER-30 수탁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김진 배준식, 이창민, 박창윤 2011.07.13~ 2011.12.12

2011-ER-32 수탁 수도권 관광활성화 및 광역협력사업 추진전략 연구 반정화 강미선, 이정현 2011.08.11~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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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ER-36 수탁 북창동, 무교·다동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홍석기 이광훈, 윤형호, 인규리, 노수동, 
김준호A, 김재호, 이샛별, 유지은

2011.11.17~ 2012.07.16

2012-BR-04 기초 2012년 서울연구원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조사 박희석 김범식, 김묵한, 곽지원 2012.01.16~ 2012.12.31

2012-BR-05 기초 서울시 사업진흥지구(BID)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윤형호 인규리 2012.02.01~ 2012.07.31

2012-BR-15 기초 서울시 우리 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 금기용 반정화, 김묵한, 이동은, 박윤정 2012.10.01~ 2013.03.31

2012-PR-09 정책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조달호 최봉, 김범식, 이정용 2012.01.01~ 2012.06.30

2012-PR-11 정책 관광숙박업 체계 개편을 통한 
중저가 숙박시설 공급확대 방안

금기용 이민혜 2012.01.01~ 2012.06.30

2012-PR-22 정책 지역사회주도형 일자리 활성화 전략 정병순 황원실 2012.02.01~ 2012.07.31

2012-PR-26 정책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반정화 강미선 2012.02.16~ 2012.08.15

2012-PR-31 정책 서울시 중소 모바일콘텐츠 기업 육성전략 최봉 조달호, 이지영 2012.03.16~ 2012.09.15

2012-PR-65 정책 중국관광객의 지속가능한 유치 전략 방안 반정화 강미선 2012.08.16~ 2013.02.15

2012-PR-68 정책 서울시 영세소매업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김범식 최봉, 황민영 2012.09.08~ 2013.03.07

2012-PR-76 정책 서울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김묵한 김범식, 임현규, 장윤희 2012.12.01~ 2013.06.30

2012-OR-01 현안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달호 이정용, 최자윤 2012.02.16~ 2012.04.15

2012-OR-16 현안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대한 영향 분석

김범식 조달호, 박윤정 2012.07.09~ 2012.10.08

2012-OR-21 현안 서울시 상품거래소 설립 타당성 검토 김묵한 　 2012.10.15~ 2012.12.14

2012-AR-01 협약 서울 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 예측(2012) 박희석 신창호, 윤형호, 김범식, 김묵한, 
양승희, 한진아

2012.01.01~ 2012.12.31

2012-ER-03 수탁 서울시 고용촉진지구제 도입 및 서울시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김묵한 이주일, 정병순, 박고운, 임현규 2012.01.27~ 2012.08.24

2012-ER-26 수탁 DDP 개관에 따른 동대문권역 활성화 종합대책 금기용 임희지, 최봉, 이양숙 2012.04.12~ 2012.09.15

2012-ER-46 수탁 성북역 종합창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최봉 김인희, 이지영, 정현철, 이정용 2012.06.12~ 2012.12.31

2012-ER-50 수탁 디지털 미디어 시티 10년사 및 발전방향 윤형호 김재호, 이민혜, 인규리 2012.07.09~ 2013.02.15

2012-ER-51 수탁 2012년 하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체감경기지표(BSI)

박희석 장선화, 이소은, 김준 2012.07.13~ 2012.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2-ER-65 수탁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성과 및 
서울경제 기여도 분석

박희석 이소은, 장선화 2012.08.29~ 2012.12.31

2012-ER-70 수탁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조달호 박중현, 이정용 2012.09.27~ 2013.02.23

2013-BR-02 기초 2013년 서울연구원 소비자체감경기전망 박희석 곽지원 2013.01.16~ 2013.12.31

2013-BR-05 기초 통계로 본 서울경제 : 서울통계연구 2 박희석 김범식, 김묵한, 지명인, 황민영 2013.05.16~ 2013.10.15

2013-BR-08 기초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김진 윤형호, 김재호 2013.07.01~ 2013.08.31

2013-PR-01 정책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윤형호 인규리 2013.01.01~ 2013.06.30

2013-PR-09 정책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최봉 김범식, 정현철 2013.03.01~ 2013.07.31

2013-PR-10 정책 서울관광 질적 내실화 방안 금기용 박윤정 2013.03.01~ 2013.09.13

2013-PR-43 정책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김범식 최봉, 황민영 2013.08.01~ 2013.12.31

2013-OR-07 현안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김범식 윤형호, 김묵한, 황민영 2013.02.25~ 2013.05.24

2013-OR-27 현안 서울시 면세점 수급실태와 확대 방안 반정화 　 2013.06.10~ 2013.10.09

2013-OR-54 현안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

최봉 정현철 2013.11.01~ 2014.02.28

2013-OR-62 현안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공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봉 정현철 2013.12.23~ 2014.02.28

2013-ER-01 수탁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정책대응 방안 
수립 연구

김진 박창윤, 이정용, 김재호 2013.01.02~ 2013.05.01

2013-ER-02 수탁 2013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주요핵심산업모니터링

박희석 김묵한, 장윤선, 곽지원, 이소은, 
장윤선

2013.01.04~ 2013.12.31

2013-ER-12 수탁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김묵한 박희석 2013.03.05~ 2013.12.30

2013-ER-19 수탁 2013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박희석 지명인, 곽지원 2013.03.11~ 2013.12.31

2013-ER-45 수탁 서울시 패션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윤형호 금기용, 김동준, 김형민, 김수연A, 
인규리

2013.07.12~ 2014.02.28

2013-ER-55 수탁 DDP 개관 전 주변상권 조사 연구용역 윤형호 김진 2013.08.23~ 2013.12.31

2013-ER-59 수탁 2013년 서울 소상공인 업종분석을 위한 조사 연구 금기용 박희석 2013.09.27~ 2014.01.26

2013-ER-60 수탁 견지동 역사문화관광 자원 조성 기본계획 반정화 민현석, 강미선, 이희근, 임현규, 
장윤희

2013.10.2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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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ER-67 수탁 창조산업과 서울경제 : 
서울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박희석 지명인, 곽지원, 이정현 2013.12.26~ 2014.12.31

2014-BR-02 기초 2014년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조사 박희석 곽지원 2014.01.16~ 2014.12.31

2014-BR-16 기초 서울시 창조계층 특성과 정책방향 김범식 김묵한, 장윤희 2014.11.01~ 2015.06.30

2014-BR-21 기초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박희석 신지현, 허지선 2014.12.15~ 2015.06.30

2014-PR-06 정책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김범식 김묵한, 황민영 2014.02.01~ 2014.07.31

2014-PR-10 정책 서울시 스토리텔링 관광지원 마케팅 전략 연구 금기용 박윤정 2014.03.10~ 2014.07.09

2014-PR-18 정책 서울경제의 권역별거점화 전략에 따른 
경제특구제 도입방안 연구

정병순 홍권표, 이홍택 2014.06.01~ 2014.12.31

2014-PR-28 정책 서울시의 IT서비스 기업 입지 변동요인 김묵한 김범식, 황민영 2014.09.16~ 2015.03.15

2014-PR-38 정책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밀집지역 현황과 전망 최봉 김묵한, 김재호 2014.11.03~ 2015.05.31

2014-PR-44 정책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특성과 정책방향 조달호 최봉, 정현철 2014.12.15~ 2015.06.14

2014-PR-48 정책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숙박공유 중심

반정화 박윤정 2014.12.22~ 2015.07.21

2014-OR-34 현안 지방자치시대 시민 사랑방 시민청 운영 효율화 방안 반정화 라도삼, 민현석, 박윤정 2014.09.16~ 2014.12.31

2014-OR-40 현안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숙박시설 수급 불균형 실태 금기용 박윤정 2014.10.01~ 2014.12.31

2014-OR-50 현안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해야

최봉 　 2014.12.15~ 2015.02.14

2014-ER-01 수탁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핵심산업모니터링 박희석 김묵한, 장윤선, 정의영, 곽지원, 
신지현, 이소은

2014.01.06~ 2015.02.28

2014-ER-02 수탁 2014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연구 박희석 곽지원, 장윤선, 정의영 2014.01.29~ 2015.01.28

2014-ER-09 수탁 동북권 균형발전 관련 홍릉단지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용역

김묵한 양재섭, 김범식, 윤민석, 장재웅, 
강미선, 하희정

2014.03.10~ 2015.02.25

2014-ER-13 수탁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부지 활용방안 연구 김묵한 맹다미, 백세나, 현수현 2014.03.12~ 2015.02.28

2014-ER-19 수탁 백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수립 연구용역 최봉 박현찬, 반정화, 임현규, 장윤희, 
김진아

2014.03.25~ 2014.11.30

2014-ER-35 수탁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연구 조달호 배준식, 김범식, 장재웅 2014.05.20~ 2014.11.19

2014-ER-59 수탁 G밸리 비상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산업현황 조사 용역

김묵한 민승현, 이슬이, 하희정, 임현규 2014.09.15~ 2015.02.2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4-ER-71 수탁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현황조사 및 분석 금기용 김혜령B 2014.11.05~ 2015.02.28

2014-ER-76 수탁 서울 창조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

최봉 박희석, 백선혜, 반정화, 김범식, 
김묵한, 김은하, 강미선, 
박은경B, 김재호

2014.12.17~ 2015.06.30

2015-BR-04 기초 2015년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곽지원 2015.01.16~ 2015.12.31

2015-BR-11 기초 서울시 기초관광환경 실태 모니터링 금기용 민현석, 반정화, 백선혜, 안기정, 
소슬기

2015.04.15~ 2015.10.31

2015-BR-19 기초 서울시 쇼핑관광의 실태와 정책시사점 반정화 김수진 2015.06.15~ 2016.04.30

2015-BR-21 기초 서울시 외식산업의 실태분석과 시사점 박희석 이혜림, 정태언, 소슬기 2015.09.14~ 2016.02.29

2015-PR-16 정책 해외 주요 방한 관광시장별 변화 특성과 전망 금기용 소슬기 2015.01.26~ 2015.08.31

2015-PR-28 정책 서울시 R&D 육성 전략과 특성화 방안 김묵한 황민영 2015.06.01~ 2015.11.30

2015-PR-33 정책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정책의 효과 분석 김범식 배준식, 장윤희 2015.07.13~ 2015.12.28

2015-PR-34 정책 서울시 디지털산업 육성방안 최봉 김범식, 조권중, 김묵한, 이준영A 2015.07.09~ 2016.04.30

2015-PR-35 정책 서울시 생활산업 육성방안 윤형호 이지연, 허지선 2015.07.06~ 2015.12.31

2015-PR-38 정책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방안 최봉 정현철 2015.08.01~ 2015.12.31

2015-PR-43 정책 서울시 영상미디어산업의 창조인재 육성 전략 오은주 김범식, 유승남, 허지선 2015.09.22~ 2016.02.21

2015-PR-44 정책 서울시의 불법사금융 피해실태와 개선방안 윤형호 이지연 2015.10.12~ 2016.03.12

2015-PR-45 정책 서울시 주요 제조업의 공정특성별 공간 분포 김묵한 정현철, 황민영 2015.10.19~ 2016.04.17

2015-OR-09 현안 서울시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10% 이내가 적절 김묵한 　 2015.04.01~ 2015.06.30

2015-OR-16 현안 서울시 신규 공무원 연수원 건립 필요성 검토 연구 금기용 　 2015.05.11~ 2015.08.10

2015-OR-21 현안 서울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방향 반정화 김수진 2015.07.13~ 2015.11.30

2015-OR-22 현안 연말 민생경제 체감경기와 2016년 서울 경제 최봉 윤형호, 조달호, 박희석, 금기용, 
반정화, 김범식, 김묵한, 오은주

2015.09.07~ 2015.12.31

2015-UR-16 수시 최저임금 변동이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희석 　 2015.03.20~ 2015.05.20

2015-UR-17 수시 아시아 부자 서울 유치방안 마련 반정화 　 2015.03.16~ 2015.03.31

2015-UR-23 수시 런던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최봉 　 2015.05.11~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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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CR-13 협력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정책제언 조달호 장종익, 김태환, 박종현, 유정식, 
홍훈, 김석희, 정화령

2015.05.01~ 2016.06.30

2015-ER-03 수탁 2015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조사연구

박희석 곽지원, 정태언 2015.02.05~ 2016.02.04

2015-ER-07 수탁 서울 동대문 패션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 사업계획, 편익산정, 경제성 분석

금기용 박연주, 김효영, 양혜진 2015.03.10~ 2015.06.09

2015-ER-18 수탁 2015년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조달호 정의영, 장윤선, 최윤진 2015.03.27~ 2015.12.31

2015-ER-22 수탁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방안 연구 윤형호 금기용, 임지연 2015.03.31~ 2015.08.30

2015-ER-23 수탁 신촌·홍대·합정 일대 산업현황 실태조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김범식 김묵한, 김재호, 하희정 2015.04.01~ 2015.12.28

2015-ER-49 수탁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김묵한 강미선 2015.06.08~ 2015.12.30

2015-ER-52 수탁 2017-2021 제6차 서울시 관광개발계획 금기용 반정화, 이수현, 현지아, 김보연, 
강신영, 이준영A, 강미선

2015.06.23~ 2016.09.30

2015-ER-53 수탁 서울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을 위한 연구

금기용 유승남 2015.06.23~ 2016.02.26

2016-BR-09 기초 2016년 민생경제 현장점검 및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조사

최봉 윤형호, 조달호, 반정화, 김범식, 
김묵한, 오은주

2016.01.11~ 2016.12.31

2016-BR-29 기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창출효과 조달호 유인혜 2016.10.04~ 2017.06.03

2016-BR-31 기초 서울시 거리의 산업경제적 특성 분석 김묵한 반정화, 맹다미, 이창 2016.10.17~ 2017.06.11

2016-PR-04 정책 제조업 다시보기 : 
‘매뉴팩처 서울’ 도약 전략

오은주 김범식, 김묵한, 반정화, 윤형호, 
정병순, 조달호, 최봉, 유승남, 
해외통신원(김민희, 문혜정, 
이승민, 정기성)

2016.01.01~ 2016.12.31

2016-PR-18 정책 서울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효율적인 운영 방안

조달호 유인혜 2016.02.15~ 2016.08.14

2016-PR-30 정책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최봉 주진우, 황덕순, 이병희, 이주환, 
정경은, 우상범

2016.03.14~ 2016.12.31

2016-PR-40 정책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최봉 정현철 2016.06.01~ 2016.11.30

2016-PR-41 정책 서울시 관광안내센터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반정화 김수진B 2016.05.30~ 2016.11.29

2016-PR-49 정책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관리방안 윤형호 이지연 2016.08.08~ 2017.01.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6-PR-56 정책 Rewriting the Rules of the Korean Economy 박원순, 
전병유

박은철, 조권중, 최봉, 김범식, 
김승연

2016.10.24~ 2017.10.31

2016-OR-05 현안 홍릉 바이오의료 특정개발진흥지구 
적정범역 검토 연구

김묵한 장남종 2016.02.01~ 2016.03.31

2016-OR-07 현안 서울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방안 윤형호 이지연 2016.02.22~ 2016.05.23

2016-OR-11 현안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전략 윤형호 이지연 2016.05.23~ 2016.08.22

2016-OR-19 현안 공유서울은 도시사회 문제 해결 수단 
- 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반정화 　 2016.09.05~ 2016.12.04

2016-UR-23 수시 서울시 쇼핑관광의 실태와 정책시사점 반정화 　 2016.05.12~ 2016.07.11

2016-UR-47 수시 규제프리존 제도의 도입 과정과 서울시의 역할 김묵한 　 2016.09.12~ 2016.11.11

2016-CR-04 협력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연구 정병순 　 2016.03.01~ 2016.10.20

2016-ER-04 수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혁신지수 모니터링 조달호 최봉, 하희정, 장윤선, 이준영A, 
최윤진

2016.01.27~ 2016.12.31

2016-ER-12 수탁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조사 연구

최봉 조달호, 곽지원, 이준영A 2016.03.09~ 2017.03.09

2016-ER-17 수탁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수립 김묵한 민승현, 이슬이, 강미선, 송승민 2016.03.21~ 2016.12.20

2016-ER-24 수탁 공공부문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간접고용분야 임금 
실태조사

최봉 배준식, 장재웅 2016.04.14~ 2016.10.13

2016-ER-27 수탁 서울시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김범식 백선혜, 반정화, 김묵한, 박휘원, 
하희정, 최아름

2016.04.20~ 2017.01.14

2016-ER-34 수탁 산업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연구

오은주 정병순, 김다현 2016.05.12~ 2016.12.17

2016-ER-51 수탁 에어비앤비 사례조사를 통한 대체숙박업 활성화 방안 반정화 강미선, 김보연 2016.09.29~ 2016.12.31

2016-ER-59 수탁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연구 김묵한 조달호, 최봉, 김범식, 최윤진, 
강미선

2016.12.23~ 2017.03.22

2017-BR-01 기초 2017년 1/4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김범식 반정화 2017.01.01~ 2017.12.31

2017-PR-01 정책 새로운 도심형 경제개발모형 혁신지구의 
정책적 시사점 : 미국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묵한 　 2017.01.01~ 2017.06.30

2017-PR-06 정책 서울시 혁신형 중소기업 특성과 활성화 방안 오은주 오승훈, 유승남 2017.01.01~ 2017.08.31

046 047 산업ㆍ경제
제1부 
연구과제

https://www.si.re.kr/node/56901
https://www.si.re.kr/node/55181
https://www.si.re.kr/node/55181
https://www.si.re.kr/node/58008
https://www.si.re.kr/node/58606
https://www.si.re.kr/node/58606
https://www.si.re.kr/node/57368
https://www.si.re.kr/node/57192
https://www.si.re.kr/node/57357
https://www.si.re.kr/node/57488
https://www.si.re.kr/node/56966
https://www.si.re.kr/node/56961
https://www.si.re.kr/node/57521
https://www.si.re.kr/node/57521
https://www.si.re.kr/node/57246
https://www.si.re.kr/node/58594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7-PR-17 정책 서울의 미래 먹거리, MICE 산업 육성 전략 연구 반정화 조달호, 김범식, 김묵한, 오은주 2017.01.01~ 2017.12.31

2017-PR-19 정책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 박희석 정현철 2017.02.01~ 2017.08.31

2017-PR-30 정책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 주재욱 이지연 2017.04.24~ 2017.12.23

2017-PR-42 정책 서울시 사물인터넷 산업잠재력과 육성방안 조달호 주재욱, 유인혜 2017.07.20~ 2018.03.19

2017-PR-46 정책 서울시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공생 관계에 관한 연구 김묵한 　 2017.09.01~ 2018.02.28

2017-OR-22 현안 장애인 관광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정보네트워크 구축 필요

반정화 　 2017.09.18~ 2017.12.31

2017-OR-24 현안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칠 영향 고려해 
직업군 특성별 인력개발정책 시행해야

오은주 　 2017.11.01~ 2018.02.28

2017-UR-19 수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획연구 김범식 양재섭, 이혜숙, 남원석 2017.05.15~ 2017.09.30

2017-UR-20 수시 신성장 동력 발전을 위한 기획연구 김묵한 박현찬, 김상일, 반정화, 주재욱 2017.05.15~ 2017.09.30

2017-UR-39 수시 미래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김묵한 조달호, 박희석, 반정화, 김범식, 
오은주, 주재욱

2017.08.28~ 2017.11.26

2017-CR-01 협력 서울의 공간경제학 : 
산업과 공간으로 본 서울의 경제

김범식 반정화, 김묵한 2017.02.09~ 2017.12.31

2017-ER-07 수탁 서울 혁신지수 조달호 김보연, 이준영A, 윤종진 2017.02.22~ 2017.12.31

2017-ER-12 수탁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연구 김묵한 조달호, 최봉, 김범식, 강미선 2017.03.22~ 2017.06.22

2017-ER-20 수탁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조달호 이인재, 장종익, 김성윤, 박종현 2017.04.24~ 2017.08.31

2017-ER-21 수탁 강동 일반 산업단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 오은주 정상혁, 김영롱, 기상연 2017.04.25~ 2017.12.24

2017-ER-27 수탁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박희석 곽지원 2017.05.31~ 2017.11.28

2017-ER-47 수탁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 전략 수립 최봉 배준식, 반정화, 민승현, 양지혜, 
김보연, 황민영, 이준영A, 윤종진

2017.12.27~ 2018.12.05

2018-BR-01 기초 2018년 1/4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김범식 장윤희, 김수진 2018.01.01~ 2018.12.31

2018-BR-20 기초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범식 장윤희 2018.05.01~ 2019.02.28

2018-BR-22 기초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조달호 주재욱, 유인혜 2018.06.01~ 2019.01.31

2018-BR-28 기초 2019년 1/4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최봉 반정화, 장윤희, 김수진B 2018.12.20~ 2019.12.31

2018-PR-07 정책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박희석 정현철 2018.01.01~ 2018.08.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8-PR-09 정책 디지털 시대의 서울 경제 : 
서울,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다

주재욱 김범식, 박희석, 조달호, 최봉, 
김묵한, 오은주, 김수진B, 
오승훈, 유인혜, 윤종진

2018.01.01~ 2018.12.31

2018-PR-23 정책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방향 오은주 오승훈, 정우수 2018.03.01~ 2018.10.31

2018-PR-25 정책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와 정책방향 주재욱 조달호, 윤종진 2018.03.12~ 2018.11.11

2018-PR-44 정책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방안 최봉 윤종진 2018.05.24~ 2018.12.31

2018-PR-58 정책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과 서울시의 
산업·경제적 대응방안

김묵한 김수진B 2018.08.13~ 2019.02.28

2018-PR-63 정책 서울시 바이오의료기업의 특성과 활성화 방향 오은주 오승훈, 유재성 2018.11.01~ 2019.07.31

2018-PR-64 정책 서울시 청년층 이직·재취업 특성과 
청년실업의 정책 시사점

김진하 황민영 2018.11.05~ 2019.05.03

2018-OR-05 현안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 - 
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박희석 정현철 2018.03.12~ 2018.07.12

2018-OR-17 현안 서울시, 생활임금제 표준안 마련 주도하고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내실화 추구 필요

최봉 정현철 2018.07.05~ 2018.10.31

2018-OR-20 현안 서울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사전 연구 김묵한 맹다미, 민승현, 김수진B, 
김동성, 문인철

2018.09.03~ 2018.12.31

2018-OR-35 현안 서울경제 미래 활로 관련 경제정책 대안 탐색 연구 김묵한 라도삼, 김수진B, 장동열 2018.12.20~ 2019.04.30

2018-CR-12 협력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현황분석 및 
혁신지구 전략 도입방안

김묵한 정현철 2018.10.01~ 2019.05.31

2018-CR-19 협력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digital literacy) 
실태분석과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 개발

주재욱 윤종진, 이준영A 2018.11.01~ 2019.04.30

2018-ER-06 수탁 2018 서울 혁신지수 조달호 윤종진, 김보연, 황민영 2018.02.05~ 2018.12.31

2018-ER-34 수탁 공공산업지원시설 운영 및 기업지원 방안 연구 김묵한 김상일, 강미선 2018.07.06~ 2019.02.28

2018-ER-36 수탁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재단의 
발전적 역할방안 연구

박희석 황민섭, 이선화A 2018.07.11~ 2019.01.10

2018-ER-44 수탁 마곡산업단지 백서 김묵한 김상일, 정다래 2018.09.05~ 2019.05.31

2019-BR-16 기초 주요 세계 도시와 서울시 간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연구

김묵한 황민영 2019.05.01~ 2019.12.31

048 049 산업ㆍ경제
제1부 
연구과제

https://www.si.re.kr/node/58713
https://www.si.re.kr/node/59341
https://www.si.re.kr/node/59683
https://www.si.re.kr/node/58942
https://www.si.re.kr/node/58942
https://www.si.re.kr/node/59386
https://www.si.re.kr/node/59386
https://www.si.re.kr/node/59450
https://www.si.re.kr/node/62141
https://www.si.re.kr/node/61814
https://www.si.re.kr/node/60824
https://www.si.re.kr/node/61437
https://www.si.re.kr/node/62390
https://www.si.re.kr/node/62140
https://www.si.re.kr/node/63010
https://www.si.re.kr/node/62468
https://www.si.re.kr/node/62468
https://www.si.re.kr/node/60122
https://www.si.re.kr/node/60122
https://www.si.re.kr/node/60849
https://www.si.re.kr/node/60849
https://www.si.re.kr/node/64335
https://www.si.re.kr/node/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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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BR-30 기초 2020년 상반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최봉 조달호, 박희석, 반정화, 김범식, 
김묵한, 유인혜, 정현철, 장윤희, 
김수진B, 오은주, 주재욱, 
윤종진, 오승훈, 김진하, 황민영

2019.12.23~ 2020.12.31

2019-PR-13 정책 경제활성화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 방향 오은주 안현찬, 오승훈, 최명식, 박하연 2019.01.01~ 2019.08.31

2019-PR-14 정책 수도권 디지털경제 현황과 
서울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방향

주재욱 윤종진 2019.01.01~ 2019.08.31

2019-PR-19 정책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서울 경제의 대응 전략 김묵한 박희석, 반정화, 최봉, 유인혜, 
오은주, 김승연, 주재욱, 김고운, 
김진하

2019.01.01~ 2019.12.31

2019-PR-25 정책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조달호 유인혜, 강명구, 강병기, 김병건, 
김종현

2019.03.25~ 2019.12.24

2019-PR-28 정책 서울시 산업인터넷 육성방안 최봉 장윤희 2019.04.11~ 2019.12.11

2019-PR-37 정책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오은주 양재섭, 허등용, 윤종진 2019.06.01~ 2020.01.31

2019-PR-38 정책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김진하 황민영 2019.06.28~ 2020.02.28

2019-OR-07 현안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 현황 진단과 가맹점 실태분석 박희석 정현철 2019.04.01~ 2019.07.31

2019-OR-08 현안 시티투어버스 서비스 평가 지표 개발 반정화 안기정, 김수진B 2019.04.15~ 2019.08.15

2019-OR-10 현안 고연령·고학력 부문 성별임금격차 개선하고 
여성 내 임금불평등, 저임금 비중 완화 필요

김진하 황민영 2019.04.29~ 2019.08.28

2019-OR-22 현안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명확히 하고 市·자치구 
생활임금제 통합안 마련 필요

최봉 정현철 2019.07.04~ 2019.11.04

2019-OR-30 현안 서울시 메이커 스페이스의 산업적 활용 방안 김묵한 최봉, 오승훈 2019.10.14~ 2020.02.16

2019-OR-31 현안 스마트시티와 서울의 산업 주재욱 윤종진 2019.10.10~ 2020.02.09

2019-UR-10 수시 무선통신 신기술의 공공부문 활용방안 연구 주재욱 윤종진 2019.02.26~ 2019.04.25

2019-UR-31 수시 서울시 관악 일대 혁신창업 클러스터 
역량 사전 검토

김묵한 유인혜 2019.06.19~ 2019.07.18

2019-UR-56 수시 서울시 남북관광 교류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반정화 김수진B 2019.11.05~ 2019.12.31

2019-CR-02 협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영향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희석 정현철 2019.02.11~ 2019.12.31

2019-CR-06 협력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개선방안 연구 주재욱 윤종진 2019.03.12~ 2019.10.1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9-CR-10 협력 서울시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김진하 　 2019.04.29~ 2019.12.28

2019-CR-24 협력 서울시 ‘아시아·중동’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반정화 김수진B 2019.08.01~ 2019.11.30

2019-ER-27 수탁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김묵한 최봉, 정다래 2019.04.23~ 2019.12.23

2019-ER-31 수탁 2019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조달호 최봉, 강미선, 변재욱 2019.05.09~ 2019.12.31

2019-ER-53 수탁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오은주 최봉, 윤종진, 송태수, 김민영 2019.08.21~ 2020.12.31

2019-ER-55 수탁 2030 한강 여가문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여가문화를 중심으로

반정화 이혜숙, 최봉, 이선영 2019.08.22~ 2020.09.30

2020-BR-03 기초 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 김범식 장윤희 2020.03.09~ 2020.12.08

2020-BR-04 기초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 김진하 황민영 2020.03.23~ 2020.12.23

2020-BR-15 기초 특허로 본 서울 서비스산업의 
기술 구조와 혁신 네트워크

오은주 윤종진 2020.06.15~ 2021.03.14

2020-PR-14 정책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실현 위한 
실증지원사업 발전 방안

최봉 정현철 2020.03.01~ 2020.10.31

2020-PR-15 정책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방안 주재욱 윤종진 2020.03.01~ 2020.10.31

2020-PR-40 정책 디지털경제시대 서울 웹툰산업 성장과 정책과제 오은주 김수진B, 송태수 2020.12.01~ 2021.05.31

2020-PR-44 정책 메가이벤트를 통한 서울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반정화 김수진B 2020.12.29~ 2021.06.30

2020-PR-45 정책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보복소비 오은주 정병순, 김인희, 조달호, 박희석, 
반정화, 김묵한, 유인혜, 정현철, 
장윤희, 김수진B, 주재욱, 
윤종진, 김진하, 황민영, 우영진

2020.12.29~ 2021.12.31

2020-OR-07 현안 서울창업카페의 유용성 검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조달호 유인혜 2020.02.12~ 2020.08.11

2020-OR-14 현안 무휴관·교차휴관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 
문화관광시설 관람시간 확대 필요

반정화 김수진B 2020.03.16~ 2020.07.15

2020-OR-22 현안 서울시, 관광산업 생태계 안정화 대책 추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준비 대책도 병행 필요

반정화 박희석, 김수진B 2020.08.01~ 2020.12.31

2020-UR-16 수시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박희석 반정화, 정현철, 김수진B 2020.02.10~ 2020.04.10

2020-UR-21 수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효과 분석 김범식 장윤희, 김승연, 김진하, 황민영 2020.03.24~ 2020.04.23

050 051 산업ㆍ경제
제1부 
연구과제

https://www.si.re.kr/node/63662
https://www.si.re.kr/node/63011
https://www.si.re.kr/node/63206
https://www.si.re.kr/node/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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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re.kr/node/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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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re.kr/node/65292
https://www.si.re.kr/node/64915
https://www.si.re.kr/node/63782
https://www.si.re.kr/node/63782
https://www.si.re.kr/node/64867
https://www.si.re.kr/node/6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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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UR-40 수시 제로페이의 재조명과 재난시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의 역할

박희석 정현철, 오승훈 2020.06.15~ 2020.11.15

2020-UR-45 수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경제 운영 방향 박희석 장윤희 2020.06.29~ 2020.08.29

2020-UR-60 수시 코로나19 확산이 서울 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주재욱 박희석, 노승철, 윤종진 2020.09.18~ 2021.01.17

2020-UR-65 수시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김진하 황민영 2020.11.16~ 2021.01.15

2020-CR-02 협력 온-오프라인 서비스 확대가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박희석 정현철 2020.02.17~ 2020.11.30

2020-CR-19 협력 서울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분석 및 정책방안

주재욱 유인혜, 한명성 2020.07.15~ 2021.03.14

2020-CR-22 협력 서울형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김원호 이윤혜, 이준영 2020.10.01~ 2021.03.31

2020-ER-20 수탁 생활임금제 시행효과 분석 및 장기발전방향 연구 김진하 최봉, 정현철, 황민영, 채은동 2020.03.06~ 2020.09.05

2020-ER-45 수탁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조달호 윤종진, 강미선 2020.05.20~ 2020.12.31

2020-ER-63 수탁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정화 김고운, 홍찬영, 이선영 2020.09.25~ 2021.12.24

2020-ER-66 수탁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장기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박희석 반정화, 장윤희, 주재욱, 김진하, 
우영진, 김달유, 황동은

2020.12.23~ 2021.06.20

2021-BR-01 기초 2021년 서울경제지수 모니터링 우영진 조달호, 강미선 2021.01.01~ 2022.01.31

2021-BR-02 기초 2021년 서울 산업·혁신 모니터링 조달호 조현혜 2021.01.01~ 2021.12.31

2021-BR-06 기초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현황 및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주재욱 윤종진 2021.01.01~ 2021.10.31

2021-BR-15 기초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과 가계소비 현황 진단 우영진 황민영 2021.02.15~ 2021.08.14

2021-BR-21 기초 전환기 서울경제 진단과 지속적인 
성장 패러다임 모색

박희석 김묵한, 우영진, 한지혜A, 정현철 2021.03.22~ 2021.11.22

2021-BR-29 기초 서울시 수소기술 도입 현황과 사회경제적 효과 홍찬영 황인창, 윤종진 2021.06.14~ 2022.02.13

2021-BR-39 기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변동 추계

박희석 장윤희 2021.11.25~ 2022.05.25

2021-PR-02 정책 서울시 스마트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활성화 방안 연구

최봉 　 2021.01.01~ 2021.06.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1-PR-06 정책 서울시 바이오의료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실태와 정책과제

오은주 유인혜 2021.01.01~ 2021.09.30

2021-PR-13 정책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김진하 황민영 2021.02.01~ 2021.10.31

2021-PR-40 정책 위드코로나 시기 서울의 산업위기 및 
기회지역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김묵한 조달호, 장윤희 2021.07.19~ 2022.04.30

2021-PR-46 정책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현황과
서울시 도입방안 연구

김묵한 유인혜, 황민섭, 홍찬영 2021.11.15~ 2022.05.15

2021-OR-01 현안 서울 지역 경기종합동행지수 개발과 작성방법 박희석 장윤희 2021.02.15~ 2021.07.15

2021-OR-07 현안 스마트솔루션앵커 입지선정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

김묵한 김수진B 2021.04.26~ 2021.08.15

2021-OR-09 현안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완역할 계속하되 
산정방식 합리화하고 영향력 확대 필요

김진하 정현철 2021.06.01~ 2021.09.30

2021-OR-11 현안 서울경제 위기진단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우영진 박희석, 황민영, 홍찬영 2021.08.09~ 2022.01.08

2021-OR-12 현안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랜드마크 전략 연구

반정화 김수진B 2021.08.17~ 2022.02.16

2021-OR-20 현안 서울 도심 여가공간 확대를 위한 
한강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반정화 김수진B 2021.11.22~ 2022.04.21

2021-UR-20 수시 서울경제 재도약을 위한 글로벌도시경쟁력 
의제 탐색

김묵한 황민영 2021.05.17~ 2021.08.16

2021-UR-26 수시 공정상생의 가치와 서울시 의제 발굴 박희석 장윤희 2021.06.03~ 2021.09.03

2021-UR-37 수시 서울시 산업거점 연계 미래 경제축 설정 방향 김묵한 김인희, 장윤희 2021.09.01~ 2021.11.30

2021-CR-15 협력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자영업자 폐업의 특성 분석 주재욱 윤종진 2021.12.01~ 2022.07.31

2021-ER-31 수탁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안 연구

홍찬영 박희석, 장윤희, 김희완 2021.07.21~ 2022.02.28

052 053 산업ㆍ경제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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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3-R-08 기본 서울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이학동 정창무, 양재섭, 박인철, 이상경 1993.07.01~ 1993.12.31

1993-R-18 기본 수도 서울의 위상 정립 우동기 최병대 1993.01.01~ 1993.12.31

1993-R-19 기본 행정조직 진단기법의 개발 : 정원진단모형 우동기 이혁주, 이상호 1993.01.01~ 1993.12.31

1993-R-21 기본 서울특별시 사회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우동기 강욱모, 신경희 1993.01.01~ 1993.12.31

1993-R-22 기본 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 발전방안 우동기 임미순, 최진우 1993.01.01~ 1993.06.30

1993-PR-01 정책 자치시대 수도행정의 발전전략 우동기 최병대, 김동건, 윤재풍, 이주희, 
정세욱

1993.01.01~ 1993.04.30

1993-PR-03 정책 지방자치법 개정방향 우동기 최병대, 송광태, 강현봉 1993.09.01~ 1993.12.31

1993-PR-04 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우동기 신창호 1993.01.01~ 1993.07.31

1993-ER-01 수탁 일반폐기물 단계별 처리비용 및 
환경미화원 적정과업량

최병대 유기영, 구자인 1993.05.24~ 1994.05.23

1994-R-19 기본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 연구 우동기 이종규, 구자인, 김중표, 윤의영, 
임우석, 정환도

1994.01.01~ 1994.12.31

1994-R-20 기본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우동기 이덕복, 양재섭, 안수인, 박인철 1994.01.01~ 1994.12.31

1994-R-21 기본 서울시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정창무 신영수, 원동규, 이언경, 문경일, 
박인철

1994.01.01~ 1994.12.31

1994-R-22 기본 서울시의회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최병대 송광태, 강현봉 1994.01.01~ 1994.12.31

1994-R-23 기본 서울시 홍보기능 활성화 방안 최병대 강철구, 강현봉 1994.01.01~ 1994.12.31

1994-R-24 기본 서울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에 관한 연구 우동기 배인명, 정영수, 김주영, 김종순 1994.01.01~ 1994.12.31

1994-R-25 기본 자치시대 시정개혁을 위한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 최병대 이규환, 이성복, 이승종, 송광구, 
유민우, 강현봉

1994.01.01~ 1994.12.31

1994-R-26 기본 지방공기업 발전방안 이혁주 주동일, 김현아, 이상호 1994.01.01~ 1994.12.31

1994-ER-01 수탁 도시가스시설공사 표준공사비 산정에 관한 연구 우동기 정창무 1994.01.25~ 1994.02.24

1994-ER-03 수탁 1993년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우동기 최병대, 이혁주, 주동일 1994.04.01~ 1994.06.30

1995-R-25 기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방안 이종규 한상룡, 송우경, 김수진, 김현준, 
최웅림

1995.01.01~ 1995.12.31

055 도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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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8-PR-01 정책 IMF 금융지원 체제하에서 서울특별시의 대응방안 한영주 신창호, 이세구, 박현, 조임곤, 
이종원, 송광태

1998.01.15~ 1998.06.14

1998-PR-02 정책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 배치대안 및 
주변지역 정비구상

한영주 김지엽, 한혜승, 전유경, 박원호, 
이광훈, 김근영

1998.02.04~ 1998.07.03

1998-PR-03 정책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육훈련 중장기 전망 및 발전방안

이종규 조임곤, 김호균, 천무익 1998.05.01~ 1998.12.31

1998-PR-05 정책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방안 신창호 조임곤, 김호균, 배재준 1998.10.01~ 1998.12.31

1998-PR-06 정책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김경혜 박은철, 김종주, 김은영 1998.10.01~ 1998.12.31

1998-ER-06 수탁 1997년도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한영주 신창호, 송석휘, 이종규, 김지욱, 
박경재

1998.04.30~ 1998.08.29

1998-ER-11 수탁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세구 조용모, 권수영, 윤정노, 강은아 1998.07.09~ 1998.12.08

1998-ER-15 수탁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경영진단

최병대 송석휘, 이종규 1998.09.23~ 1999.02.28

1998-ER-16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경영진단

최병대 송석휘, 이종규 1998.09.23~ 1999.02.28

1999-R-18 기본 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I) : 
5대 민생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최병대 이종원, 최강렬, 손두진 1999.01.01~ 1999.12.31

1999-R-19 기본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 전보직경로제 
도입방안 및 직렬/직류 재설정 방안을 중심으로

최병대 송석휘, 김태한, 금재덕 1999.01.01~ 1999.12.31

1999-R-20 기본 서울시 세입확충 방안 : 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 조임곤 최순영, 배재준 1999.01.01~ 1999.12.31

1999-R-22 기본 성과지향 예산제도 및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이세구 성현곤, 장천식, 변선주 1999.01.01~ 1999.12.31

1999-R-24 기본 서울시 기금관리 개선방안 김지욱 윤봉회 1999.01.01~ 1999.12.31

1999-PR-01 정책 시민평가제 도입방안 연구 최병대 이선우, 이종규, 조임곤, 이종원, 
송석휘, 박광주, 최순영, 한충현

1999.01.01~ 1999.02.28

1999-PR-06 정책 서울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건립방안 이종규 김진, 이재길, 오병호 1999.02.05~ 1999.09.04

1999-PR-08 정책 하수도 적정사용료 산정 및 상하수도 요금체계 
연동화에 관한 연구

이세구 강은아 1999.02.10~ 1999.08.09

1999-ER-09 수탁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이종규 김영란, 최순영 1999.05.11~ 1999.10.30

2000-R-17 기본 시정 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Ⅱ) 최병대 박순애, 송석휘, 김태한, 신민철 2000.01.01~ 2000.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5-R-26 기본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 배인명 정영수, 김정수, 최도림, 최수영, 
김나경

1995.01.01~ 1995.12.31

1995-R-27 기본 자치구 구정진단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최병대 김상묵, 양기용, 송광태, 윤의영, 
정지연

1995.01.01~ 1995.12.31

1995-R-28 기본 서울시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II) : 
서울시 지하철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정창무 조명성, 백신희, 황지원, 강은숙, 
조란영, 정남지, 문경일, 전윤주, 
고한석

1995.01.01~ 1995.12.31

1995-ER-02 수탁 1994년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최병대 이혁주 1995.04.01~ 1995.06.30

1996-R-23 기본 도시철도사업의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 이종규 송우경, 정지연 1996.01.01~ 1996.12.31

1996-R-24 기본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

최병대 송광태, 김현소 1996.01.01~ 1996.12.31

1996-R-26 기본 서울시 부채관리에 관한 연구 배인명 송석휘, 김나경, 김정수 1996.02.01~ 1996.12.31

1996-R-27 기본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 이혁주 최정우, 배재준, 정남지, 정태원 1996.02.01~ 1996.11.30

1996-ER-03 수탁 강남구립 사회체육센타 건립 및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연구

최병대 이종규, 강상원, 박형용, 최수영, 
조란영, 천무익

1996.04.29~ 1996.10.28

1997-R-26 기본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방안 이세구 박형용, 김혜경 1997.01.01~ 1997.12.31

1997-R-27 기본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 : 
수도시설 보수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조임곤 이상수 1997.01.02~ 1997.12.31

1997-R-28 기본 시립체육시설 운영의 민간활력 도입방안 송광태 최강렬, 정현백 1997.01.03~ 1997.12.31

1997-R-29 기본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

한영주 이혁주, 송석휘, 정세열, 정태원, 
최수영

1997.01.01~ 1997.12.31

1997-R-30 기본 서울시 잡종재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조임곤 배인명, 배재준 1997.01.01~ 1997.12.31

1997-ER-13 수탁 97년도 도시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 
산정에 관한 연구

이세구 홍명표 1997.10.10~ 1997.12.09

1998-R-18 기본 지하철건설 관련 지하부분 사용 및 
간접보상에 관한 연구

이세구 성현곤, 박형용, 정창훈 1998.01.01~ 1998.12.31

1998-R-19 기본 서울시 장기 도시철도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이종규 이종연 1998.01.01~ 1998.12.31

1998-R-20 기본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 방안 이종원 최순영, 최강렬 1998.07.01~ 1998.12.31

1998-R-21 기본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한영주 조임곤, 송석휘, 배재준 1998.01.01~ 1998.12.31

056 057 도시경영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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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0-R-20 기본 서울시 재정지출 요인분석 및 수요전망 : 
계량예측모형을 중심으로

김지욱 윤봉회, 송우경, 조원구 2000.01.01~ 2000.12.31

2000-R-21 기본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 연구 이종규 변창흠, 최순영 2000.01.01~ 2000.12.31

2000-PR-04 정책 시민평가 2단계 연구 : 시립병원, 도시가스, 
세무행정,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최병대 김경혜, 송석휘, 김태한, 성현곤 2000.03.13~ 2000.06.30

2000-PR-11 정책 시민평가 3단계 연구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립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최병대 김경혜, 박순애, 최순영, 김대진, 
이창한

2000.08.01~ 2000.12.31

2000-PR-12 정책 교육·경찰·행정의 지방이양과 정부간 재정분담 방안 이세구 조임곤, 최병대, 최순영, 조임곤 2000.07.01~ 2000.10.31

2000-PR-18 정책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행정단위별 업무변화 이달곤 　 2000.07.07~ 2000.11.06

2000-PR-21 정책 아파트단지 행정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 이세구 이재순 2000.07.20~ 2000.12.31

2000-ER-04 수탁 관악구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연구 이종규 이지선, 민호준, 김영희 2000.02.07~ 2000.07.05

2000-ER-10 수탁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민자사업 개선 검토

신창호 변창흠, 변창흠, 신지혜A, 이지영, 
송우경

2000.03.20~ 2000.10.19

2000-ER-19 수탁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변창흠 이창우, 김순관, 정희윤, 김운수, 
오해연, 박승규, 김윤성, 조동기

2000.04.17~ 2001.02.16

2000-ER-22 수탁 용산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 이종규 유기영, 금우섭, 임도영 2000.05.08~ 2000.10.07

2000-ER-23 수탁 서울시 인사행정 수요조사 최병대 송석휘, 김태한, 이창한, 김상묵 2000.05.17~ 2000.10.31

2000-ER-37 수탁 2001년 시민평가 추가분야 평가모형개발 : 
여성발전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최병대 김경혜, 박순애, 최순영, 김대진 2000.11.06~ 2001.02.05

2001-R-19 기본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 강황선 최병대, 김영우, 김태한, 김희영 2001.01.01~ 2001.12.31

2001-R-21 기본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연구 김현아 박철 2001.01.01~ 2001.12.31

2001-R-22 기본 서울시 사업소 성과평가 방안 이세구 최순영, 김지영 2001.01.01~ 2001.12.31

2001-R-23 기본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이종규 박순애, 이석환, 윤혜진 2001.01.01~ 2001.12.31

2001-R-25 기본 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중심으로

변창흠 송우경, 이광열, 김유승 2001.01.01~ 2001.12.31

2001-PR-08 정책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 타당성 검토 신창호 김선웅, 변창흠, 이상경, 이우승, 
강창덕, 남정현

2001.03.12~ 2001.06.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1-PR-27 정책 서울시가 한국 최초로 도입한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 해설집

전기성 오준근, 이발래 2001.11.01~ 2002.04.30

2001-PR-31 정책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이세구 변창흠, 이상경, 김현아, 이석환, 
김태한

2001.12.15~ 2002.03.31

2001-ER-01 수탁 서울시 통합성과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성과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를 중심으로

이세구 최순영, 김지영, 정현미, 권기석, 
권정하, 이명수, 이재순, 이종원, 
조임곤, 송철호

2001.02.13~ 2001.12.31

2001-ER-03 수탁 시민평가 추가 9개 분야 평가지표 개발 : 
도서관 운영, 계약 및 지출, 공원관리,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민영아파트, 택시서비스, 민간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이종규 김경혜, 김대진, 조동기 2001.03.05~ 2001.06.30

2001-ER-11 수탁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 모델 개발 및 
실무적용 사례연구

전기성 장경원, 피석현, 김채연, 전기성 2001.03.23~ 2001.10.31

2001-ER-12 수탁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경제적 영향 조사 박순애 갈재상, 반영운, 정우현, 박순애, 
나태준

2001.03.23~ 2001.12.22

2001-ER-19 수탁 2001년 민생취약분야 반부패지수 조사모형 개발 이종규 강황선, 오혜원, 이소영 2001.07.20~ 2001.12.28

2001-ER-34 수탁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재원확보 방안 이세구 이석환, 김애숙, 김길복, 권기석 2001.12.17~ 2002.11.30

2002-R-22 기본 서울시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구 정현미, 김애숙 2002.01.01~ 2002.10.31

2002-R-23 기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

변창흠 송우경 2002.01.01~ 2002.12.31

2002-R-25 기본 서울시 택지개발사업 상업용지 매각에 관한 연구 이상경 이종규, 김유승, 신우진 2002.01.01~ 2002.12.31

2002-R-27 기본 서울시의 조직신뢰 향상 방안 나태준 최순영 2002.01.01~ 2002.07.31

2002-R-29 기본 서울시 지식관리 활성화 방안 강황선 김희영 2002.01.01~ 2002.12.31

2002-R-38 기본 서울시 정보화사업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변미리 원종석, 김태진, 김학열 2002.01.01~ 2002.12.31

2002-PR-04 정책 지방공무원 단체활동 운영·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김영우 이종규 2002.01.07~ 2002.03.06

2002-PR-14 정책 세계 대도시의 자치행정 및 Governance 비교연구 : 
서울, 베를린, 시카고시

박응격 　 2002.05.16~ 2003.01.15

2002-PR-18 정책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한에 관한 연구 강황선 김용운 2002.09.16~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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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PR-21 정책 재산세 중과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전망과 대책 박정수 　 2002.11.29~ 2003.02.28

2002-ER-03 수탁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신창호 곽자영, 윤미은 2002.01.22~ 2002.06.05

2002-ER-05 수탁 서울시 행정조직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 강황선 조임곤, 김종순, 윤태식, 김용운, 
이기우, 최병대

2002.02.08~ 2002.06.29

2002-ER-39 수탁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나태준 최순영, 배인명, 김태림, 하연섭, 
김애숙

2002.09.30~ 2003.03.28

2002-ER-44 수탁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원시자산평가 및 
적정 하수도사용료 산정

이세구 김광호, 김길복, 이상동, 채종헌, 
김태한, 김교남

2002.12.26~ 2003.11.25

2002-ER-47 수탁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이세구 조정숙, 김유승, 유인찬 2002.12.30~ 2003.05.29

2003-R-16 기본 공공조직의 전략적 기획체제 구축방안 나태준 김성준, 김용운 2003.01.01~ 2003.12.31

2003-R-17 기본 민관경쟁입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규 박소연 2003.01.01~ 2003.12.31

2003-R-19 기본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법 연구 오용협 윤형호, 김태연 2003.06.01~ 2003.12.31

2003-R-20 기본 서울시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구 안주희 2003.01.01~ 2003.12.31

2003-R-21 기본 서울시 재정의 계획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

허명순 김애숙, 이준수, 송우경 2003.01.01~ 2003.12.31

2003-R-22 기본 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분배 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병순 지해명, 최순영 2003.01.01~ 2003.12.31

2003-R-31 기본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 연구 : 
행정정보화 분야

변미리 원종석, 양종길 2003.01.01~ 2003.12.31

2003-PR-08 정책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이종규 이우승, 이세구, 김선웅, 정병순, 
지해명, 최순영, 나태준, 허명순, 
김성준

2003.06.01~ 2003.10.31

2003-PR-12 정책 서울시 정보화수준의 자치구별 격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우 　 2003.07.22~ 2003.10.21

2003-ER-15 수탁 성북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이세구 허명순, 유인찬, 김유승, 김태림 2003.05.30~ 2003.09.29

2003-ER-28 수탁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이세구 허명순, 박경애, 안창선, 조정숙, 
김유승, 채종헌

2003.08.28~ 2004.01.25

2003-ER-29 수탁 패션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이세구 채종헌, 김유승, 안창선 2003.09.15~ 2003.12.14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3-ER-30 수탁 2003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최종보고서 : 
서울서비스잠재력지수(SSPI) 

이종규 황기연, 김경혜, 윤혁렬, 나태준, 
김성준, 유기영, 진병호, 이청림, 
라선아, 권혁환, 김익기, 김태림, 
이유재, 조병덕, 강종혁, 김정훈, 
김광식, 김세훈, 이상호, 김종한, 
정지훈, 배기목, 김성륜, 강황선, 
김준모, 이승철, 박준우, 윤진희, 
권병철

2003.09.17~ 2004.01.16

2003-ER-40 수탁 강북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이세구 허명순, 윤형호, 이석환, 장재웅, 
박경애

2003.12.05~ 2004.07.04

2004-R-23 기본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이세구 안주희 2004.01.01~ 2004.11.30

2004-R-24 기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뉴거버넌스 실현방안 김성준 김찬동, 김용운 2004.01.01~ 2004.07.31

2004-R-26 기본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이종규 박종구, 조용현, 조현정 2004.01.01~ 2004.12.31

2004-R-27 기본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Ⅰ)

김성준 채종헌 2004.01.01~ 2004.11.30

2004-R-29 기본 서울시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연구 허명순 함영곤 2004.01.01~ 2004.10.31

2004-R-30 기본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박희석 이세구, 신창호, 정세은, 김순화 2004.03.01~ 2004.12.31

2004-R-41 기본 서울시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변미리 김종업 2004.01.01~ 2004.07.31

2004-PR-02 정책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전략 : 
청계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황기연 변미리, 김대건, 박민진 2004.02.01~ 2004.12.31

2004-PR-14 정책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과 재정정책 과제 안종범 　 2004.06.18~ 2004.09.17

2004-PR-22 정책 서울특별시와 동경도의 재정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안석교 　 2004.09.01~ 2005.02.28

2004-PR-28 정책 서울시 행재정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한 연구 : 
계약 심사제도의 도입과 성과를 중심으로

김찬동 　 2004.11.01~ 2004.12.31

2004-PR-29 정책 서울시 구별 생활환경지수의 비교분석 서승환 　 2004.11.19~ 2005.02.18

2004-PR-41 정책 서울시의 쾌적성(Amenity) 평가체계 구축방안 조승국 　 2004.12.29~ 2005.08.28

2004-ER-01 수탁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조사 이세구 장재웅, 조정숙, 김유승, 박경애 2004.01.19~ 2004.12.30

2004-ER-15 수탁 마포구 종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이세구 장재웅 2004.02.27~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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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ER-23 수탁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순 이세구, 김정한, 김광선 2004.04.29~ 2004.10.30

2004-ER-31 수탁 스크린도어 광고수익 분석에 관한 원가조사 용역 이세구 김희정A 2004.06.17~ 2004.07.19

2004-ER-43 수탁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종합보고서 : 
전문가평가(SSPI)

김성준 김갑수, 조항문, 이종규, 윤혁렬, 
김대건, 우혜영, 구자용, 구윤희, 
김용운, 김대현, 박환욱, 지세진, 
이소라, 명규남, 장미정, 권혁환, 
권용석, 정신호, 김종순, 이상호, 
이화경, 김경환, 류숙원, 김정훈, 
김세훈, 이준수, 조수현, 강황선, 
박준우, 정지훈, 김준모, 강명구, 
홍종현, 손진수

2004.09.16~ 2005.01.15

2004-ER-46 수탁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세구 장재웅, 김희정A 2004.10.04~ 2005.01.03

2004-ER-51 수탁 지하철 경영개선 방안 연구 이종규 허명순, 손기민, 이석민, 박영민, 
유성열, 권희정, 김정한, 박희원, 
김영우

2004.10.28~ 2005.03.27

2005-R-24 기본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Ⅱ)

허명순 김강일 2005.01.01~ 2005.10.31

2005-R-25 기본 서울시 사업소 운영의 효율화 방안 :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이종규 조용모, 오현 2005.01.01~ 2005.12.31

2005-R-26 기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세구 안주희 2005.03.01~ 2005.09.30

2005-R-32 기본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식품위생영역의 규제품질 조사를 중심으로

김대건 김세훈 2005.01.01~ 2005.10.31

2005-R-33 기본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김찬동 박종철 2005.01.01~ 2005.07.31

2005-R-45 기본 서울시 전자정부 행정서비스 시민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변미리 조권중, 심수진 2005.02.01~ 2005.08.31

2005-PR-01 정책 서울시 BSC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이종원 　 2005.01.26~ 2005.06.25

2005-PR-02 정책 서울 버스개혁과 갈등관리 이야기 : 
공공갈등관리 사례연구

송석휘 김경철, 류숙원 2005.02.01~ 2005.07.31

2005-PR-04 정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 
법률내용과 국회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전기성 　 2005.03.03~ 2005.05.02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5-PR-10 정책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E-government Policy of World Cities : How 
Can We Foster Citizen Participation?

강영옥 송석휘, 조권중, 변미리, 윤신희, 
최종석

2005.05.01~ 2006.04.30

2005-PR-19 정책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지불용의액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

이영성 　 2005.08.25~ 2005.11.24

2005-PR-20 정책 서울시의 국제교류협력 방안 정근모 　 2005.09.21~ 2006.03.20

2005-PR-22 정책 교육이수제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방향 연구 송석휘 　 2005.09.01~ 2005.12.31

2005-PR-25 정책 서울시 행정구역 및 계층의 적정성 연구 김찬동 김대건, 김만희, 조병훈 2005.09.15~ 2006.02.14

2005-PR-31 정책 바람직한 일선공무원상 정립에 관한 연구 : 
일선공무원의 민원행정 서비스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오수길 　 2005.10.11~ 2006.01.10

2005-PR-41 정책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서울시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1)

이종규 정병순, 박종빈 2005.11.01~ 2005.12.31

2005-ER-10 수탁 서울문화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조직개선 김대건 송석휘, 이세구, 이무용, 라도삼, 
차은수, 김용운, 박종빈

2005.04.01~ 2005.09.30

2005-ER-20 수탁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보고서 : 문화 부문 이종규 조항문, 이무용, 문수정, 최성욱 2005.05.30~ 2005.08.26

2005-ER-27 수탁 지방세(부동산관련) 과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종규 정병순, 허명순, 황규완, 
박상준B, 조혜영, 박현석

2005.07.21~ 2005.11.20

2005-ER-38 수탁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비율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구 안주희 2005.09.30~ 2006.03.29

2005-ER-39 수탁 서울시 성과감사시스템 구축 연구 김찬동 송석휘, 김대건, 윤주철, 강공내 2005.10.06~ 2006.04.05

2005-ER-47 수탁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보고서 김대건 이종규, 유기영, 조용모, 조항문, 
이무용, 윤혁렬, 김찬동, 명규남, 
차은수, 박성순, 김용환, 박준우, 
구자용, 양재석, 이진철, 진일경, 
김종순, 김병태, 서용준, 이준수, 
이무용, 고재권, 강경우, 강황선, 
구윤희, 김소희, 조도형, 송형주, 
최동용, 김상현, 문수정, 이상호, 
정신호, 이태훈, 박은실, 김정훈, 
임정빈, 최성욱, 이지은A, 정진아, 
장혜진, 김명규, 김경호A, 이진만, 
이흥재, 이종인, 김민지, 박귀수

2005.12.05~ 2006.05.04

2005-ER-49 수탁 서울시정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조직관리 방안 연구

김대건 송석휘, 이세구, 정병순, 김찬동, 
박종구, 박희석, 김유리, 허성욱

2005.12.09~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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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ER-54 수탁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의회사무처 대응방안

김찬동 김대건, 조병훈, 김근세 2005.12.28~ 2006.05.27

2005-ER-56 수탁 금천구 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이세구 황규완, 장재웅 2005.12.29~ 2006.04.27

2006-R-28 기본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이세구 장재웅 2006.01.01~ 2006.11.30

2006-R-30 기본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 최경규 이세구, 진성 2006.02.01~ 2006.11.30

2006-R-31 기본 서울마케팅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도시브랜딩을 중심으로)

김찬동 오현 2006.01.01~ 2006.12.31

2006-R-39 기본 고객관계관리(CRM)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특성화 연구(이용자 세분화 전략을 중심으로)

장무경 조권중, 김찬동, 심수진 2006.03.01~ 2006.12.31

2006-R-43 기본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김귀영 송석휘, 강공내 2006.02.01~ 2006.11.30

2006-PR-01 정책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서울시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2)

정병순 박종빈 2006.01.01~ 2006.03.31

2006-PR-21 정책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모델 개발

권해수 　 2006.07.24~ 2007.01.23

2006-PR-23 정책 서울시 신인사 시스템의 체계분석에 관한 연구 김찬동 　 2006.08.31~ 2006.09.30

2006-PR-26 정책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조성호 　 2006.09.15~ 2007.01.14

2006-PR-28 정책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 설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연구 이남영 　 2006.09.29~ 2006.10.28

2006-PR-34 정책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정보기술 활용방안 연구

장무경 원종석, 김민정A, 조주연 2006.12.01~ 2007.03.31

2006-ER-07 수탁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이세구 송석휘, 김대건,최종석, 이란희 2006.03.14~ 2006.10.13

2006-ER-15 수탁 영등포구 종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이세구 김유리, 황규완 2006.05.02~ 2006.10.01

2006-ER-30 수탁 서울특별시 성과감사의 성과지표개발 연구 김찬동 이세구, 김귀영, 허태욱, 신민철 2006.09.08~ 2007.02.23

2006-ER-38 수탁 노들섬 문화 Complex 민자유치 예비 타당성 조사 윤형호 이세구, 황규완, 정우성, 임석 2006.11.01~ 2007.01.23

2006-ER-43 수탁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컨설팅 보고서 : 
청소년수련관 분야

김찬동 조용모, 조항문, 신경희, 이세구, 
이석민, 라도삼, 김원주, 김귀영, 
이준영, 김도희, 김대건, 송철호, 
조동길, 강황선, 이흥재, 신상희, 
이지은A, 김유리, 김소희, 최현재, 
이인희B, 오현

2006.11.15~ 2007.04.16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6-ER-48 수탁 한강시민공원 매점재배치 및 운영방안 정병순 고성진, 차은수 2006.12.27~ 2007.06.26

2006-ER-49 수탁 광진구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윤형호 황규완, 윤지영, 정우성 2006.12.28~ 2007.06.27

2007-R-23 기본 성과지향적 공직기강 평가 김찬동 신민철 2007.01.01~ 2007.10.31

2007-R-24 기본 서울시 고객중심적 조직문화 형성방안 김귀영 장재웅 2007.01.01~ 2007.12.31

2007-R-30 기본 서울시 갈등사례 실태 분석과 갈등관리 방안 한영주 김강민 2007.02.01~ 2007.11.30

2007-R-39 기본 IT Complex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서울 IT Complex 건립 타당성 조사

이석민 이지은A, 김희정, 이제광 2007.02.01~ 2007.08.31

2007-R-43 기본 조직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고도화 전략 변미리 서윤정 2007.02.01~ 2007.11.30

2007-R-44 기본 시민참여를 위한 e거버넌스: 사이버 공간과 시민단체 조권중 최지원 2007.01.01~ 2007.10.31

2007-PR-01 정책 일본 지방정부 개혁에 도입된 도요타 생산방식과 
시사점

김찬동 이주일, 신창호, 이우승, 서종진 2007.02.01~ 2007.05.31

2007-PR-22 정책 연구조직의 상시기록평가제도 도입방안 김귀영 박종빈 2007.06.20~ 2007.09.19

2007-PR-24 정책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정병순 신경희, 차은수 2007.07.01~ 2008.03.31

2007-PR-30 정책 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이달곤 2007.08.15~ 2007.12.15

2007-PR-34 정책 서울시 조직운영의 성과분석 및 
시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 분석

윤현필 　 2007.08.22~ 2007.11.16

2007-PR-37 정책 유럽 대도시들의 정책협력 성공사례와 
서울시에의 시사점

이규영 　 2007.09.27~ 2008.03.26

2007-PR-38 정책 공공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기 김학린, 권혜경, 심성지 2007.09.20~ 2008.09.18

2007-ER-06 수탁 선택적 복지제도 평가 및 활성화 방안 김귀영 박종빈, 김유리 2007.02.28~ 2007.05.27

2007-ER-12 수탁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김찬동 김원호, 김인희, 백승만, 김선자, 
김원주,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신민철, 조정윤, 김유리, 조혜진, 
김은영A, 박성문, 원은지

2007.04.13~ 2008.02.29

2007-ER-25 수탁 마포구 현청사 최적 활용방안 연구 배준식 윤형호, 김유리 2007.06.21~ 2007.11.21

2007-ER-34 수탁 시민고객 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조직재설계를 위한 
서울시 조직진단

김귀영 　 2007.08.17~ 2007.11.16

2007-ER-39 수탁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배준식 정병순, 김유리, 박기정 2007.08.29~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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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ER-49 수탁 교통수요특별관리 타당성 분석 및 운송비 변화 추정 윤형호 이우승, 김순관, 박은철, 고준호, 
조영재, 이인아, 전병은, 최진헌, 
임석

2007.10.19~ 2008.02.26

2007-ER-50 수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DDP）건립을 위한 연구 : 
종합계획 : 기본구상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정병순 정광석, 서주옥, 차은수, 김광선, 
조아라

2007.10.23~ 2008.07.31

2008-BR-03 기초 도시거버넌스의 사회적 신뢰형성 기제 연구 조권중 최지원 2008.08.01~ 2008.11.30

2008-PR-02 정책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윤형호 임석 2008.01.01~ 2008.03.31

2008-PR-09 정책 서울시 성과참조모델 개발방안 장무경 이지은 2008.03.01~ 2008.06.30

2008-PR-10 정책 분권교부세 제도의 실태와 합리적인 개선방안 배준식 이세구, 박기정 2008.03.01~ 2008.05.31

2008-PR-34 정책 서울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김귀영 김인희 2008.07.14~ 2008.09.13

2008-ER-03 수탁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2차]

김찬동 김원호, 김인희, 김선자, 김원주, 
민현석,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김진수, 박성문

2008.02.26~ 2008.08.31

2008-ER-21 수탁 종로구 청소시스템 전반에 관한 수지분석 연구 이세구 유기영, 양지희, 윤지영 2008.07.02~ 2009.01.31

2008-ER-24 수탁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3차]

김찬동 장남종, 김원호, 김인희, 김선자, 
김원주, 배준식, 이혜숙, 이주헌

2008.08.28~ 2008.12.31

2008-ER-26 수탁 대도시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김찬동 윤형호, 홍석기, 이주헌, 김도환, 
노수일, 문혜선, 이은정, 김진수

2008.09.08~ 2009.03.26

2008-ER-27 수탁 인센티브 예산지원이 해당사업의 성과달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찬동 이주헌, 박윤희 2008.09.25~ 2008.12.25

2009-SR-04 전략 시정 전환기 도시 거버넌스 전략 연구 변미리 조권중, 김귀영, 이주헌, 박민진, 
서윤정

2009.02.16~ 2009.08.15

2009-PR-02 정책 대도시권 정부 간 거버넌스 연구 김찬동 이세구, 이주헌, 박성문 2009.01.12~ 2009.03.11

2009-PR-10 정책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김귀영 장재호 2009.02.02~ 2009.06.02

2009-PR-16 정책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이주헌 김선자, 조권중, 박성문 2009.03.01~ 2009.08.31

2009-PR-19 정책 지방의회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김상국 　 2009.03.16~ 2009.06.30

2009-PR-29 정책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이주헌 김귀영, 배준식, 이신해, 김효정 2009.05.25~ 2009.10.24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9-PR-31 정책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배준식 신경희, 이세구, 장윤희 2009.06.01~ 2009.10.31

2009-PR-37 정책 서울시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도입방안 김귀영 이주헌, 장재호 2009.07.13~ 2009.12.13

2009-PR-40 정책 서울의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연구 조권중 최지원 2009.07.27~ 2009.12.26

2009-PR-51 정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 방안 김찬동 이세구, 박성문 2009.09.16~ 2010.03.15

2009-PR-64 정책 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이세구 윤형호, 김찬동, 김강현, 손주희 2009.12.21~ 2010.06.30

2009-ER-29 수탁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강북구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

이세구 유기영, 장재웅, 김진수 2009.06.17~ 2010.02.12

2009-ER-40 수탁 동대문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이세구 홍석기, 김철민, 조승희 2009.08.11~ 2010.01.09

2009-ER-51 수탁 서울특별시 중·장기 자산운용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세구 배준식, 김우영, 유봉환, 김영철 2009.12.28~ 2010.06.28

2009-ER-52 수탁 서울시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이세구 김영란, 유기영, 조용모, 권영덕, 
양재섭, 신경희, 김경혜, 이주일, 
신성일, 김원호, 김운수, 이신해, 
이석민, 윤혁렬, 조권중, 라도삼, 
정병순, 김상일, 윤형호, 김찬동, 
김원주,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이주헌, 이지희, 장재호, 한준섭, 
장윤희A, 김해란, 김미현

2009.12.28~ 2010.06.27

2010-PR-12 정책 계약사무 이관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김찬동 배준식, 박성문 2010.02.16~ 2010.07.15

2010-PR-18 정책 서울시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프로구단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방안 연구

이주헌 노은이, 주연선 2010.03.25~ 2010.09.24

2010-PR-22 정책 서울시 체험학습 지원체계 구축방안 김귀영 이혜숙, 박수연 2010.05.03~ 2010.12.31

2010-PR-26 정책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 김찬동 박은철, 김정욱 2010.06.01~ 2010.11.30

2010-PR-31 정책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배준식 김범식, 강성원, 최희진 2010.06.01~ 2010.09.30

2010-PR-56 정책 기술 융복합에 대응하는 개방형 서울혁신체계 구축 정병순 황원실 2010.10.07~ 2011.04.06

2010-PR-58 정책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귀영 박수연 2010.11.01~ 2011.04.30

2010-ER-02 수탁 지방의회 정책관련 선행연구 분석 김찬동 이신해, 임희지, 김인희, 김선자, 
김원주, 금기용,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이주헌, 박성문, 장재웅, 
김진수, 한준섭, 김정욱, 오수현, 
김강현, 박수연, 박윤희, 손웅비

2010.01.26~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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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ER-28 수탁 서울디자인연구소 조성에 관한 연구 정병순 김묵한, 송지영, 황원실, 박성은 2010.06.10~ 2010.11.30

2010-ER-31 수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

이세구 김귀영, 김연성, 김길복, 장재웅, 
김강현

2010.07.14~ 2011.03.31

2011-PR-01 정책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연구 배준식 이세구, 박성문, 김진수 2011.01.01~ 2011.09.30

2011-PR-02 정책 서울시 전자정부 스마트 서비스 정책 연구 조권중 최지원 2011.01.01~ 2011.06.30

2011-PR-03 정책 서울시 정책홍보의 효과성 제고방안 :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김찬동 김정욱 2011.01.01~ 2011.06.30

2011-PR-23 정책 서울역사박물관 재정자립도 개선방안 윤형호 인규리 2011.03.16~ 2011.09.15

2011-PR-32 정책 서울시 인재상 및 역량체계 재설계 방안 김귀영 박수연 2011.05.01~ 2011.10.31

2011-PR-48 정책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배준식 라휘문, 박성문 2011.06.01~ 2011.11.30

2011-PR-57 정책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김찬동 김귀영, 오수현 2011.09.01~ 2012.04.30

2011-PR-65 정책 서울시 스마트워크 조직관리 방안 연구 김귀영 조권중, 박수연 2011.11.01~ 2012.04.30

2011-PR-68 정책 대도시권의 협력적 거버넌스에관한 실증연구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헌 　 2011.12.15~ 2012.05.15

2011-PR-74 정책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
 서울시의 조직관리와 분권형 자치

김대건 　 2011.12.13~ 2012.03.13

2011-PR-75 정책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 
서울시의 중앙-지방 관계

최병대 　 2011.12.14~ 2012.03.14

2011-PR-76 정책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 
서울시의 인사관리와 분권형 자치

송석휘 2011.12.20~2012.03.20

2011-OR-04 현안 민선 5기 중후반 서울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조사 김찬동 김귀영, 김준현, 김강현 2011.11.17~ 2011.12.31

2011-OR-08 현안 기관 갈등 사례 및 해소방안 모색연구 김찬동 김귀영, 김준현, 김미현 2011.12.16~ 2012.01.31

2011-ER-08 수탁 서울특별시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 (상반기) 김찬동 신경희, 장남종, 이신해, 김인희, 
김원주, 금기용,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김준현, 유명희, 김진영, 
김강현, 김미현, 서윤정, 황현정, 
강영은

2011.04.01~ 2011.07.1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1-ER-29 수탁 서울특별시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 (하반기) 김찬동 장남종, 이신해, 김인희, 김원주, 
금기용,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김준현, 황원실, 김미현, 서윤정, 
김강현, 김정욱, 김진수, 남형주

2011.07.11~ 2011.12.31

2011-ER-34 수탁 2020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김찬동 정병순, 김인희, 김원주, 금기용, 
이혜숙, 황원실, 김진수, 남형주, 
김정욱, 이미라, 황하, 박영희, 
김민지, 서은정, 김슬기

2011.09.29~ 2012.04.29

2012-PR-04 정책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전략적 접근방안 연구 : 
지역상생을 위한 도농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배준식 김강현 2012.01.01~ 2012.06.30

2012-PR-12 정책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김찬동 서윤정 2012.01.01~ 2012.06.30

2012-PR-55 정책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배준식 김범식, 김강현 2012.07.01~ 2013.01.31

2012-PR-78 정책 지역상생과 지방분권을 위한 이슈와 과제 김인희 오윤경 2012.12.01~ 2013.05.31

2012-OR-02 현안 지방분권가치선언을 위한 정책자료 김찬동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김정욱 2012.05.07~ 2012.06.06

2012-OR-22 현안 서울시 재정건전성 증진방안 : 
민간위탁·예산낭비신고제 중심

정병순 김진수 2012.11.15~ 2013.02.28

2012-ER-10 수탁 희망서울 정책 실천을 위한 조직진단 김귀영 김찬동, 배수경, 김민지, 박송희, 
한정석, 박수연

2012.02.27~ 2012.07.26

2012-ER-18 수탁 균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배준식 김범식, 박기정 2012.03.22~ 2012.12.21

2013-PR-06 정책 지방세 특례(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준식 김범식, 김강현 2013.02.01~ 2013.05.31

2013-PR-30 정책 서울시 창업·취업센터 개선방안 정병순 홍권표, 이홍택 2013.04.16~ 2013.12.31

2013-PR-36 정책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관리운영체계 합리화방안 정병순 민효상, 홍권표, 이홍택, 황원실, 
황현정

2013.06.05~ 2013.12.31

2013-PR-46 정책 서울시-종교계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정병순 송성수 2013.08.19~ 2014.03.31

2013-PR-77 정책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정병순 홍권표, 이홍택 2013.12.23~ 2014.06.30

2013-OR-36 현안 서울시 예산절감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배준식 김범식 2013.09.01~ 2013.11.30

2013-OR-59 현안 정부합동평가의 서울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찬동 　 2013.12.02~ 2013.12.31

2013-ER-27 수탁 서울시 소속기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운용 개선 연구 김귀영 김찬동, 최봉, 오수현, 박수연, 
김태언, 이정용, 임현규, 오찬섭

2013.04.10~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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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ER-28 수탁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조권중 신경희, 이신해, 라도삼, 윤형호, 
김찬동, 노은이, 김원주, 김귀영, 
윤민석, 신희문, 강병준, 서명희, 
배성기, 임홍래

2013.04.10~ 2013.11.29

2013-ER-30 수탁 TBS 교통방송 진단 및 발전방안 라도삼 홍성일, 문일봉 2013.04.23~ 2013.08.16

2014-BR-14 기초 서울시 지역교류협력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정희윤 송창석, 황원실, 금종예, 전지훈 2014.10.20~ 2015.07.19

2014-PR-20 정책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김찬동 이정용 2014.07.01~ 2014.11.30

2014-PR-34 정책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서울시 포용성장모델 정립방안

정병순 홍권표, 이홍택 2014.10.01~ 2015.03.31

2014-OR-01 현안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김찬동 이정용 2014.01.01~ 2014.02.28

2014-OR-07 현안 미래 지방자치발전 의제발굴 연구 김찬동 라도삼, 최미옥, 김귀영, 배준식, 
이정용

2014.03.01~ 2014.06.30

2014-OR-13 현안 서울시정의 민간참여제도 도입방안 김귀영 신경희, 민현석, 이정용 2014.05.01~ 2014.07.31

2014-OR-14 현안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배준식 유인혜 2014.05.16~ 2014.08.15

2014-OR-33 현안 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배준식 김범식, 라휘문, 유인혜 2014.09.16~ 2014.12.15

2014-OR-43 현안 지방분권 활성화 위한 서울시 추진전략 모색 : 
일반행정 분야 중심으로

김찬동 정희윤, 소순창, 김동건, 전지훈 2014.11.01~ 2015.03.31

2014-OR-46 현안 서울시에 여행자 체류세 도입땐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배준식 　 2014.11.10~ 2015.01.09

2015-BR-16 기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배준식 김범식, 박성문, 장동열 2015.05.16~ 2015.12.31

2015-BR-20 기초 서울대도시론 : 위기를 넘어서 희망의 도시로 정병순 　 2015.09.02~ 2016.07.30

2015-PR-03 정책 자치분권 상생발전 기획시리즈 정희윤 배준식, 송창석, 황원실 2015.01.02~ 2015.12.31

2015-PR-18 정책 서울형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병순 김다경, 김영은, 이홍택 2015.03.02~ 2015.07.31

2015-PR-37 정책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정희윤 신민철, 하민지, 이규명, 이정화 2015.07.23~ 2016.01.31

2015-OR-01 현안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해야

배준식 조항문 2015.01.16~ 2015.05.15

2015-UR-27 수시 지방자치 20년 서울시민 생활 변화상 분석 신민철 　 2015.06.22~ 2015.07.17

2015-UR-32 수시 해외 주요 도시 투자·출연기관 운영현황 신민철 　 2015.07.22~ 2015.08.2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5-ER-13 수탁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 배준식 김범식, 장재웅 2015.03.24~ 2015.10.23

2016-BR-07 기초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 개선방안 배준식 김범식, 박성문 2016.01.01~ 2016.10.31

2016-BR-12 기초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 
한 권으로 보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든 것

정희윤 하민지, 김귀영, 배준식, 신민철, 
김성수A

2016.02.01~ 2016.10.31

2016-PR-03 정책 서울시 지역교류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정희윤 황원실 2016.01.01~ 2016.09.30

2016-PR-15 정책 서울시 상시 조직진단 매뉴얼 : 서울시 조직진단기법과 
프로세스 개발 연구Ⅰ

김귀영 신민철, 황민섭, 오찬섭 2016.02.15~ 2016.12.31

2016-PR-24 정책 지역사회 기반 지역협치모델 정립 방안 정병순 김지유 2016.02.01~ 2016.09.30

2016-PR-25 정책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신민철 배준식, 이정용, 곽윤석 2016.03.07~ 2016.09.30

2016-PR-28 정책 서울시 협치예산제 도입과 운영방안 정병순 이태희, 김숙하 2016.03.10~ 2016.10.30

2016-PR-48 정책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쟁점과 개선방향 배준식 박성문 2016.08.01~ 2017.01.31

2016-PR-50 정책 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정병순 이성호, 김경철, 박예완, 조현혜 2016.07.25~ 2017.03.24

2016-PR-51 정책 서울시 도시공간 기획기능 강화 방안 신민철 정희윤, 이시우, 김민희, 이지혜 2016.08.22~ 2017.02.28

2016-OR-18 현안 서울식물원, 공공자금으로 안정 운영 후 다양한 
재원발굴로 재정자립도 높여야

배준식 　 2016.09.12~ 2016.12.11

2016-UR-21 수시 기피업무 기준과 유형별 대안 마련 김귀영 　 2016.04.25~ 2016.06.24

2016-ER-26 수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김귀영 윤민석, 손창우, 안현찬, 김성수A, 
권민영

2016.04.18~ 2016.11.17

2017-BR-14 기초 해외 거대 도시와 비교 통한 
서울시 자치역량 강화전략

정희윤 신정민, 하동현, 이태동, 안영훈 2017.04.01~ 2017.12.31

2017-BR-23 기초 시민의 수도, 서울 :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 정병순 박수형 2017.09.04~ 2018.01.31

2017-PR-04 정책 서울시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사회복지·일자리·SOC사업 중심

배준식 김범식, 김승연, 김진, 이석환, 
박성문

2017.01.01~ 2017.12.31

2017-PR-07 정책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신민철 김성수A 2017.01.01~ 2017.08.31

2017-PR-09 정책 서울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김귀영 신민철, 황민섭, 이정용 2017.01.01~ 2017.12.31

2017-PR-13 정책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 정병순 조현혜 2017.01.01~ 2017.08.31

2017-PR-14 정책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병순 이성호, 김성아 2017.01.01~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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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PR-43 정책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비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체계 개편방안

신민철 김귀영, 이혜숙, 박성문 2017.08.01~ 2018.02.28

2017-OR-25 현안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정병순 이성호, 조은 2017.11.01~ 2017.12.31

2017-ER-22 수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김귀영 손창우, 김승연, 안현찬, 황민섭, 
이승재, 공주

2017.04.26~ 2017.12.29

2018-BR-29 기초 서울형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방안 정병순 황원실 2018.12.24~ 2019.10.31

2018-PR-01 정책 서울시 세외수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배준식 김범식, 박성문 2018.01.01~ 2018.08.31

2018-PR-03 정책 경계가 허물어진 미래, 뉴거버넌스 시대가 열린다 : 
미래 서울 행정

김귀영 김상묵, 김주희, 박정은, 백인수, 
서용석, 신민철, 심동철, 이규엽, 
이삼열, 이정용, 이주헌, 이준영, 
조태준, 하윤상

2018.01.01~ 2018.12.31

2018-PR-11 정책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정병순 황원실 2018.01.01~ 2018.06.30

2018-PR-12 정책 지방정부 국정참여 발전방안 정희윤 공주 2018.01.01~ 2018.06.30

2018-PR-35 정책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정병순 황원실, 양세종 2018.04.09~ 2018.12.31

2018-PR-59 정책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이준영 이정용 2018.08.27~ 2019.04.30

2018-OR-14 현안 평가방법 개선·정교한 사업모델 개발 포함,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방안 도출

이준영 배준식 2018.05.08~ 2018.09.10

2018-OR-18 현안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신민철 박성문 2018.08.01~ 2018.11.30

2018-OR-27 현안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제 제도화 기초연구 정병순 유기현, 김민경A 2018.11.08~ 2019.03.08

2018-ER-17 수탁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용역

황민섭 배준식, 김묵한, 김동윤 2018.03.29~ 2018.08.29

2018-ER-18 수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김귀영 손창우, 안현찬, 장익현, 이준영, 
공주, 김희진, 김성수A, 김동윤

2018.04.02~ 2018.12.28

2018-ER-23 수탁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8~2022) 이준영 정희윤, 김희진 2018.05.04~ 2018.12.03

2018-ER-25 수탁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신민철 조권중, 김귀영, 신인철, 조현혜 2018.05.29~ 2018.11.28

2019-BR-13 기초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 :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정병순 박영선 2019.04.15~ 2019.10.14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9-BR-23 기초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1단계) 정병순 황원실 2019.11.01~ 2020.03.31

2019-PR-26 정책 민선 7기 서울사회협약 추진 위한 전략적 방안 정병순 한은영 2019.04.10~ 2020.01.31

2019-PR-30 정책 서울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위한 실행방안 이준영 이정용 2019.04.15~ 2019.12.13

2019-PR-47 정책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정병순 정병순 2019.10.15~ 2020.04.30

2019-OR-24 현안 서울시, 웰다잉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 만들고 
정책 수립 때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접근 필요

황민섭 이민영 2019.08.01~ 2019.12.31

2019-ER-25 수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이준영 김귀영, 손창우, 안현찬, 이승재, 
장익현, 신정민, 곽지원

2019.04.18~ 2019.12.27

2020-PR-05 정책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신민철 이정용, 오수진, 유정근, 정주호, 
최보기, 김성혜, 김세현, 박재준, 
김미윤, 서현수

2020.01.01~ 2020.12.31

2020-PR-10 정책 민선 7기 지역사회 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정병순 한은영 2020.03.01~ 2020.12.31

2020-PR-26 정책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과제(2단계)

정병순 황원실, 조현혜 2020.06.15~ 2021.01.31

2020-OR-16 현안 서울시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2곳 통합보다 
기능분화·전문화가 먼저

이준영 이민영 2020.04.01~ 2020.08.31

2020-OR-17 현안 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주민자치의 실질화 효과 거둘 필요

이준영 김범식, 박성문, 신가희 2020.04.01~ 2020.08.31

2020-ER-30 수탁 서울새활용플라자 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황민섭 유기영, 이정용, 민승현, 김고운, 
류주현

2020.04.07~ 2021.02.06

2020-ER-43 수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기 발전을 위한 
성과관리 학술용역

이준영 손창우, 이승재, 신가희, 곽지원, 
서다람, 유자영

2020.05.15~ 2020.12.28

2020-ER-57 수탁 서울시설공단 본부 조직 진단 및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수립

황민섭 신민철, 이민영, 신가희, 최민지 2020.07.21~ 2020.12.17

2021-ER-09 수탁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신가희 김범식, 이준영, 이민영, 임현정, 
최민지

2021.02.26~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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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2-R-06 기본 서울시 환경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김갑수 김영란, 유기영, 조용모 1992.11.01~ 1992.12.31

1992-ER-01 수탁 서울시 상수도 취수원의 북한강 상류 이전 
타당성 연구

유명진 조용모 1992.12.30~ 1993.06.27

1993-R-14 기본 서울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김갑수 유명진, 이동섭, 임병진, 김성미 1993.01.01~ 1993.12.31

1993-R-15 기본 도시하천 수질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 : 
안양천을 중심으로

김갑수 유명진, 이상호, 김영란, 신동석, 
이연희, 이관우, 신성호

1993.01.01~ 1993.12.31

1993-R-16 기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타당성 연구 김갑수 유명진, 박후원, 유기영, 길경익, 
윤하연, 이진우, 이상모, 박창배, 
강현주

1993.01.01~ 1993.12.31

1993-R-17 기본 서울시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시설 타당성 연구 김갑수 유명진, 조용모, 조항문, 강선균, 
권은미

1993.01.01~ 1993.12.31

1993-ER-02 수탁 서울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김갑수 유기영, 박후원, 강현주 1993.05.24~ 1993.11.22

1993-ER-04 수탁 소음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김갑수 이상호, 김영란, 이선향, 이진숙, 
윤병조

1993.05.26~ 1994.06.30

1994-R-14 기본 대기질 측정방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의찬 정진희, 조규탁, 이진순, 김성미 1994.01.01~ 1994.12.31

1994-R-15 기본 서울시 쓰레기처리 기본방향 I, II 정재춘 박후원, 유기영, 윤하연 1994.01.01~ 1994.12.31

1994-R-16 기본 1차처리 By-Pass 수질향상을 위한 처리공정 검토 김갑수 강선균, 이연희, 강현주, 김정민 1994.01.01~ 1994.12.31

1994-R-17 기본 통합도축장 입지 및 환경관리 방안 이상호 김영란, 강현주 1994.01.01~ 1994.12.31

1994-R-18 기본 한강 수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조용모 조항문, 권은미, 신동석 1994.01.01~ 1994.12.31

1994-PR-06 정책 난지도 매립지의 위해성평가와 
환경재생기술의 적용 타당성에 관한 연구

박석순 김갑수 1994.01.01~ 1994.12.31

1994-PR-07 정책 서울리포트(서울의 환경관리계획) 이창우 정환도, 김경자 1994.02.01~ 1994.06.30

1994-ER-09 수탁 광교 안전진단 및 이전·복원 타당성 검토 보고서 김갑수 이상호, 김영란, 박세훈, 정순우 1994.06.14~ 1995.04.13

1995-R-20 기본 수질오염측정망 구성을 위한 조사연구 : 
한강의 자동측정망을 중심으로

조용모 김정민, 오정우, 이일영, 황태웅 1995.01.01~ 1995.06.30

1995-R-21 기본 우수유출률 저감 대책 김갑수 조항문, 정순우, 강현주, 원석연, 
조용모, 진재섭

1995.01.01~ 1995.12.31

1995-R-22 기본 건축물폐재류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방안 정재춘 유기영, 김정민, 서성원 1995.01.01~ 1995.12.31

1995-R-23 기본 서울시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방안 연구 이상호 김영란, 이연희, 오정우, 이일영 1995.01.01~ 199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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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R-15 기본 효율적인 배수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조용모 조항문, 이연희 1998.01.01~ 1998.12.31

1998-R-16 기본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연구 : 설정 및 적용 김갑수 김영란, 이상희, 박배경 1998.01.01~ 1998.12.31

1998-R-17 기본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경로 분석 연구 유기영 이승재 1998.01.01~ 1998.12.31

1998-ER-01 수탁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1998) 박제철 　 1998.02.24~ 1998.12.07

1998-ER-04 수탁 서울시 지하철 환경개선 방안 연구 김운수 　 1998.04.29~ 1998.11.28

1998-ER-07 수탁 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 김윤종 원종석, 최진무, 송철호 1998.05.11~ 1999.05.10

1998-ER-09 수탁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 연구

이창우 김고운, 이용규, 정현영, 박숙현, 
장정호

1998.06.12~ 1999.04.11

1998-ER-10 수탁 서울시 생물종 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김갑수 　 1998.07.08~ 1999.08.07

1998-ER-12 수탁 서울특별시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체계 방안연구

김윤종 이석민, 이숙례, 송철호, 진종헌, 
김명국, 최무현

1998.07.15~ 1999.12.31

1998-ER-13 수탁 한강조류발생 방지대책 및 수질개선방안 연구 김갑수 박제철, 석철영, 최광수 1998.07.16~ 1999.07.15

1998-ER-20 수탁 지하철 라돈 농도 오염원 측정 및 저감 방안 연구 김운수 정주영, 추병길 1998.11.24~ 1999.05.23

1999-R-12 기본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타당성 연구 김영란 이상희, 진상엽 1999.01.01~ 1999.12.31

1999-R-13 기본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유기영 박상후, 이승재 1999.01.01~ 1999.12.31

1999-R-14 기본 잠실상수원의 유입오염물질 조사 및 관리 연구 조용모 조항문, 정현영 1999.01.01~ 1999.12.31

1999-R-15 기본 서울시 노후자동차 환경성 증진방안 김운수 장지희, 정주영 1999.01.01~ 1999.12.31

1999-R-16 기본 도시하천 생태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 
홍제천, 불광천, 난지천을 중심으로

박제철 이재원, 이소라, 최광수 1999.01.01~ 1999.12.31

1999-R-17 기본 서울시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이창우 오용선, 김지현 1999.01.01~ 1999.12.31

1999-R-30 기본 서울시 환경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김윤종 이창우, 조용현, 원종석 1999.01.01~ 1999.12.31

1999-PR-12 정책 서울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시설향상 방안 연구 조용모 이종규, 조항문, 백인경 1999.03.08~ 1999.09.30

1999-PR-14 정책 서울시 청소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유기영 이종규, 박광주, 천무익, 이승재 1999.04.06~ 1999.08.05

1999-PR-22 정책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연구 김운수 조임곤, 김영래, 정주영 1999.10.01~ 1999.12.31

1999-AR-02 협약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 김갑수 김영란, 최광수 1999.05.15~ 1999.10.15

1999-ER-03 수탁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1차)

박제철 강영옥 1999.02.27~ 2000.02.26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5-R-24 기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시 환경관리방안 김갑수 이창우, 이승재, 정진희 1995.03.01~ 1995.10.31

1996-R-16 기본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 이창우 조항문, 이승재 1996.02.01~ 1997.07.31

1996-R-17 기본 자연형하천으로의 정비방안 연구 이상호 이상희, 이상현, 정순우, 이창석 1996.01.01~ 1996.12.31

1996-R-18 기본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김갑수 김운수, 함건식, 추병길 1996.02.01~ 1996.12.31

1996-R-19 기본 쓰레기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 방안 : 
가정 및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이번송 김지욱, 유기영, 박상후, 이진숙 1996.01.01~ 1996.12.31

1996-R-20 기본 서울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타당성 연구 김갑수 김영란, 강현주, 박배경 1996.01.01~ 1996.12.31

1996-R-21 기본 수돗물 직결공급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조용모 이연희, 홍헌표, 유명진, 조준모 1996.01.01~ 1996.12.31

1996-R-22 기본 서울시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이창우 조항문, 이승재 1996.04.01~ 1996.12.31

1997-R-16 기본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방안 유기영 함건식, 이현미, 이진숙 1997.01.01~ 1997.12.31

1997-R-17 기본 서울시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감량 및 
재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갑수 박배경, 이상희, 구자용 1997.01.01~ 1997.12.31

1997-R-18 기본 정수슬러지의 처리·처분 연구 조용모 조항문, 장지희 1997.01.01~ 1997.11.30

1997-R-19 기본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방안 : 
소규모 공사장 중심으로

김운수 추병길, 이수진 1997.01.01~ 1997.10.31

1997-R-20 기본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김운수 이수진, 홍헌표 1997.04.01~ 1997.12.31

1997-R-21 기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지욱 박상후, 석철영 1997.01.01~ 1997.12.31

1997-R-22 기본 서울시 녹색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녹지확충 방안 이상호 정주영, 차수영, 이연희 1997.01.01~ 1997.10.31

1997-R-23 기본 서울시 시정의 환경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 
환경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창우 이승재, 박은철 1997.01.01~ 1997.12.31

1997-R-37 기본 GIS를 이용한 도시방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건축물 안전관리정보체계 구축방안

김윤종 송철호, 원종석 1997.01.01~ 1997.12.31

1997-ER-08 수탁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1998) 김갑수 김애리 1997.08.08~ 1998.12.07

1997-ER-09 수탁 퇴적토 자원화 실험연구 김갑수 조항문, 정주영, 이연희, 장지희 1997.08.08~ 1998.02.28

1997-ER-11 수탁 서울시 지하철 환경개선 방안 연구 김갑수 김운수, 정주영, 추병길 1997.09.29~ 1998.04.28

1998-R-13 기본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실천방안 연구

김운수 이수진, 장지희 1998.01.01~ 1998.12.31

1998-R-14 기본 재활용제품산업 활성화 방안 김지욱 박상후, 석철영, 최미선 1998.01.01~ 1998.12.31

076 077 안전ㆍ환경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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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9-ER-17 수탁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1차년도) 이창우 최기수, 조용모, 조항문, 조양숙, 
정현영, 백인권, 최기수, 허미선, 
성연주

1999.12.06~ 2000.12.30

1999-ER-18 수탁 수치지도를 활용한 폐수배출업소 
관리시스템 구축연구

조용모 박수홍, 최진무 1999.12.23~ 2000.06.22

1999-ER-19 수탁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의 상수도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수시설 진단과 배·급수 수질관리 및 홍보방안

조항문 조용모, 임경미, 이소라 1999.12.23~ 2000.12.22

2000-R-10 기본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 : 
생태계 재생

조용현 이재원, 조수현 2000.01.01~ 2000.12.31

2000-R-11 기본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 : 
매립층의 안정화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유기영 이소라, 이재영 2000.01.01~ 2000.12.31

2000-R-12 기본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 : 
지하수 및 침출수 관리

조용모 김호상, 성원모, 유명진 2000.01.01~ 2000.12.31

2000-R-13 기본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 : 악취관리

김갑수 조경숙, 세이시오카다, 정주영 2000.01.01~ 2000.12.31

2000-R-14 기본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 : 
대기오염(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김운수 신동천, 장지희, 동종인 2000.01.01~ 2000.12.31

2000-R-15 기본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Ⅱ 이창우 문태훈, 홍민선, 서현교 2000.01.01~ 2000.12.31

2000-R-16 기본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 적용방안 연구 김영란 진상엽 2000.01.01~ 2000.12.31

2000-R-26 기본 서울시 지하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김윤종 원종석, 이석민 2000.01.01~ 2000.12.31

2000-PR-08 정책 서울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개발 연구 이창우 김운수, 정규호, 서현교 2000.04.01~ 2000.04.29

2000-PR-24 정책 서울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통합 운영방안 연구

김운수 황기연, 김정필, 김진석 2000.09.01~ 2000.12.31

2000-ER-03 수탁 도심지내 주요 가로 및 지역의 적정 화장실 
소요판단 연구

조용모 　 2000.02.07~ 2000.03.27

2000-ER-06 수탁 서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 김운수 김학열, 신지혜, 엄정희 2000.03.09~ 2000.12.08

2000-ER-07 수탁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2차) : 도시생태 개념의 도시계획에의 
적용을 위한

조용현 이창우, 강영옥 2000.03.13~ 2001.02.2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0-ER-11 수탁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차년도) 이창우 조용모, 조항문, 이은정, 최현임, 
강민국, 주현희, 김선애, 김진경, 
임선희, 정현영, 임도영, 공학양, 
성연주, 최미영, 이동주

2000.03.23~ 2000.12.30

2000-ER-15 수탁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산정 연구 유기영 김지욱, 박용진 2000.04.10~ 2000.12.31

2000-ER-16 수탁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 유기영 이배연, 최광수, 변선주, 이오형 2000.04.10~ 2001.01.31

2000-ER-32 수탁 서울시 우수 생태계지역 정밀조사 연구 조용현 신수영, 한재혁, 권전오, 이수동, 
김경민, 송인주

2000.07.24~ 2001.11.23

2000-ER-35 수탁 중랑천 수질환경조사 : 
중랑천 생태적 복원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조용현 변화근, 심재한, 조수현, 김정수A 2000.08.29~ 2000.10.28

2001-R-12 기본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김운수 장지희 2001.01.01~ 2001.12.31

2001-R-13 기본 서울시 도시공원내 연못 수질관리 방안 조항문 임경미, 김미형, 심효석 2001.01.01~ 2001.12.31

2001-R-14 기본 서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Ⅱ) 김운수 김학열, 김정아, 이지은 2001.01.01~ 2001.12.31

2001-R-15 기본 서울시 자치구의 남은 음식물 처리기반 확보방안 유기영 이소라 2001.01.01~ 2001.12.31

2001-R-16 기본 서울시 도시 생태계의 장기 모니터링 방안 연구 조용현 조수현, 이재원 2001.01.01~ 2001.07.31

2001-R-17 기본 서울시 환경관리를 위한 생태예산 기법 도입방안 연구 이창우 임현진 2001.01.01~ 2001.12.31

2001-R-18 기본 안양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조용모 김효상, 박정임, 이승교 2001.01.01~ 2001.12.31

2001-R-31 기본 서울지하수관리 방안 : 지하수 보전구역 선정 및 관리, 
지하수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김윤종 이석민 2001.01.01~ 2001.12.31

2001-PR-14 정책 외국의 대도시권 환경행정체계 연구 우재영 　 2001.05.28~ 2001.08.27

2001-PR-25 정책 수해위험요소의 정형화를 위한 기초연구 조용모 김은진 2001.09.11~ 2001.11.10

2001-ER-02 수탁 중랑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생태지도 제작 김갑수 조용모, 김영란, 이석민, 정주영, 
양경수, 최광수, 박정임

2001.02.15~ 2002.04.14

2001-ER-04 수탁 서울시 지하수관정관리시스템 구축 김윤종 이석민, 이성복A, 유성열 2001.03.06~ 2002.02.28

2001-ER-07 수탁 서울시 비오톱유형별 생태계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연구(1단계)

조용현 송인주, 신지혜, 이건표, 이경학, 
진유리

2001.03.16~ 2002.05.15

2001-ER-08 수탁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녹지의 환경보전효과 
측정과 수요예측 및 합리적 배치방안 연구 Ⅰ

조용현 신수영, 장현정 2001.03.16~ 2002.03.15

2001-ER-10 수탁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2001) 김갑수 조용현, 이경학, 조수현, 김경민, 
이재원, 손삼기, 이소라

2001.03.21~ 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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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ER-26 수탁 단독주택지역 남은 음식물 수거원가 분석연구 유기영 이종규, 김부겸, 정세은 2001.10.15~ 2002.01.14

2001-ER-32 수탁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기준 재검토 : 
서울시 침수지역의 설계빈도, 유출계수 및 
빗물받이시설기준 재검토

김영란 김갑수, 김진영A, 최광수 2001.12.12~ 2002.12.11

2001-ER-37 수탁 난지도 평매립지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 유기영 김운수, 김은진, 김부겸, 장지희, 
최진원

2001.12.28~ 2002.09.14

2002-R-14 기본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이창우 임현진 2002.01.01~ 2002.12.31

2002-R-15 기본 폐기물무배출도시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유기영 이소라 2002.01.01~ 2002.12.31

2002-R-16 기본 하수관준설토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김영란 정남숙 2002.01.01~ 2002.12.31

2002-R-17 기본 수요가 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 조용모 조항문, 임경미, 양경수, 이혜영 2002.01.01~ 2002.12.31

2002-R-18 기본 서울시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증가 
원인조사와 대책방안 강구

김갑수 김영근 2002.01.01~ 2002.12.31

2002-R-19 기본 환경지도 제작을 위한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 방안 대책방안 강구

조용현 류상림, 박종빈, 이지은, 황승미 2002.01.01~ 2002.08.31

2002-R-20 기본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김운수 김정아 2002.01.01~ 2002.07.31

2002-R-36 기본 서울시 상습침수지역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김윤종 이석민, 김태화 2002.01.01~ 2002.12.31

2002-PR-02 정책 환경월드컵 대비 서울시 대기환경 관리 : 
주요 추진전략과 모니터링 체계

김운수 김은진 2002.01.01~ 2002.02.28

2002-PR-10 정책 서울시 자치구 환경행정 개선방안 연구 이창우 　 2002.02.01~ 2002.04.30

2002-PR-12 정책 황사현상의 특성분석 및 피해저감 방안 연구 김운수 김은진 2002.04.15~ 2002.08.14

2002-PR-13 정책 북한 금강산댐(임남댐) 건설가동에 따른 서울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처방안 검토

김갑수 　 2002.05.08~ 2002.06.07

2002-PR-16 정책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김운수 　 2002.08.20~ 2002.09.28

2002-PR-23 정책 서울시 소음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오재응 이충휘 2002.12.18~ 2003.03.17

2002-AR-04 협약 월드컵공원 개원기념 라운드테이블 : 
매립지 환경복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이창우 반영권 2002.04.29~ 2002.07.1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2-ER-02 수탁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 한강 생태지도 김갑수 안진희, 김동하, 조수현, 이재원, 
장지희, 이경학, 이지은, 신승숙, 
정윤희, 김경민

2002.01.14~ 2002.07.20

2002-ER-08 수탁 서울시 복개하천내 수질개선 방안 연구 : 
도림천 수계를 중심으로

조용모 박정임, 이혜영 2002.02.28~ 2003.02.27

2002-ER-09 수탁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유기영 김부겸, 박주형 2002.03.12~ 2002.10.11

2002-ER-10 수탁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녹지의 환경보전효과 
측정과 수요예측 및 합리적 배치방안 연구 Ⅱ

조용현 김경민, 장현정, 신수영 2002.03.23~ 2003.03.15

2002-ER-19 수탁 지하공기오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김운수 장미, 문부식, 임득용 2002.04.22~ 2003.07.21

2002-ER-20 수탁 공원연못 수질개선 방안 연구 조항문 조동길, 조수현, 양경수 2002.04.25~ 2003.03.24

2002-ER-22 수탁 서울시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조용모 박정임, 한근혁, 이혜영 2002.05.08~ 2003.04.07

2002-ER-23 수탁 서울시 비오톱유형별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조용현 송인주, 진유리, 신지혜 2002.05.16~ 2003.05.15

2002-ER-24 수탁 난지도 종합자료집 이창우 박종빈, 정미연, 양준환, 이재수, 
류상림, 정현미

2002.05.20~ 2003.03.19

2002-ER-28 수탁 2002년 지하수 관측자료 분석 및 중량천 유역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연구

김윤종 원종석, 유성열 2002.06.01~ 2003.03.31

2002-ER-36 수탁 하수 및 처리수의 상수원 유입차단 타당성 검토 김갑수 김형준, 김철웅 2002.08.29~ 2003.04.28

2002-ER-41 수탁 한강공원 둔치 청소 및 
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방안 연구

유기영 이종규, 김부겸, 정우현 2002.11.12~ 2003.03.11

2003-R-09 기본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 서울시 환경정책의 발전 방향 이창우 박종빈 2003.01.01~ 2003.12.31

2003-R-10 기본 서울시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조용현 진유리, 조수현 2003.01.01~ 2003.12.31

2003-R-11 기본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방안 검토 연구 김영란 김진영A 2003.01.01~ 2003.12.31

2003-R-12 기본 서울시 단독주택 및 상가의 재활용품분리율
 제고방안 연구

유기영 진병호 2003.03.01~ 2003.09.30

2003-R-13 기본 빗물이용을 통한 도시침수 저감 및 수돗물 절약방안 김갑수 김영근, 양지희 2003.01.01~ 2003.11.30

2003-R-14 기본 서울시 도시하천의 비홍수기 수리·수문특성 
기초조사연구 : 정릉천을 사례로

조항문 심우배, 임경미 2003.01.01~ 2003.12.31

2003-R-15 기본 서울시 상수도사용량 검침방법과 요금체계 개선연구 조용모 이혜영 2003.01.01~ 2003.12.31

2003-PR-05 정책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총량관리 정책개발 연구

김운수 박선숙 2003.03.17~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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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3-PR-19 정책 서울시 대기질 개선의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곽승준 　 2003.11.11~ 2004.05.10

2003-ER-04 수탁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녹지의 환경보전효과 
측정과 수요예측 및 합리적 배치방안 연구 III

조용현 신수영, 장현정 2003.03.15~ 2004.03.25

2003-ER-06 수탁 서울시 물순환기본계획 연구 김갑수 김영란, 김진영A, 정남숙, 황성환, 
고윤휘, 양지희

2003.03.31~ 2004.09.30

2003-ER-08 수탁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조용현 송인주, 류상림, 장현정, 조수현, 
진유리, 신지혜

2003.04.11~ 2004.03.10

2003-ER-11 수탁 서울환경비전 2020 조용모 유기영, 조항문, 이창우, 김운수, 
조용현, 송인주, 최여진, 여형범, 
신지혜, 김동환, 박정임, 이영재, 
이혜영, 신수영

2003.04.28~ 2004.09.20

2003-ER-13 수탁 서울시 비오톱 유형별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조용현 송인주, 진유리, 신지혜 2003.05.16~ 2004.04.30

2003-ER-21 수탁 지하철역사 지하수를 이용한 히트펌프시스템 
설치 타당성 연구

조항문 이종규, 김동환, 박이종 2003.07.03~ 2004.04.02

2003-ER-23 수탁 성북구 환경미화원 인력진단 연구 유기영 이영재 2003.07.22~ 2003.11.21

2003-ER-26 수탁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 김윤종 이석민, 원종석, 최지윤, 유성열, 
채기탁, 이병선, 윤현식

2003.08.27~ 2004.12.26

2003-ER-41 수탁 극한강우시 침수예상지역 대피계획 수립 김윤종 이석민, 원종석, 신윤호, 여창건, 
심우배

2003.12.10~ 2004.07.09

2003-ER-47 수탁 지속가능한 서울 발전을 위한 “서울의제21”평가 및 
수정방향 제시 연구

이창우 박종빈, 심재만, 김민희 2003.12.24~ 2004.02.29

2004-R-14 기본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이창우 김민희 2004.03.01~ 2004.09.30

2004-R-15 기본 가정에서의 수돗물 사용량 기초조사 연구 김갑수 양지희 2004.01.01~ 2004.12.31

2004-R-16 기본 성북천 복원사업의 효과평가 연구 조용모 여형범, 이혜영 2004.01.01~ 2004.07.31

2004-R-17 기본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김운수 김정아 2004.01.01~ 2004.12.31

2004-R-18 기본 하천수질정화공법의 평가 및 적용방안 조항문 조수현, 김동환 2004.03.01~ 2004.11.30

2004-R-19 기본 서울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적용방안 김영란 김진영A 2004.03.01~ 2004.12.31

2004-R-20 기본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성 제고를 위한 
녹지평가지표 개발과 계획기법 연구

송인주 목정훈, 신지혜, 김두운, 황성련 2004.01.01~ 2004.10.31

2004-R-21 기본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 유기영 이영재, 진유리, 조수현 2004.01.01~ 2004.07.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4-R-22 기본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김운수 홍영실 2004.03.01~ 2004.12.31

2004-PR-05 정책 개별차량의 주행형태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추정 방법론 정립

이영인 　 2004.03.25~ 2004.06.24

2004-PR-09 정책 그린시티 평가지표 적용을 통한 
서울시 환경행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변병설 박성혜, 배수진 2004.06.09~ 2004.12.08

2004-PR-18 정책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Ⅰ) : 국내외 대규모 재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윤종 강영옥, 이석민, 변미리, 신상영, 
강진구

2004.08.01~ 2004.09.30

2004-PR-21 정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예정지의 
용수공급 가능성 검토

김갑수 이소라 2004.08.16~ 2004.10.15

2004-PR-27 정책 서울시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 수립 방안(Ⅱ) : 
지진발생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김윤종 강영옥, 이석민, 변미리, 신상영, 
강진구

2004.10.15~ 2005.04.14

2004-AR-04 협약 서울시 비오톱 유형별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조용현 　 2004.11.08~ 2004.12.31

2004-ER-04 수탁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 연구 김갑수 김영란, 황성환, 오정선 2004.01.31~ 2004.09.30

2004-ER-09 수탁 2004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초안 검토에 관한 약정

조용현 이현진, 조수현, 홍영실, 김진영A, 
김민희, 신지혜, 박선숙

2004.02.17~ 2005.02.16

2004-ER-12 수탁 깨끗하고 활기찬 삶터를 위한 
성북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유기영 이영재 2004.02.24~ 2004.06.23

2004-ER-16 수탁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조용현 송인주, 권영상, 김지연 2004.03.02~ 2005.02.28

2004-ER-24 수탁 지역 대기질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김운수 김관, 김호정 2004.05.04~ 2005.03.03

2004-ER-27 수탁 “맑고 쾌적한 강남 21” 기획편집 이창우 정진아, 박종빈 2004.05.14~ 2004.07.13

2004-ER-30 수탁 수해 대비 주민대피 체계도 학술용역 김윤종 신상영, 여창건, 백창현, 심우배 2004.05.25~ 2004.12.30

2004-ER-33 수탁 은평구 환경보전계획 (2005-2014) 이창우 조항문, 김운수, 조용현, 박선숙, 
허태욱, 조수현

2004.06.29~ 2004.12.28

2004-ER-34 수탁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김갑수 김영란, 조항문, 조용현, 송인주, 
윤혁렬, 변미리, 정진아, 오정선, 
지세진, 김소희, 황성환

2004.07.01~ 2005.11.30

2004-ER-44 수탁 지속가능성 평가의 평가대상 선정범위 설정 및 
평가요소간 조정통합에 관한 연구

김운수 이창우, 김민희, 김고운 2004.09.16~ 2005.03.15

2004-ER-54 수탁 서울시 하천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및 성과확보 방안 김윤종 원종석, 최종석, 황명화, 여창건 2004.12.28~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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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5-R-15 기본 소규모 대지안의 조경 개선방안 조용현 김지연 2005.01.01~ 2005.10.31

2005-R-16 기본 서울시 초기우수처리대책 연구 김영란 송현섭 2005.01.01~ 2005.12.31

2005-R-17 기본 하수처리장 유입량 감소 원인 및 효과 분석 김갑수 나유미, 김선형 2005.03.01~ 2005.12.31

2005-R-18 기본 상수원에 조류 이상 증식시 대응 방안 조항문 조수현 2005.01.01~ 2005.08.31

2005-R-19 기본 서울시 외래식물의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 송인주 신지혜 2005.03.01~ 2005.12.31

2005-R-20 기본 빗물관리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방안 연구 : 
망우산과 서울숲을 중심으로

조용모 이종규, 김소희 2005.03.01~ 2005.09.30

2005-R-21 기본 대도시 지속가능성 지수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창우 허태욱, 김민희 2005.01.01~ 2005.10.31

2005-R-22 기본 서울시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방안

김운수 허명순, 홍영실, 김정아 2005.01.01~ 2005.07.31

2005-R-23 기본 서울시 공공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운영개선 방안 유기영 이소라 2005.01.01~ 2005.10.31

2005-R-41 기본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방지 대책 및 대피체계 
수립 방안 : 지하철 침수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김윤종 백창현, 여창건, 최지윤 2005.01.01~ 2005.10.31

2005-R-44 기본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개선 연구 이석민 유기영, 원종석 2005.03.01~ 2005.12.31

2005-PR-15 정책 외국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

김승욱 　 2005.07.04~ 2006.02.17

2005-PR-23 정책 세계 대도시 환경관리정책 비교연구 김운수 유기영, 조항문, 조용현, 김정아 2005.09.01~ 2006.07.31

2005-PR-28 정책 도시내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문기상 변화분석 안재현 　 2005.10.26~ 2006.01.25

2005-PR-30 정책 확률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대기오염도 예측 연구 김학열 　 2005.10.26~ 2006.01.25

2005-PR-36 정책 서울시 상수도의 장기적 역할에 관한 기초 연구 유명진 　 2005.10.14~ 2006.02.13

2005-PR-38 정책 청계천·서울숲 조성에 따른 미기후 및 
생태변화 조사연구

조용현 김운수, 조수현, 김관 2005.10.01~ 2006.03.31

2005-PR-48 정책 하노이시 홍강 하천정비 및 주변 개발 기본구상 김운수 김영란, 원종석, 조용현, 윤혁렬, 
임희지, 주영일, 박민진, 강부식, 
김광복, 김태오, 최지윤, 정우성, 
김정아, 이인성

2005.12.04~ 2006.04.03

2005-PR-49 정책 지하수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이석민 김동승 2005.12.07~ 2006.03.07

2005-AR-04 협약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평가·홍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조용현 송인주, 공자원, 송형주, 박현영A 2005.07.14~ 2005.12.2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5-ER-02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초안서 검토

김영란 유기영, 김운수, 송인주, 김성, 
정지향, 김민희, 김소희, 김정아, 
김지연

2005.02.21~ 2006.02.20

2005-ER-03 수탁 서울시 하천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및 성
과확보 방안 (2단계)

김윤종 원종석, 정상희 2005.02.28~ 2006.02.27

2005-ER-04 수탁 돌발 강우 대비 청계천 방재시스템 구축방안 김윤종 신상영, 원종석, 이석민, 여창건 2005.03.03~ 2005.11.02

2005-ER-09 수탁 영등포구 환경보전계획 김운수 유기영, 조항문, 조용현, 허태욱, 
정진아

2005.03.24~ 2005.10.21

2005-ER-17 수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지표 개발 조용현 김영란, 유기영, 조용모, 김운수, 
송인주, 김지연, 조수현

2005.05.25~ 2006.02.20

2005-ER-24 수탁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06-2015) 이창우 유기영, 김영란, 조항문, 김운수, 
조용현, 송인주, 허태욱, 정진아

2005.06.27~ 2006.02.09

2005-ER-25 수탁 시민적 수요에 부응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공급방안 연구 : 하수처리수를 중심으로

김영란 김갑수, 황성환 2005.07.01~ 2006.04.30

2005-ER-26 수탁 청계천 청소·경비 기준설정 및 원가분석 연구 유기영 이종규, 김영효, 이지은A 2005.07.05~ 2005.08.29

2005-ER-28 수탁 서울시 상습침수지역 설정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신상영 백승만, 이석민, 정수인, 김희주A 2005.07.25~ 2006.03.26

2005-ER-42 수탁 유수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 김영란 송인주, 송현섭 2005.11.15~ 2006.05.14

2005-ER-43 수탁 강남구 환경보전계획 조용모 유기영, 조항문, 김운수, 조용현, 
송인주, 김민희, 최지윤, 양지희

2005.11.16~ 2006.06.15

2005-ER-51 수탁 자원회수시설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유기영 고주연A 2005.12.20~ 2006.03.03

2005-ER-52 수탁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 김원주 조용현, 김지연 2005.12.21~ 2006.12.20

2005-ER-53 수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김운수 김관, 최지윤, 김강휘 2005.12.27~ 2006.11.26

2006-R-08 기본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연구

김운수 정숙영, 조용현, 김경배 2006.01.01~ 2006.10.31

2006-R-17 기본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 및 이행계획 평가 김운수 김정아, 차은수 2006.01.01~ 2006.12.31

2006-R-18 기본 친수하천의 수질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연구 조용모 이혜영, 양지희, 김소희 2006.01.01~ 2006.10.31

2006-R-19 기본 단위개발사업의 자연훼손 평가 및 적용방안 김원주 황성련 2006.03.01~ 2006.12.31

2006-R-20 기본 하수관거 최적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구축방안 연구 김영란 황성환 2006.03.01~ 2006.09.30

2006-R-21 기본 서울시 도시하천의 생태 통로 기능향상 방안 조항문 이준영 2006.01.01~ 2006.10.31

084 085 안전ㆍ환경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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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6-R-22 기본 생태통로의 조성효과 분석 및 관리매뉴얼 작성 송인주 신상희, 정진아 2006.01.01~ 2006.10.31

2006-R-23 기본 도로청소 효과분석 및 청소방법 정립 유기영 나유미 2006.01.01~ 2006.10.31

2006-R-37 기본 서울시 지역안전도 평가모형 개발연구 
(홍수재해를 중심으로)

이석민 이창희, 여창건 2006.03.01~ 2006.12.31

2006-PR-02 정책 교통신호 개선에 따른 대기환경 및 
에너지 소비 효과평가 연구

김운수 김원호, 이태훈, 허정아, 김강휘 2006.01.10~ 2006.07.09

2006-PR-29 정책 한강 물빼기에 따른 한강수위 변화 예측 김갑수 이혜영, 나유미 2006.10.08~ 2006.12.14

2006-PR-35 정책 미국 대도시권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례연구 최유진 김소희 2006.12.01~ 2007.02.28

2006-PR-36 정책 중랑 및 서남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에 따른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김갑수 이혜영 2006.12.15~ 2007.04.14

2006-ER-01 수탁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2006~2010) 송인주 신상희, 정진아 2006.01.31~ 2006.11.30

2006-ER-03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초안 검토 조용현 김영란, 유기영, 김운수, 송인주, 
김원주, 정숙영, 황성환, 정지향, 
조수현

2006.02.21~ 2007.02.20

2006-ER-04 수탁 한강생태계 조사연구(2007) 김갑수 조용모, 송인주, 조용현, 문성진, 
나유미, 조수현

2006.02.28~ 2006.12.27

2006-ER-06 수탁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방안 연구 조용모 조항문, 이창우, 정병순, 김소희, 
이혜영

2006.03.06~ 2006.10.05

2006-ER-09 수탁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조항문 조용모, 목정훈, 박희석, 김근숙, 
김상희

2006.03.21~ 2006.11.30

2006-ER-17 수탁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의 효과분석 김영란 김갑수, 정민수, 황성환 2006.05.18~ 2007.05.17

2006-ER-20 수탁 서울시 기후지도제작(1차년도) 김운수 이석민, 정숙영, 최지윤 2006.05.30~ 2007.01.29

2006-ER-21 수탁 청소용역 효율성 향상 방안 유기영 차은수, 김소희 2006.06.16~ 2006.11.15

2006-ER-32 수탁 통합 내배수 침수방어기술 개발 신상영 원종석, 김윤종, 이석민, 이창희, 
여창건, 양지희, 이창희, 이양재A

2006.09.01~ 2007.06.30

2006-ER-39 수탁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자동차 
처리방안 기본연구

김운수 김원호, 최지윤, 김정아, 장지희 2006.11.03~ 2007.01.31

2006-ER-50 수탁 강남구 대기오염도 조사연구 최유진 김정아 2006.12.28~ 2007.11.22

2007-R-16 기본 잠실수중보 어도 생태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방안 송인주 유성희, 정진아 2007.03.01~ 2007.12.31

2007-R-17 기본 수질특성과 수중보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 방안 조용모 양지희 2007.03.01~ 2007.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7-R-18 기본 분뇨수거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유기영 조인성 2007.01.01~ 2007.10.31

2007-R-19 기본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작성 김영란 정민수 2007.03.01~ 2007.12.31

2007-R-20 기본 서울시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방안 조항문 김윤희 2007.01.01~ 2007.10.31

2007-R-21 기본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김원주 신상희 2007.01.01~ 2007.10.31

2007-R-22 기본 도로변 빗물받이 악취 해소방안 김갑수 나유미 2007.01.01~ 2007.12.31

2007-R-45 기본 서울시민을 위한 풍수해보험 개선 김윤종 여창건 2007.02.01~ 2007.11.30

2007-PR-08 정책 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 조사 조항문 김근숙, 김윤희, 김하나, 홍재선 2007.04.01~ 2008.02.28

2007-PR-13 정책 미래 서울에 부합하는 3-WAY 조성구상 유기영 김영란, 김갑수, 조항문, 김운수,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신상희, 
양석우

2007.05.01~ 2007.12.31

2007-PR-14 정책 신·재생에너지 타운 조성방안 조항문 김근숙, 김윤희, 김하나, 최지윤 2007.05.01~ 2008.03.31

2007-PR-27 정책 지구온난화 대응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전략 연구 김운수 김정아 2007.08.01~ 2007.11.30

2007-ER-01 수탁 한강생태계 조사연구(2007) 김갑수 조용모, 송인주, 김원주, 조수현, 
나유미, 신동훈, 문성진

2007.01.03~ 2007.10.02

2007-ER-04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초안 검토에 관한 
약정(2007)

김영란 유기영, 김운수, 송인주, 김원주, 
정지향, 박종빈, 김유리, 황성환

2007.02.21~ 2008.02.20

2007-ER-07 수탁 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 김영란 황성환 2007.03.06~ 2008.01.05

2007-ER-11 수탁 수도권 저공해화 미이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행방안 연구

김운수 김정아 2007.04.11~ 2007.11.30

2007-ER-14 수탁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연구 김원주 장남종, 김선웅, 김승주, 김채련, 
변유진, 남성우, 황종아, 연정민

2007.04.18~ 2009.02.10

2007-ER-18 수탁 자연경관영향 평가기법 및 자연경관심의제 운영 
매뉴얼 개발

송인주 정진아, 유성희 2007.04.27~ 2007.11.26

2007-ER-19 수탁 송·배수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연구 조용모 조항문, 양지희, 이혜영, 윤경은, 
남미아

2007.05.08~ 2008.09.30

2007-ER-22 수탁 자연경관심의제 중간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송인주 유성희 2007.06.15~ 2007.10.14

2007-ER-24 수탁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조항문 김경철, 유기영, 조용모, 김운수, 
박은철, 정인환, 박천건, 김하나, 
김근숙

2007.06.20~ 2008.05.30

086 087 안전ㆍ환경
제1부 
연구과제

https://www.si.re.kr/node/23812
https://www.si.re.kr/node/23817
https://www.si.re.kr/node/23808
https://www.si.re.kr/node/23808
https://www.si.re.kr/node/24226
https://www.si.re.kr/node/24267
https://www.si.re.kr/node/24318
https://www.si.re.kr/node/24319
https://www.si.re.kr/node/24311
https://www.si.re.kr/node/24328
https://www.si.re.kr/node/24268
https://www.si.re.kr/node/24303
https://www.si.re.kr/node/24277
https://www.si.re.kr/node/24353
https://www.si.re.kr/node/24492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7-ER-27 수탁 하수잠열회수 지역냉·난방 활용 타당성 연구 및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조항문 조용모, 배준식, 최지윤, 김윤희 2007.06.29~ 2007.12.28

2007-ER-30 수탁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 제작(2차년도) 김운수 이석민, 최유진, 홍재선, 김정아 2007.08.01~ 2008.07.31

2007-ER-32 수탁 북악산 일원 자연생태 조사 송인주 유성희 2007.08.14~ 2008.08.13

2007-ER-35 수탁 공원내 화장실 개선방안 연구 조용모 표혜령, 조의현, 남미아 2007.08.20~ 2008.01.17

2007-ER-41 수탁 바이오매스 자원순환을 위한 도농 광역화 처리 활성화 
방안

유기영 이인규, 이경대, 윤종현, 홍세일 2007.09.01~ 2008.01.31

2007-ER-47 수탁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의 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

김운수 유기영, 최유진, 정은희, 서민아, 
김정아

2007.09.27~ 2009.02.27

2007-ER-48 수탁 통합 내배수 침수방어기술 개발(Ⅱ) 신상영 원종석, 김윤종, 이석민, 이성원, 
지승희, 이창희, 이양재A

2007.07.01~ 2008.04.30

2007-ER-51 수탁 노원구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관련 학술연구 김원주 김승현 2007.11.12~ 2008.04.25

2007-ER-53 수탁 도시림 실태조사 송인주 정진아, 유성희 2007.11.13~ 2008.11.12

2007-ER-56 수탁 난지물재생센터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운영 방안 연구

김영란 김갑수, 이종규, 이승민, 나유미, 
황성환

2007.11.22~ 2008.06.19

2007-ER-61 수탁 마곡도시개발구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보고서

조항문 조용모, 김윤희, 김하나 2007.12.31~ 2008.11.30

2008-SR-04 전략 선진 안전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 원종석 김윤종, 여창건, 김강현, 지승희 2008.05.01~ 2008.09.30

2008-SR-06 전략 서울시 화석에너지 감축방안 김경철 박희석, 이신해, 조달호, 조항문, 
박은철, 배준식, 황인창

2008.07.15~ 2008.09.14

2008-PR-03 정책 서울시 하수도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

김윤종 원종석, 여창건, 김강현 2008.01.01~ 2008.04.30

2008-PR-19 정책 서울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연구 송인주 반정화, 정진아 2008.04.01~ 2008.07.31

2008-PR-27 정책 교통-대기질 연계데이터 구축 및 관리 활용방안 연구 최유진 고준호, 이세희, 신상희 2008.06.01~ 2008.09.30

2008-PR-31 정책 서울시 포장재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김갑수 박희석, 이승민 2008.07.01~ 2008.10.31

2008-PR-32 정책 서울시 폐기물 활용방안 조항문 　 2008.07.01~ 2008.11.30

2008-PR-37 정책 서울시 소재 문화재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김윤종 원종석, 지승희 2008.08.01~ 2008.11.30

2008-PR-39 정책 이용자의 평가를 통한 어린이공원 개선방안 연구 김원주 금기용, 신상희 2008.08.01~ 2008.11.30

2008-PR-40 정책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조용모 김윤희 2008.08.01~ 2008.11.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8-PR-41 정책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방안 유기영 정진아 2008.08.01~ 2008.11.30

2008-PR-45 정책 도시형 조류인플루엔자(AI)의 
서울시 대응체계 확립방안

원종석 김윤종, 김강현 2008.09.15~ 2008.12.31

2008-PR-47 정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과 모니터링

김원주 조용모, 남미아, 신상희, 고병조 2008.09.22~ 2009.11.21

2008-ER-02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초안 검토에 관한 약정(2008)

김영란 황성환, 조수현 2008.02.21~ 2009.02.20

2008-ER-06 수탁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송인주 김원주, 유성희, 김채련 2008.03.12~ 2009.02.28

2008-ER-07 수탁 음식폐기물처리 개선방안 연구 :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방안

유기영 김영란, 김갑수, 신경희, 홍세일, 
김하나A

2008.03.12~ 2009.03.11

2008-ER-09 수탁 서울특별시 물환경 종합관리계획 김영란 김갑수, 황성환, 윤경은 2008.04.01~ 2009.04.18

2008-ER-25 수탁 통합내배수 침수 방어기술 개발(3차년도) 신상영 김윤종, 문지영, 이양재A 2008.05.01~ 2009.04.30

2008-ER-33 수탁 서울시 도시림 실태조사 및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송인주 최유진, 신지혜, 김시정 2008.12.08~ 2009.12.08

2008-ER-38 수탁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변경 학술연구 조항문 박은철, 고준호, 배준식, 홍재선 2008.12.31~ 2009.06.29

2009-BR-07 기초 늘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서울 만들기 김갑수 이승민 2009.10.01~ 2009.12.31

2009-SR-10 전략 저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조항문 진상현, 김민경, 김윤희, 김성은 2009.12.21~ 2010.06.20

2009-PR-01 정책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성과분석 및 비전수립 김운수 신성일, 김원주, 김정아 2009.01.08~ 2009.05.27

2009-PR-05 정책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악취 저감방안 연구 조용모 남미아 2009.01.28~ 2009.06.27

2009-PR-08 정책 다중이용업소 피난대책 향상 및 
집중관리지역 구역화 방안

김윤종 신상영, 지승희, 장순철 2009.02.01~ 2009.05.31

2009-PR-09 정책 고도재생수를 이용한 서울시 지천의 
유지수량 확보방안

김갑수 이승민 2009.02.01~ 2009.06.30

2009-PR-22 정책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영업규모 연구 유기영 윤형호, 정진아 2009.04.01~ 2009.07.31

2009-PR-23 정책 서울시 주요산 도시공원화에 따른
 주제공원 조성 및 이용증진 방안

김원주 장남종, 연정민 2009.04.01~ 2009.10.31

2009-PR-25 정책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조용모 남미아 2009.04.15~ 2009.10.31

2009-PR-32 정책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진상현 박은철, 황인창 2009.06.01~ 2009.10.31

2009-PR-33 정책 도시재난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도 평가 방안 김윤종 신상영, 지승희 2009.06.01~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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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PR-43 정책 지진과 대규모 화재발생 관점에서 본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위험도

이광훈 　 2009.08.19~ 2009.11.19

2009-PR-49 정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관련 서울시의 대응방안

진상현 황인창 2009.09.14~ 2010.01.13

2009-PR-52 정책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 구축 김윤종 신상영, 김귀영, 지승희 2009.10.01~ 2009.12.31

2009-PR-55 정책 물재생 및 관리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조용모 윤형호, 남미아 2009.11.01~ 2010.03.31

2009-ER-04 수탁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제작 : 
2차년도

송인주 김원주, 민현석, 김민경, 김채련, 
김시정, 유성희

2009.01.29~ 2010.03.25

2009-ER-08 수탁 잠실상수원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김영란 김갑수, 황성환 2009.02.03~ 2009.10.02

2009-ER-11 수탁 건설기계 및 이륜차 오염물질 저공해방안 조사·연구 최유진 김운수, 정은희, 김정아 2009.02.16~ 2009.12.15

2009-ER-12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에 관한 약정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조수현, 윤경은, 황성환

2009.02.20~ 2010.02.19

2009-ER-15 수탁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김운수 조항문, 신성일, 신상영, 김원주, 
최유진, 진상현, 김대현, 정보리, 
김성욱, 김정아

2009.03.23~ 2009.09.22

2009-ER-19 수탁 확률년수 상향조정에 따른 합류식하수관거의 
청천시 퇴적방지를 위한 적정 최소유속

김영란 김갑수, 윤경은 2009.04.02~ 2009.11.29

2009-ER-20 수탁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상세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2차년도)

김운수 최유진, 김정아, 정은희 2009.04.06~ 2010.11.13

2009-ER-22 수탁 서초구 신재생에너지 계획 및 
기후 에너지 생태지도

조항문 원종석, 송인주, 김민경, 김미영, 
홍재선

2009.06.01~ 2009.12.31

2009-ER-33 수탁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 제작(3차년도) 원종석 조항문, 김윤종, 이석민, 신상영, 
정상희, 이원영, 김미영, 홍재선

2009.06.29~ 2010.04.30

2009-ER-39 수탁 Zero Waste 도시조성을 위한 
재활용촉진품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유기영 조용모, 정진아 2009.08.07~ 2010.02.06

2009-ER-42 수탁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시행계획 수립 김운수 조항문, 최유진, 김정아, 정보리 2009.09.23~ 2009.12.31

2010-BR-04 기초 지자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초연구 진상현 김운수, 황인창 2010.03.01~ 2010.07.31

2010-BR-05 기초 서울시 외래식물의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 Ⅱ 송인주 김시정, 김채련 2010.05.01~ 2010.10.31

2010-BR-06 기초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비교 연구 김민경 임희지, 김민영, 이민희 2010.06.28~ 2010.11.30

2010-SR-03 전략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저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전략

송인주 이주일, 민현석, 여혜진, 김채련, 
김시정

2010.02.01~ 2010.07.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0-PR-01 정책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방안 김윤종 지승희, 이인혁, 신혜선, 박혜준 2010.01.01~ 2010.12.31

2010-PR-02 정책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방안 연구 김운수 최유진, 김정아 2010.01.01~ 2010.06.14

2010-PR-03 정책 한·일 하수도의 현황 및 미래 김갑수 2010.01.01~ 2010.12.31

2010-PR-06 정책 물부족에 대응한 물수요관리 도입계획 김영란 윤경은 2010.01.25~ 2010.07.24

2010-PR-09 정책 자원회수촉진형 생활폐기물처리 민관협력모델 유기영 김범식, 정진아, 남미아 2010.02.01~ 2010.06.30

2010-PR-14 정책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사업의 평가방안 김민경 조항문, 진상현, 이민희 2010.02.26~ 2010.08.31

2010-PR-15 정책 공원녹지분야의 탄소흡수원 확보 및 탄소저감 방안 김원주 김운수, 변유진, 김정아 2010.03.01~ 2010.08.31

2010-PR-24 정책 분뇨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분뇨수거량 저감 가능성 평가

유기영 김영란, 정진아, 한주희 2010.06.01~ 2010.11.30

2010-PR-29 정책 친환경 건강시대를 대비한 먹는 물 공급전략 조용모 박선희 2010.06.01~ 2010.11.30

2010-PR-32 정책 유럽 주요 대도시의 
녹색성장 전략과 서울시에의 시사점

온대원 　 2010.06.08~ 2010.12.08

2010-PR-36 정책 의무할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치방안

조항문 윤형호, 김민경, 유성희, 김윤희 2010.07.01~ 2010.12.31

2010-PR-45 정책 서울시 주요 대기관리정책의 복합영향 분석 최유진 김운수, 고경진 2010.08.01~ 2011.01.31

2010-PR-46 정책 기상이변에 대한 서울시 취약지역 대응방안 이석민 신상영, 배윤신, 김한샘 2010.08.09~ 2011.01.08

2010-PR-49 정책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운영방안 유기영 김선웅, 조달호, 이승민 2010.08.23~ 2010.12.22

2010-PR-51 정책 서울시 지하녹색공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송인주 김시정, 김채련 2010.10.01~ 2011.03.31

2010-PR-53 정책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김운수 김영란, 유기영, 최유진, 김민경, 
김정아

2010.10.01~ 2011.02.28

2010-PR-55 정책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배윤신 이석민, 박지혜 2010.10.11~ 2011.04.11

2010-PR-63 정책 서울시 토양오염 예방대책 강화방안 원종석 이승민 2010.11.16~ 2011.05.15

2010-PR-65 정책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송인주 최유진, 김채련, 김시정 2010.12.16~ 2011.06.15

2010-PR-67 정책 생활안전 관점에서 본 서울의 도시환경특성 연구 신상영 김혜령 2010.12.01~ 2011.05.31

2010-PR-71 정책 토지이용의 입체복합화에 따른 공원녹지 입체화 전략 김원주 유성희 2010.12.28~ 2011.06.30

2010-ER-08 수탁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김영란 유기영, 최유진, 장보람 2010.02.10~ 2010.12.19

090 091 안전ㆍ환경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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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0-ER-09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장보람, 황성환, 고경진

2010.02.21~ 2011.02.20

2010-ER-11 수탁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보고서 보완·편집 김원주 유성희 2010.03.08~ 2010.07.06

2010-ER-14 수탁 서울특별시 비점오염 및 월류수 저감방안 연구 김영란 장보람, 윤경은, 황성환 2010.03.15~ 2011.03.14

2010-ER-16 수탁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원종석 조용모, 송인주, 김시정, 김미영, 
박선희, 이원영

2010.03.24~ 2011.04.25

2010-ER-26 수탁 공동주택내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 기술개발

유기영 조항문, 김민경, 박중현, 정진아, 
홍재선, 김윤희

2010.05.31~ 2011.12.30

2010-ER-39 수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2011~2015) 김민경 조항문, 김묵한, 이민희, 김민영 2010.09.27~ 2011.04.26

2010-ER-42 수탁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유기영 윤형호, 정진아 2010.12.13~ 2011.05.12

2010-ER-43 수탁 2011 서울시 재난위험도 평가 및 활용방안 이석민 신상영, 배윤신, 김한샘, 박지혜, 
김혜령, 김윤종, 박민규

2010.12.28~ 2011.10.29

2011-BR-01 기초 빌딩리트로핏을 위한 에너지성능평가 및 활용방안 김민경 이민희, 김민영 2011.01.01~ 2011.09.30

2011-BR-11 기초 토지이용특성과 침수피해지역 간의 관계 연구 신상영 김혜령 2011.11.16~ 2012.02.15

2011-PR-07 정책 수질오염총량관리체제에서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편방향 연구

조용모 박선희, 김현경 2011.01.18~ 2011.07.17

2011-PR-11 정책 서울형 도시안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원종석 김슬기, 유영민 2011.01.25~ 2011.09.24

2011-PR-17 정책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현상의 원인분석 및 
지역별 맞춤형 관리대책

김운수 김정아 2011.02.21~ 2011.08.20

2011-PR-28 정책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관리 
모니터링 방안 연구

김운수 전하나, 정남숙 2011.04.21~ 2011.10.20

2011-PR-31 정책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₂) 
저감 둔화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최유진 김운수, 고경진 2011.05.06~ 2011.11.05

2011-PR-40 정책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신상영 원종석, 이석민, 배윤신, 김혜령 2011.05.16~ 2011.08.15

2011-PR-42 정책 도레미 가족의 안전한 서울생활 김민경 원종석, 김민영 2011.06.01~ 2011.11.30

2011-PR-43 정책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유기영 정진아 2011.06.01~ 2011.08.15

2011-PR-44 정책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연구

김운수 최유진, 전하나, 김정아 2011.06.01~ 2011.11.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1-PR-50 정책 서울시 통합 도로포장 관리정책 개발 배윤신 신성일, 신경엽, 조수연 2011.06.27~ 2011.12.27

2011-PR-58 정책 기상이변에 대비한 
서울시 방재패러다임 설정 연구

이석민 김영란, 신성일, 신상영, 민현석, 
최유진, 배윤신, 김한샘, 박지혜, 
박민규, 여창건

2011.09.01~ 2012.01.31

2011-PR-66 정책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도입방안 연구

김운수 전하나, 김정아 2011.12.01~ 2012.02.29

2011-PR-72 정책 하수도시설의 에너지 발생특성 및 
재순환의 방향 설정 연구

유명진 　 2011.12.07~ 2012.05.07

2011-AR-02 협약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 신상영 이석민 2011.08.29~ 2011.12.22

2011-ER-03 수탁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김영란 황성환, 윤경은, 윤서영 2011.02.28~ 2012.02.29

2011-ER-05 수탁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김영란 송인주, 김채련, 장보람, 김시정 2011.03.08~ 2011.12.31

2011-ER-06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장보람

2011.03.08~ 2012.02.20

2011-ER-07 수탁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조용모 원종석, 송인주, 임희지, 이청화, 
김현경, 박선희, 홍미진, 정다혜

2011.03.16~ 2013.02.15

2011-ER-10 수탁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2-2021) 유기영 최유진, 김민경, 유성희, 정진아, 
홍재선

2011.04.13~ 2012.01.31

2011-ER-14 수탁 제7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송인주 조용모, 김원주, 최유진, 고경진, 
김채련, 이성옥, 김시정, 강규이

2011.05.02~ 2012.02.25

2011-ER-24 수탁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2012-2016) 김원주 강규이 2011.05.31~ 2012.05.24

2011-ER-25 수탁 CSOs/SSOs 최적관리기술 구축 김영란 황성환, 윤서영 2011.05.01~ 2012.03.31

2011-ER-41 수탁 폭우재해 적응 도시설계기술 개발(1차년도) 신상영 이석민, 손은정, 박창열 2011.12.16~ 2012.08.29

2011-ER-42 수탁 2011 수해백서 작성 연구 김영란 이석민, 박지혜, 윤서영, 황성환, 
장보람

2011.12.29~ 2012.10.24

2011-ER-43 수탁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 1단계 종합보고서

이석민 원종석, 배윤신, 김한샘, 신경엽, 
연정민, 윤형미, 김영일, 여창건, 
박지혜, 김슬기

2011.12.30~ 2012.11.30

2012-BR-16 기초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 소비량 분석

김민경 서유진 2012.12.16~ 2013.06.15

2012-PR-14 정책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 분석 및 관리방안

최유진 고경진 2012.01.01~ 2012.06.30

092 093 안전ㆍ환경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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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2-PR-18 정책 저탄소·저비용형 서울시 분뇨처리권역 
재설정기법 개발 연구

유기영 홍재선 2012.02.01~ 2012.07.31

2012-PR-19 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김운수 김정아 2012.02.01~ 2012.07.31

2012-PR-21 정책 학교공원 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김원주 이성옥, 강규이 2012.02.01~ 2012.07.31

2012-PR-23 정책 서울시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전략 조항문 유성희 2012.02.01~ 2012.07.31

2012-PR-28 정책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신상영 원종석, 신예지 2012.03.01~ 2012.08.31

2012-PR-30 정책 서울시 단독주택 난방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김민경 신동홍 2012.03.16~ 2012.09.15

2012-PR-33 정책 서울시 주거용건물의 에너지소비량 추정모델 김민경 조항문, 신동홍, 박한 2012.04.01~ 2012.06.30

2012-PR-35 정책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이창우 황우진 2012.04.16~ 2012.10.15

2012-PR-53 정책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 송인주 김시정 2012.07.01~ 2012.12.31

2012-PR-58 정책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특성(PM·NOx)을 
고려한 단계별 관리방안

김운수 최유진, 김정아 2012.08.01~ 2013.01.31

2012-PR-59 정책 서울시 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최유진 고경진 2012.08.01~ 2013.01.31

2012-PR-72 정책 서울시 도로기반시설물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위한 DB 구축방안 연구

배윤신 양재모 2012.10.01~ 2013.04.01

2012-PR-73 정책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전환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이창우 한소영 2012.11.01~ 2012.12.31

2012-PR-74 정책 세계 기후환경수도 서울의 비전 수립 및 
특화전략 제안 연구

김운수 이창우, 고준호, 장효준 2012.12.01~ 2013.02.28

2012-PR-75 정책 민간기여를 통한 공원녹지 확대방안 : 
영등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송인주 장남종, 윤성경 2012.12.01~ 2013.05.31

2012-OR-03 현안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유기영 윤형호, 홍재선 2012.05.21~ 2012.07.31

2012-ER-07 수탁 제7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송인주 조용모, 김원주, 최유진, 김시정, 
김채련, 윤성경

2012.02.16~ 2012.09.22

2012-ER-15 수탁 물재이용 관리계획 김영란 장보람, 황성환, 심주영, 홍재선, 
심주영

2012.03.07~ 2013.07.31

2012-ER-16 수탁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성과분석 및 
품질향상방안 연구

김영란 황성환, 김아영 2012.03.09~ 2013.03.0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2-ER-21 수탁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신상영 원종석, 이석민, 배윤신, 조선희, 
김혜령, 박창열, 백호정, 손은정

2012.04.05~ 2013.12.31

2012-ER-24 수탁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 의무화 타당성 연구 김영란 박현찬, 심주영 2012.04.09~ 2012.10.05

2012-ER-32 수탁 수도권 광역 녹지체계(강산벨트) 구축 및 
통합적 관리방안

김원주 강규이 2012.04.27~ 2012.12.26

2012-ER-33 수탁 정수슬러지 친환경처리기술발굴을 위한 
실증플랜트 운영관리 및 적용기술 선정 연구

조용모 조항문, 윤태현 2012.05.15~ 2013.12.31

2012-ER-43 수탁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원주 김영란, 송인주, 강규이, 이성옥, 
조채윤

2012.05.30~ 2012.12.18

2012-ER-44 수탁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원종석 유영민, 신경엽 2012.05.31~ 2014.02.21

2012-ER-45 수탁 에코마일리지제 시행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조항문 유기영, 김민경, 김태한A, 유성희, 
서윤희

2012.06.05~ 2013.02.28

2012-ER-53 수탁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 2단계 종합보고서

이석민 김영란, 원종석, 김원주, 배윤신, 
유영민, 김슬기, 김한샘, 박지혜, 
김익범, 여창건, 임진선, 신경엽, 
김영일

2012.07.30~ 2013.08.20

2012-ER-55 수탁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유기영 윤형호, 홍재선 2012.08.08~ 2012.12.07

2012-ER-56 수탁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조용모 김재옥, 홍미진, 윤태현 2012.08.09~ 2013.12.31

2012-ER-61 수탁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이행성과 평가방안

김운수 조미현, 유성희 2012.08.24~ 2013.01.23

2012-ER-68 수탁 폭우재해 저감 도시설계기술 개발(2차년도) 신상영 권영덕, 이석민, 민현석, 배윤신, 
박유진, 손은정, 박창열, 유영민

2012.08.30~ 2013.06.29

2012-ER-69 수탁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델 구축 및 햇빛지도 제작 김민경 원종석, 신동홍 2012.09.18~ 2013.03.31

2012-ER-74 수탁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방안 유기영 한소영, 홍재선 2012.10.30~ 2013.02.28

2012-ER-75 수탁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 조항문 이창우, 김운수, 김민경, 조미현, 
유성희

2012.11.20~ 2013.09.16

2013-PR-04 정책 서울시 수목 및 공원시설 시민입양제도 도입방안 김원주 강규이 2013.01.25~ 2013.04.25

2013-PR-05 정책 서울시 기후·환경 변화의 건강영향 분석연구 김운수 김정아 2013.02.01~ 2013.07.31

2013-PR-12 정책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 최유진 고경진 2013.03.16~ 2013.09.15

2013-PR-13 정책 서울시 환경복지 정책 추진방안 이창우 한소영 2013.03.16~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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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PR-28 정책 서울의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안전증진 방안 연구 신상영 조권중, 김혜령 2013.04.04~ 2013.10.03

2013-PR-29 정책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용모 홍미진 2013.04.16~ 2013.09.15

2013-PR-38 정책 서울시 캠퍼스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방안 김민경 서유진, 김현아 2013.06.10~ 2014.01.15

2013-PR-63 정책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송인주 윤성경 2013.10.01~ 2013.12.31

2013-PR-64 정책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 최유진 고경진 2013.10.01~ 2013.12.31

2013-PR-67 정책 서울시 태양광발전 잠재량 조사 연구 최철웅 백선혜 2013.09.01~ 2014.02.28

2013-PR-68 정책 BCP(사업 연속성 계획)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분석 권영택 백선혜 2013.09.09~ 2014.06.08

2013-PR-76 정책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연구 조용모 최유진, 홍미진 2013.12.23~ 2014.06.22

2013-OR-06 현안 서울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효용성 연구

유기영 조항문, 김귀영 2013.03.01~ 2013.05.31

2013-OR-12 현안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포장방법 개선방안 연구 배윤신 안재모 2013.04.01~ 2013.06.30

2013-OR-53 현안 서울시 도로의 폭설대응 방안 연구 :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원종석 배윤신, 김상균 2013.10.16~ 2014.01.15

2013-OR-55 현안 서울시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 연구 김운수 김정아 2013.11.01~ 2014.01.31

2013-OR-64 현안 연탄난방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 : 
서울시 연탄난방 실태와 개선방안

조항문 유성희 2013.12.30~ 2014.02.28

2013-ER-11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황성환

2013.02.28~ 2014.02.28

2013-ER-17 수탁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송인주 김원주, 윤성경, 김시정 2013.03.07~ 2014.03.06

2013-ER-22 수탁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 김영란 김원호, 임희지, 변미리, 맹다미, 
심주영, 이성옥, 정진아, 황성환, 
연정민, 유성희

2013.03.22~ 2014.02.28

2013-ER-29 수탁 수도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 연구

유기영 홍재선 2013.04.12~ 2014.01.11

2013-ER-29 수탁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평가 김운수 홍재선 2013.05.27~ 2013.10.31

2013-ER-39 수탁 서울시 폐기물의 중장기적 처리방안 연구 유기영 김인희, 최유진, 윤태현 2013.06.11~ 2014.08.05

2013-ER-40 수탁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유기영 홍재선, 고경진 2013.06.20~ 2014.02.14

2013-ER-44 수탁 제1차 서울특별시 산지관리지역계획(2013~2017) 김원주 송인주 2013.07.11~ 2014.02.14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3-ER-46 수탁 폭우재해 저감 도시설계기술 개발(3차년도) 신상영 권영덕, 이석민, 배윤신, 김혜령, 
박창열, 박유진, 손은정, 유영민

2013.06.30~ 2014.06.30

2013-ER-51 수탁 서울시 가정·상업 부문 건물에너지 표준모델 개발 김민경 조항문, 김범식, 장윤희, 김진아 2013.08.01~ 2014.04.30

2013-ER-54 수탁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 3단계

이석민 김영란, 원종석, 김원주, 배윤신, 
여창건, 임진선, 윤형미, 유영민, 
박지혜, 김익범, 김한샘, 김영일

2013.08.16~ 2014.09.04

2014-BR-03 기초 서울시 위험물질 시설 입지 사례조사 원종석 김태현 2014.03.01~ 2014.10.31

2014-BR-22 기초 서울시 역사공원에 역사의 色 입히기 김원주 강규이, 김한배, 서영애, 박수지 2014.10.15~ 2015.04.14

2014-PR-01 정책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방안 김원주 강규이, 유영민, 김혜리 2014.01.01~ 2014.04.30

2014-PR-07 정책 서울시 복지시설과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연구 : 
어린이집과 경로당 중심으로

최유진 홍재선 2014.02.16~ 2014.08.15

2014-PR-08 정책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 적정기준 설정 및 배출원 관리정보 구축

김운수 김정아, 홍재선 2014.02.17~ 2014.08.16

2014-PR-11 정책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서울 전력안전성 제고 조항문 유성희 2014.04.01~ 2014.08.31

2014-PR-17 정책 건자재뱅크 도입방안 연구 유기영 강규이, 최승철 2014.06.02~ 2014.10.31

2014-PR-26 정책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석기 유기영, 송준규 2014.08.25~ 2014.12.24

2014-PR-31 정책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모색 신상영 이석민, 조권중, 이윤상 2014.10.06~ 2015.04.05

2014-PR-32 정책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최유진 홍재선 2014.10.16~ 2015.04.15

2014-PR-42 정책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유기영 홍재선 2014.12.01~ 2015.04.30

2014-PR-43 정책 조류 도심유입 위한 서식환경 개선 방안 송인주 윤성경 2014.12.16~ 2015.08.15

2014-OR-19 현안 최근 재난사고를 통해서 본 
서울시 안전정책 개선에 관한 예비 연구

원종석 　 2014.06.02~ 2014.08.01

2014-ER-05 수탁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마련 송인주 최유진, 윤민석, 윤성경, 김정아, 
김시정

2014.02.25~ 2014.12.21

2014-ER-06 수탁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4대 권역 김영란 이성옥 2014.02.25~ 2015.04.30

2014-ER-12 수탁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수립

김운수 고준호, 최유진, 배준식, 강태석, 
김정아

2014.03.12~ 2015.01.13

2014-ER-23 수탁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전년도(2013년) 이행평가

조용모 홍미진 2014.03.27~ 2014.12.31

096 097 안전ㆍ환경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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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4-ER-24 수탁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송인주 원종석, 김원주, 김시정, 강지윤, 
양인모, 윤성경

2014.04.04~ 2015.06.03

2014-ER-25 수탁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창우 이지연 2014.04.04~ 2014.11.20

2014-ER-38 수탁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방안 및 운영 매뉴얼 김민경 양재섭, 김진아 2014.05.29~ 2015.01.30

2014-ER-39 수탁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학술연구 용역 배윤신 원종석, 이석민, 김영일, 이대흥 2014.05.30~ 2015.08.29

2014-ER-49 수탁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난지도 생태공원 복원

유기영 김원주 2014.06.02~ 2014.10.15

2014-ER-50 수탁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조항문 이신해, 박은철, 김민제, 황인창, 
손원익, 김민제, 유성희

2014.07.23~ 2015.02.28

2014-ER-51 수탁 폭우재해 저감 도시설계기술 개발 :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

신상영 권영덕, 이석민, 배윤신, 박창열, 
손은정, 이아름, 소성일

2014.07.01~ 2015.06.29

2014-ER-56 수탁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방안(Ⅰ) 
: 적환장

유기영 최유진, 양인모 2014.09.01~ 2015.06.30

2014-ER-61 수탁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 연구

원종석 신성일, 이석민, 민현석, 김민경, 
배윤신, 김시정, 김지한, 여창건, 
강지윤, 윤형미, 김병민

2014.09.17~ 2016.01.16

2014-ER-62 수탁 원전하나줄이기의 산업효과 등 성과분석 조항문 김묵한 2014.09.18~ 2015.01.31

2014-ER-65 수탁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 효과 평가 조용모 홍미진 2014.10.14~ 2015.02.12

2014-ER-78 수탁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4단계)

배윤신 최두영, 이동우, 이상혁, 이대흥 2014.12.29~ 2015.12.28

2015-BR-14 기초 서울시 도시안전지표 개발과 활용 신상영 이윤상 2015.05.01~ 2015.12.31

2015-BR-15 기초 서울시 기후에너지정책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정보 조사

조항문 고준호, 김인희, 김민경, 김민제 2015.05.11~ 2016.04.30

2015-PR-02 정책 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향 김민경 배준식, 김민제, 김자영 2015.01.16~ 2015.09.15

2015-PR-05 정책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이창우 이지연 2015.01.01~ 2015.12.31

2015-PR-07 정책 서울시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평가와 맞춤관리 방안 김운수 김정아A 2015.01.01~ 2015.10.31

2015-PR-13 정책 서울시 안전예산 기준정립과 관리 원종석 김상균, 고대유, 차주원 2015.01.01~ 2015.10.31

2015-PR-23 정책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보상 우선순위 기준 정립방안 김원주 진정규, 강규이 2015.05.20~ 2015.12.19

2015-PR-24 정책 서울시 실개천의 기능향상과 관리방안 조용모 진정규, 홍미진 2015.06.01~ 2015.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5-PR-39 정책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기법 송인주 윤성경 2015.08.11~ 2016.04.10

2015-OR-04 현안 기후환경도시 서울 선언 수립 연구 이창우 유기영, 조항문, 김운수, 송인주, 
최유진

2015.02.05~ 2015.05.04

2015-OR-20 현안 세계 100대 방재도시 선정을 위한 추진전략 배윤신 　 2015.07.01~ 2015.12.31

2015-UR-13 수시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시설 중심 안전취약성 
실태조사·화재위험평가 : 일본의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신상영 이윤상, 박유진 2015.03.17~ 2015.03.31

2015-UR-38 수시 서울의 대규모 위험시설 분포 및 
관리 실태와 대응 방향

원종석 　 2015.08.19~ 2015.09.18

2015-UR-42 수시 신종·대형 도시재난 연구 사전기획을 위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신상영 원종석, 조권중, 배윤신, 손창우 2015.09.21~ 2015.12.20

2015-ER-01 수탁 서울재사용플라자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유기영 정병순, 반정화, 한소영, 공주 2015.01.30~ 2015.11.01

2015-ER-02 수탁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초안) 검토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이정화

2015.02.03~ 2015.12.31

2015-ER-04 수탁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 효과 평가 조용모 　 2015.02.13~ 2015.08.11

2015-ER-10 수탁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김영란 유기영, 조항문, 이창우, 김운수, 
원종석, 송인주, 최유진, 한소영, 
이연선

2015.03.18~ 2016.02.28

2015-ER-11 수탁 2020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김영란 이성옥, 정재원B, 공주 2015.03.18~ 2016.05.31

2015-ER-15 수탁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유기영 윤형호, 홍재선 2015.03.25~ 2015.11.24

2015-ER-16 수탁 SMART GREEN CITY 구현을 위한 
시정진단 및 개선방안

조항문 이창우, 김원호, 조권중, 김묵한, 
김민제, 이윤혜

2015.03.25~ 2015.10.25

2015-ER-25 수탁 황금시간 목표제 검증 및 평가를 위한 학술용역 원종석 이신해, 이시형, 고대유, 최진헌, 
차주원, 윤형미, 강지윤, 홍미진, 
이윤혜, 황지성

2015.04.02~ 2016.03.31

2015-ER-35 수탁 서울시 기후환경에너지 지도 제작(4차년도) 최유진 조항문, 김운수, 원종석, 
이혜진B, 양인모

2015.04.29~ 2016.01.29

2015-ER-45 수탁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김운수 최유진, 이혜진B 2015.05.27~ 2016.12.20

2015-ER-46 수탁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신상영 김상일, 윤혜진, 박창열, 소성일, 
남현정, 김시정, 윤혜진

2015.05.29~ 2016.06.30

098 099 안전ㆍ환경
제1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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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5-ER-54 수탁 도시 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 연구 최유진 양인모 2015.06.25~ 2015.12.28

2015-ER-61 수탁 잠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조용모 홍미진, 김시정 2015.07.29~ 2016.02.26

2015-ER-62 수탁 도심지 토사재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I) 신상영 박창열, 황지은, 이지혜A, 남현정, 
소성일

2015.07.01~ 2016.06.30

2015-ER-69 수탁 서울역 7017 운영관리 방안 김원주 박수지, 조경민 2015.09.01~ 2016.04.30

2015-ER-75 수탁 서울시 재활용통계 작성방법 컨설팅 유기영 공주, 홍재선, 공주 2015.11.19~ 2016.02.23

2015-ER-77 수탁 도심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이석민 신상영, 윤형미 2015.12.28~ 2016.08.27

2016-BR-03 기초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조항문 김민제 2016.01.01~ 2016.08.31

2016-BR-18 기초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위한 
자료 확보와 관리방안

배윤신 원종석, 박한나 2016.05.19~ 2016.12.19

2016-BR-23 기초 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원종석 김상균 2016.08.01~ 2017.04.30

2016-PR-06 정책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유기영 이종찬 2016.01.11~ 2016.07.10

2016-PR-07 정책 서울 농지 보전방안 김원주 진정규 2016.01.12~ 2016.09.11

2016-PR-08 정책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 최유진 김묵한, 이혜진 2016.01.16~ 2017.01.31

2016-PR-09 정책 서울시 도로함몰의 실태와 안전관리 개선방안 배윤신 신상영, 원종석, 이대흥 2016.01.14~ 2016.05.14

2016-PR-11 정책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

원종석 김상균 2016.01.25~ 2016.11.24

2016-PR-13 정책 서울시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방안 조용모 진정규 2016.02.01~ 2016.07.31

2016-PR-16 정책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신상영 조권중, 조항문, 원종석, 변미리, 
손창우, 김상균, 이윤상

2016.02.01~ 2016.12.31

2016-PR-29 정책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창우 이창우, 최용재 2016.03.16~ 2016.12.31

2016-PR-31 정책 도시농업 중간지원기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이창우 최용재, 홍미진 2016.04.01~ 2016.12.31

2016-PR-33 정책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과 관리방안 Ⅲ 송인주 윤성경 2016.04.16~ 2016.11.15

2016-PR-34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최유진 이혜진, 권미경, 홍성훈 2016.04.16~ 2016.11.15

2016-PR-52 정책 서울시 물길조성 활성화 방안 김영란 진정규 2016.09.01~ 2017.04.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6-PR-53 정책 서울시 연료전지 보급 로드맵 구상 조항문 　 2016.09.01~ 2017.04.30

2016-PR-54 정책 시민 건강증진 위한 도시공원 활용도의 향상방안 김원주 손창우, 진정규, 채진해 2016.09.27~ 2017.04.26

2016-OR-08 현안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과정 분석연구 유기영 　 2016.04.01~ 2016.08.31

2016-OR-12 현안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전담부서 신설 
전문위원회 활용해 단속 실효성 강화

최유진 김운수 2016.06.20~ 2016.10.21

2016-OR-14 현안 서울시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
배출량 분석과 저공해화 협력방안

김운수 김승준 2016.06.20~ 2016.10.19

2016-UR-16 수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정책협의회 운영방안 연구

조항문 김귀영 2016.04.11~ 2016.06.10

2016-ER-03 수탁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김운수 최유진, 양인모 2016.01.01~ 2016.12.20

2016-ER-06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홍미진

2016.02.15~ 2016.12.31

2016-ER-08 수탁 2017-202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연구

조항문 김영란, 송인주, 이윤혜, 홍미진, 
윤초롱

2016.02.23~ 2017.02.28

2016-ER-13 수탁 서울특별시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방안 : 
하천의 재해예방 및 기능회복을 위한

김영란 정재원B, 이연선 2016.03.08~ 2017.08.31

2016-ER-16 수탁 제8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송인주 조용모, 김원주, 최유진, 황지은, 
김시정, 윤초롱, 고대유, 박수지

2016.03.21~ 2016.12.31

2016-ER-22 수탁 생활악취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조용모 이지혜A 2016.04.08~ 2016.12.11

2016-ER-41 수탁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유기영 변미리, 윤형호, 이종찬 2016.07.29~ 2016.12.28

2016-ER-42 수탁 도심지 토사재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상영 배윤신, 황지은, 김영은, 소성일, 
남현정

2016.07.01~ 2017.12.25

2016-ER-50 수탁 방화 건폐 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

유기영 이주일, 최유진, 유경상, 이종찬, 
이시우, 김지유

2016.09.28~ 2017.12.29

2016-ER-53 수탁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 개선방안 연구 조용모 이지혜A 2016.10.17~ 2017.11.30

2016-ER-54 수탁 도심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2차) 이석민 신상영, 윤형미, 권기현 2016.10.12~ 2017.06.27

2016-ER-58 수탁 안전서울 미래비전 및 정책의제 설정(시민안전보고서) 신상영 조항문, 원종석, 조권중, 배윤신, 
손창우, 남현정, 오세은

2016.12.19~ 2017.05.16

2017-BR-09 기초 서울시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기상패턴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최유진 　 2017.02.06~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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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PR-02 정책 서울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송인주 이창우 2017.01.01~ 2017.06.30

2017-PR-08 정책 숨 쉬는 도시 김운수 김정아A 2017.01.01~ 2017.12.31

2017-PR-10 정책 서울시 폭염 대응력 강화방안 조항문 손창우, 유기영, 최유진, 이윤혜, 
김정아, 채정효, 이채연

2017.01.01~ 2017.10.31

2017-PR-16 정책 서울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진 대응전략 원종석 신상영, 배윤신 2017.01.01~ 2017.11.30

2017-PR-32 정책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 진단과 
발전방향 연구

김민경 황민섭 2017.04.27~ 2017.12.26

2017-PR-33 정책 서울시 도로소음 저감대책 개선방안 배윤신 박한나 2017.05.01~ 2017.12.31

2017-PR-35 정책 서울시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

박진 원종석, 고준호, 윤혁렬, 신상영, 
배준식

2017.05.15~ 2017.12.31

2017-PR-36 정책 제2단계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및 삭감부하량 설정연구

조용모 　 2017.06.01~ 2017.12.31

2017-PR-37 정책 하천수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김영란 진정규 2017.06.01~ 2018.03.31

2017-PR-38 정책 서울시 근린공원의 수목관리 개선방안 김원주 강지아, 채진해, 김재형, 김우찬 2017.06.26~ 2017.12.25

2017-PR-47 정책 서울시 유출지하수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이석민 윤형미 2017.09.18~ 2018.03.17

2017-PR-49 정책 서울시 소각·매립대상 생활폐기물 감량방안 김고운 이혜진B 2017.10.16~ 2018.05.15

2017-PR-50 정책 서울시 물순환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김영란 진정규 2017.10.20~ 2018.04.20

2017-PR-51 정책 서울시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송인주 윤초롱 2017.11.01~ 2018.06.30

2017-OR-03 현안 서울시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 감소방안 배윤신 신상영 2017.01.01~ 2017.03.31

2017-OR-27 현안 에너지 프로슈머, 새 전력수급 주체로
분산자원 중개시장 이용해 활성화 필요

김민경 　 2017.11.02~ 2018.03.01

2017-OR-28 현안 한강 준설토 순환자원 활용 구상 배윤신 　 2017.11.06~ 2018.04.05

2017-UR-21 수시 지속가능한 회복력을 위한 기획연구 송인주 고준호, 최유진, 손창우 2017.05.15~ 2017.09.30

2017-UR-31 수시 서울시 소방환경 개선을 위한 예비 연구 원종석 　 2017.07.01~ 2017.10.15

2017-UR-32 수시 서울시 녹색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지구 지정방안 검토

송인주 　 2017.07.01~ 2017.09.30

2017-UR-40 수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황인창 김운수, 최유진 2017.09.01~ 2017.11.30

2017-UR-41 수시 생태도시 서울의 현황과 과제 김고운 이혜진B 2017.09.04~ 2017.12.22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7-UR-46 수시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확립과 대응방안 조용모 　 2017.10.01~ 2017.12.31

2017-UR-47 수시 서울시 에너지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 분석 조항문 　 2017.10.16~ 2017.12.15

2017-UR-53 수시 서울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 진단 연구 원종석 　 2017.11.01~ 2018.01.31

2017-ER-02 수탁 제8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송인주 조용모, 김원주, 최유진, 윤초롱, 
남현정, 강정원, 오세은

2017.01.01~ 2017.11.20

2017-ER-05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김영은, 이연선, 홍미진

2017.01.31~ 2017.12.31

2017-ER-25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안전 기본계획 : 
안전도시 서울플랜

신상영 조항문, 원종석, 조권중, 최유진, 
배윤신, 손창우, 박진, 남현정, 
오세은, 강원삼

2017.05.15~ 2018.07.31

2017-ER-43 수탁 도시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송인주 최유진, 황인창, 윤초롱, 강정원, 
강원삼, 전지예

2017.10.30~ 2019.01.31

2017-ER-44 수탁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안) 수립 연구

김운수 고준호, 최유진, 황인창, 김정아 2017.11.08~ 2018.06.07

2017-ER-46 수탁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김운수 고준호, 최유진, 황인창, 김정아, 
이웅기

2017.12.15~ 2018.07.12

2018-BR-11 기초 서울시 에너지통계 작성방안 조항문 이윤혜, 이성근 2018.03.01~ 2018.08.31

2018-BR-12 기초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황인창 김창훈, 손원익 2018.03.01~ 2018.12.31

2018-BR-18 기초 한강교량의 상시계측자료를 활용한 
교량 관리 모델 구축 연구

박진 윤형미 2018.04.30~ 2018.10.31

2018-PR-16 정책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속가능성 위해 
안정적 전담조직 운영·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김민경 김영은 2018.01.25~ 2018.07.24

2018-PR-19 정책 서울시 119출동 상황관리 개선방안 원종석 김상균 2018.02.12~ 2018.10.11

2018-PR-26 정책 서울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이석민 신상영, 원종석, 박진, 윤형미 2018.03.20~ 2018.12.19

2018-PR-28 정책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방안

황인창 한진석, 고준호, 박한나, 손원익 2018.03.26~ 2018.09.26

2018-PR-29 정책 미세먼지 저감 위한 도로청소 개선방안 최유진 김영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018.04.01~ 2018.12.31

2018-PR-36 정책 그린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과 확대 방안

김원주 우수영, 윤초롱, 곽명자 외 
서울시립대 연구원 6명

2018.04.24~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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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PR-41 정책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비유가성 
재활용품의 안정적 관리 방안

김고운 유기영, 김묵한, 이혜진B, 이지혜 2018.05.10~ 2018.11.09

2018-PR-45 정책 서울시 노면 물고임 실태와 관리 방안 신상영 김상균, 백종락 2018.06.01~ 2018.12.31

2018-PR-49 정책 서울시 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 전략 신상영 김운수, 김정아 2018.07.01~ 2018.12.31

2018-PR-54 정책 태양광 폐모듈 관리체계 구축방안 조항문 김민경, 남현정 2018.08.01~ 2019.06.30

2018-PR-56 정책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 방안

김고운 신인철, 이윤혜, 김묵한, 김상일, 
변미리, 이신해, 조권중, 조항문

2018.08.02~ 2019.04.15

2018-PR-57 정책 도시형 사방대책 정립 및 적용방안 배윤신 원종석 2018.08.03~ 2018.10.04

2018-PR-60 정책 서울시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송인주 윤초롱 2018.09.01~ 2019.04.30

2018-OR-02 현안 서울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핵심 방향은 
지역중심·유역관리·거버넌스 확대로 설정

조용모 　 2018.01.01~ 2018.04.30

2018-OR-04 현안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진단 연구 최유진 김운수, 고준호, 황인창 2018.01.18~ 2018.04.30

2018-OR-07 현안 서울시 환경행정, 현장밀착형 분권화 필요, 
대기·에너지 등 분야별로 차별화전략 수립

김고운 조항문, 김운수, 이지혜 2018.03.28~ 2018.07.27

2018-OR-11 현안 PM2.5 기준 초과 유발 기상유형의 특성 분석 최유진 이혜진B 2018.05.01~ 2018.08.31

2018-OR-19 현안 서울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점검 및 개선방안

황인창 이윤혜 2018.08.22~ 2018.11.21

2018-OR-26 현안 서울시 안전도시 국제협력 강화방안 원종석 김상균 2018.11.08~ 2019.02.28

2018-OR-33 현안 서울시 도시회복력 강화 프로젝트 지원 연구 박진 신상영, 남현정 2018.12.01~ 2019.03.31

2018-OR-34 현안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세워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에 선도적 역할 강화

송인주 김정아, 신상영, 김운수 2018.12.24~ 2019.06.30

2018-ER-04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김민경, 진정규

2018.01.18~ 2018.12.31

2018-ER-12 수탁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마스터플랜 : 
시민수요 부응과 이용안정성 지속하는 관리계획

김영란 이연선 2018.03.06~ 2018.12.30

2018-ER-29 수탁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1차) 김원주 장남종, 박희석, 김지은 2018.06.14~ 2018.12.31

2018-ER-33 수탁 2단계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조항문 조용모, 원종석, 송인주, 정다영, 
조용모

2018.07.0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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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ER-37 수탁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 연구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

최유진 김정아, 황인창, 이소진, 이웅기 2018.07.13~ 2019.12.06

2018-ER-49 수탁 제1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시행계획
(2018-2022) (1차)

김고운 유기영, 황인창, 이시우 2018.10.11~ 2019.06.10

2018-ER-51 수탁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조항문 김영란, 이연선 2018.10.11~ 2019.08.30

2018-ER-56 수탁 서울시 집단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에너지공급 확대 방안)

조항문 민승현, 신민철, 이성옥, 김희진, 
전지예

2018.11.16~ 2019.10.31

2019-BR-24 기초 서울형 미세먼지 정책효과 평가모델 개발과 적용 이소진 함수한 2019.11.25~ 2020.09.24

2019-BR-31 기초 도시 물환경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사례와 개선방안 김고운 백종락, 조용모 2019.12.30~ 2020.06.30

2019-PR-17 정책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방안 최유진 최기철, 이승민, 이혜진B 2019.01.15~ 2019.11.15

2019-PR-20 정책 서울시 주요 등산로의 토지소유 갈등관리 김원주 강원삼, 김강민 2019.01.28~ 2019.08.27

2019-PR-24 정책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방안 황인창 백종락, 문진영 2019.03.25~ 2019.09.24

2019-PR-31 정책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현황과 개선방안 김민경 남현정 2019.04.18~ 2019.12.17

2019-PR-34 정책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정착방안 : 
건축물 분야 중심으로

박진 김상균 2019.04.29~ 2019.12.31

2019-PR-36 정책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 
그리고 새 방향성 모색

유정민 윤초롱, 윤형미 2019.06.01~ 2020.01.31

2019-PR-43 정책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석민 윤형미 2019.08.15~ 2020.04.15

2019-PR-44 정책 파리협정 이행 위한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전략 황인창 김고운, 백종락, 손원익 2019.09.01~ 2020.06.30

2019-PR-49 정책 서울시 도시재생 통한 선형공원 
조성사업 효과 진단과 정책 과제

김원주 허자연, 강원삼, 윤희연 2019.11.20~ 2020.07.19

2019-PR-50 정책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유정민 황인창, 김정아 2019.11.21~ 2020.06.30

2019-PR-54 정책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 최유진 신민철, 이혜진B, 김성수A, 
김보람, 문소희, 박희정

2019.12.30~ 2021.01.31

2019-OR-09 현안 서울시 전력자립률 제고 방안 유정민 윤초롱 2019.04.18~ 2019.08.17

2019-OR-25 현안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황인창 박은철, 백종락, 함수한 2019.08.26~ 2020.01.31

2019-OR-27 현안 서울시,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기준 맞추고 
‘의무비율 로드맵’ 수정, 여건 정비도 필요

김민경 김정아, 함수한 2019.08.2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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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OR-34 현안 사업장·소비자·캠페인 참여자로 구분해
플라스틱 1회용품 모니터링 시행 필요

김고운 이혜진B 2019.11.18~ 2020.03.22

2019-UR-13 수시 우리원 안전부문 역할 강화 및 미래 연구분야 발굴 이석민 김상균, 박진 2019.03.15~ 2019.06.15

2019-UR-48 수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등대프로젝트 확대방안 유정민 윤초롱 2019.09.16~ 2019.11.15

2019-AR-01 협약 미세먼지 상세 정보 수집을 통한
배출원 정밀화 조사 사업

이소진 최유진, 황인창, 함수한, 곽규일, 
장준혁

2019.10.01~ 2021.03.31

2019-ER-01 수탁 공원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김원주 장남종, 박희석, 황민섭 2019.01.01~ 2019.07.31

2019-ER-04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조항문 김영란, 유기영,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김민경, 이혜진B, 이연선

2019.01.22~ 2019.12.30

2019-ER-13 수탁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

김고운 김인희, 김상균, 오은주, 황민섭, 
신인철, 신수민

2019.03.12~ 2020.02.12

2019-ER-16 수탁 제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2020~2040) 조항문 김묵한, 남현정, 홍상연, 황인창, 
김고운, 유정민, 류주현, 이성옥

2019.03.14~ 2020.02.28

2019-ER-19 수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 1차년도

송인주 조항문, 이주일, 김인희, 윤초롱, 
박진, 강원삼, 전지예, 이성옥

2019.03.21~ 2019.12.31

2019-ER-35 수탁 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이석민 박현찬, 남현정, 박진, 장미홍 2019.06.05~ 2020.05.15

2019-ER-38 수탁 제1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시행계획
(2018-2022) (2차)

김고운 유기영, 황인창, 양지선A, 이시우 2019.06.11~ 2019.10.10

2019-ER-57 수탁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2020~2024)

최유진 김정아, 홍상연, 이소진, 이웅기, 
정재호

2019.09.18~ 2020.12.31

2019-ER-60 수탁 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이석민 김상균, 박진, 강원삼, 차주원 2019.10.15~ 2020.03.27

2020-BR-05 기초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이론 활용 방법론 연구

박진 김상균 2020.03.30~ 2020.11.27

2020-BR-10 기초 대기오염물질 감축수단 비용효과성 분석 황인창 백종락, 전은미, 안미진 2020.06.01~ 2021.02.28

2020-BR-27 기초 한강의 수위저하가 
서울시 주요 지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김성은 신상영, 강원삼, 백종락 2020.09.28~ 2021.05.27

2020-PR-08 정책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황인창 백종락 2020.02.01~ 2020.10.31

2020-PR-09 정책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조항문 윤초롱 2020.02.03~ 2020.10.02

2020-PR-11 정책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김민경 남현정, 정명구 2020.02.12~ 2020.10.2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0-PR-16 정책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신상영 이석민, 남현정 2020.03.18~ 2020.11.17

2020-PR-17 정책 다중이용업소 대피역량 개선방안 원종석 김상균 2020.03.23~ 2020.11.22

2020-PR-20 정책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의 방향

유정민 김고운, 윤서연, 주재욱, 김정아, 
함수한

2020.04.14~ 2021.02.28

2020-PR-27 정책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김고운 강원삼, 이혜진B 2020.06.18~ 2021.02.28

2020-PR-29 정책 건축물 부속 공작물의 안전관리 방안 박진 강원삼 2020.07.06~ 2021.02.26

2020-PR-33 정책 비법정 사실상 도로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신상영 박진, 남현정 2020.09.22~ 2021.07.21

2020-PR-39 정책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이석민 윤형미 2020.12.01~ 2021.07.31

2020-PR-42 정책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과 복원관리방안 송인주 윤초롱 2020.12.16~ 2021.08.15

2020-OR-03 현안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 추진해야

유정민 윤초롱 2020.01.01~ 2020.04.30

2020-OR-11 현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최유진 이혜진B, 이소진 2020.03.16~ 2020.08.15

2020-AR-02 협약 모델링을 통한 배출량 DB 검증 연구 이소진 최유진, 함수한, 박준형, 신수민 2020.06.01~ 2021.07.31

2020-AR-04 협약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 이소진 김정아, 최유진, 함수한, 곽규일 2020.09.01~ 2021.12.31

2020-ER-03 수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 2차년도

송인주 이주일, 김인희, 윤초롱, 박진, 
강원삼, 이소진, 전지예, 김문현

2020.01.01~ 2021.01.31

2020-ER-10 수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조항문 송인주, 김원주, 최유진, 김민경, 
이혜진B, 박진, 김고운, 유성희

2020.02.10~ 2020.12.31

2020-ER-11 수탁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김고운 유기영, 오은주, 이혜진B, 
황민섭, 윤서연, 신수민

2020.02.13~ 2020.12.12

2020-ER-12 수탁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송인주 원종석, 김원주, 김상균, 윤초롱, 
김성은, 김시정

2020.02.24~ 2020.12.23

2020-ER-25 수탁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민경 이채린, 이예린 2020.03.26~ 2021.05.18

2020-ER-39 수탁 스마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석민 윤형미, 장미홍, 김수인 2020.04.28~ 2020.12.31

2020-ER-49 수탁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원종석 최유진, 김상균, 손창우, 윤초롱, 
김효미, 강은지

2020.06.10~ 2021.07.31

2020-ER-55 수탁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황인창 김민경, 남현정, 백종락, 김경도 2020.07.09~ 2021.06.30

2020-ER-59 수탁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유정민 김정아, 신가희, 이서영 2020.09.08~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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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BR-09 기초 유역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위험성 분석 김성은 강원삼, 백종락 2021.01.13~ 2021.09.12

2021-BR-12 기초 서울시 미세먼지 환경성질환 
건강취약요인 분포특성 진단

김효미 김성은, 이소진, 이혜진B, 김정아 2021.01.25~ 2021.09.24

2021-BR-14 기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이소진 김효미, 이혜진B, 김정아 2021.02.08~ 2021.09.07

2021-BR-16 기초 제9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1차년도) 송인주 윤초롱, 김성은, 김문현, 김시정 2021.02.01~ 2021.12.31

2021-BR-19 기초 서울시 산업경제부문의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황인창 김고운, 김창훈, 백종락, 이윤혜 2021.03.08~ 2021.12.07

2021-BR-28 기초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분산에너지 체제 전환 
방안 : 배전계통운영자 도입을 중심으로

유정민 이윤혜, 백종락 2021.06.01~ 2022.01.31

2021-BR-36 기초 재난·사고 위험에 대한 시민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상영 조권중, 김상균, 남현정 2021.09.01~ 2022.04.30

2021-PR-04 정책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방안 신상영 남현정, 김상균 2021.01.01~ 2021.08.31

2021-PR-12 정책 서울시 환경보건 자료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 원종석 김효미, 김상균 2021.02.01~ 2021.09.30

2021-PR-15 정책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관리방향 김민경 함수한 2021.02.08~ 2021.10.07

2021-PR-18 정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이행방안 김고운 강원삼, 윤형미 2021.04.05~ 2021.12.05

2021-PR-21 정책 서울시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방안 박진 이윤혜 2021.05.06~ 2021.11.29

2021-PR-23 정책 저탄소 친환경 행동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김고운 황인창, 홍상연, 유정민, 강원삼, 
이혜진B

2021.05.11~ 2021.12.12

2021-PR-28 정책 학교텃밭 운영실태 조사 및 효율적 방안 김원주 이혜숙, 윤형미 2021.06.08~ 2021.12.07

2021-PR-34 정책 지역에너지 계획의 실효성 증진방안 조항문 　 2021.07.01~ 2022.04.30

2021-PR-38 정책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김효미 이혜진B, 김고운 2021.07.19~ 2022.02.18

2021-PR-39 정책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산사태 관리개선 방안 이석민 윤형미 2021.08.05~ 2022.04.04

2021-PR-42 정책 데이터 기반 서울시 환경보건지표 개발방안 원종석 김상균, 김효미 2021.10.01~ 2022.05.31

2021-PR-43 정책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서울시 그린인프라 구축 전략 송인주 김상균, 윤초롱 2021.10.01~ 2022.05.31

2021-OR-15 현안 ‘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유정민 남현정 2021.09.01~ 2021.12.31

2021-AR-01 협약 서울형 캡스(S-CAPSS) 개발 및 배출지도 작성 이소진 김정아, 함수한, 박준형 2021.05.12~ 2022.11.1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1-AR-03 협약 Beating air pollution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rough evidence-based sol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황인창 백종락, 이소진, 김경도 2021.08.19~ 2022.12.31

2021-AR-04 협약 대기화학-기상모델링 활용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검증 프레임 개발

이소진 김정아, 함수한, 김영진, 곽규일 2021.11.25~ 2022.12.24

2021-CR-02 협력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인주 　 2021.03.01~ 2021.09.30

2021-CR-06 협력 재난시대 회복력을 위한 서울로컬뉴딜 모델 연구 유정민 　 2021.03.29~ 2021.09.28

2021-ER-05 수탁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집단에너지 지속성장 
정책개발 연구

김민경 조항문, 유정민, 조재호 2021.01.27~ 2021.11.27

2021-ER-08 수탁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수립 연구 유정민 송인주, 신상영, 이윤혜, 윤초롱, 
김성은, 김효미, 류주현, 오세은

2021.02.19~ 2021.12.18

2021-ER-10 수탁 2021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 검토

이석민 원종석, 송인주, 신상영, 김원주, 
김민경, 윤형미, 이혜진B, 박진, 
김고운, 이소진, 김성은

2021.03.10~ 2021.12.31

2021-ER-12 수탁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1차) 김원주 윤형미, 윤서연, 김승현, 이현정, 
고하정, 김지은

2021.03.11~ 2022.03.31

2021-ER-13 수탁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 김민경 엄영근 2021.03.22~ 2021.12.21

2021-ER-23 수탁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2023~2027) 김고운 이혜진B, 황인창, 김성은, 신수민 2021.05.24~ 2022.11.25

2021-ER-29 수탁 서울시 실내공기안심건물 건설유도 방안(1차) 김민경 이소진, 최성호 2021.05.01~ 2022.01.31

2021-ER-45 수탁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김원주 윤형미, 황민섭, 윤서연, 고하정, 
이현정, 이지웅, 김지은

2021.12.23~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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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2-R-05 기본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협력연구　 이인원 황기연, 이광훈, 김경철, 진장원, 
나희진, 최창호, 진광성, 문병섭, 
김은령, 정난희, 임영태

1992.10.01~ 1992.12.31

1993-R-09 기본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 이인원 황기연, 김경철, 금기정, 최창호, 
나희진, 김은령, 정난희

1993.02.01~ 1993.12.31

1993-R-10 기본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도입방안 연구 이광훈 이인원, 진장원, 진광성, 김응태, 
김미옥

1993.01.01~ 1993.12.31

1993-R-11 기본 도로투자 우선순위 결정기법에 관한 연구 최기주 이인원, 조성빈, 신성일 1993.01.01~ 1993.12.31

1993-R-12 기본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인원 황기연, 노승만, 김은령 1993.01.01~ 1993.06.30

1993-R-13 기본 도심통행료 부과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철 이인원, 임영태, 최창호, 진삼현, 
오원탁

1993.01.01~ 1993.12.31

1993-R-07 정책 경부고속철도 수도권 역사입지 타당성 검토 이인원 김경철, 권영덕, 이학동, 양재섭, 
이희정, 이주일

1993.01.01~ 1993.12.31

1993-ER-08 수탁 학동공원지구 교통개선사업 기본설계 이인원 　 1993.11.13~ 1994.04.30

1993-ER-09 수탁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 기본실시설계 원제무 이광훈, 진장원, 문병섭, 김미옥 1993.11.23~ 1994.03.20

1994-R-06 기본 간선도로 교통류 관리방안 연구 :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광훈 최백철, 신성일, 진장원, 김태형, 
김웅태

1994.01.01~ 1994.12.31

1994-R-07 기본 관리주체별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 황기연 지우석, 김은령, 송보경, 김진우 1994.01.01~ 1994.12.31

1994-R-08 기본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범위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철 최창호, 이인원, 김진우 1994.01.01~ 1994.07.31

1994-R-09 기본 서울시 교통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기주 조성빈, 류시균, 강동구 1994.01.01~ 1994.12.31

1994-R-10 기본 도로투자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의 개발 최기주 조성빈, 류시균, 강진희 1994.01.01~ 1994.12.31

1994-R-11 기본 서울시 버스 및 택시 요금수준 결정연구 황기연 백신희, 김종석, 임영태 1994.01.01~ 1994.12.31

1994-R-12 기본 서울시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 박은미 박상조, 이구숙 1994.01.01~ 1994.12.31

1994-R-13 기본 서울시 자전거이용 증진방안 연구 이광훈 김웅태, 김미옥, 김형철 1994.01.01~ 1994.08.31

1994-PR-02 정책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 건립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원제무 김인경, 안병재, 박병주, 이용근, 
김동일

1994.01.01~ 1994.09.30

1994-PR-04 정책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방안 연구 김순관 조성빈 1994.09.01~ 1994.12.31

1994-PR-05 정책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공동배차제 실시방안 연구 고승영 황기연 1994.09.01~ 1994.12.31

1994-ER-02 수탁 한국수출산업공단지역 교통개선사업계획 수립연구 김경철 나희진, 최창호, 진광성, 김동일 1994.02.14~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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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R-13 기본 도로의 입체·복합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철 김도년, 오성호, 이신해, 민경호, 1996.01.01~ 1996.12.31

1996-R-14 기본 시내버스 개선·지원방안 연구(II) : 
버스안내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박은미 김태균, 김인경, 백혜선, 이재홍, 
김준년, 유혁

1996.02.01~ 1996.12.31

1996-R-15 기본 서울시 서부지역 터미널 입지방안 연구 김순관 이종규, 손기복, 엄진기 1996.02.01~ 1996.12.31

1996-ER-07 수탁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DB구축 및 자료구현 프로그램 사용자 편람

김순관 김문현, 엄진기, 이신해, 박경아, 
김태균, 장기환, 윤의선, 엄진기, 
남기웅, 최규태, 문진수, 강지영, 
오해연, 권소연, 이선영, 강동구, 
김호진

1996.07.29~ 1997.12.20

1996-ER-08 수탁 경부고속철도 수도권 중앙역사 입지 및 
고속철도 연계망 구축 연구

김경철 김도년, 이신해, 이연정, 전지영, 
조중래, 손현선, 심샛별, 김원호, 
문병섭, 백승걸, 황인철, 이재수

1996.08.20~ 1998.12.14

1996-ER-09 수탁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방안 손봉수 백성준 1996.11.28~ 1997.06.30

1996-ER-10 수탁 서울시 택시 운영방안 학술용역 황기연 노재현 1996.12.20~ 1997.09.30

1996-ER-11 수탁 서울특별시 ’97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구매설치 감리보고서

손봉수 이광훈, 고지애 1996.12.30~ 1997.08.07

1997-R-08 기본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구상 : 
정비 5개년 계획

이광훈 정남지, 변지해 1997.01.01~ 1997.12.31

1997-R-09 기본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개선 방안 연구 황기연 백성준, 장택영, 이우철, 류정윤 1997.01.01~ 1997.11.30

1997-R-10 기본 서울시 대중교통수단 다양화에 관한 연구 황기연 김경철, 정병두, 백성준, 이우철, 
손현선

1997.01.01~ 1997.12.31

1997-R-11 기본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용전략 수립 손봉수 박은미, 김성민, 이승준, 김현주, 
김영호

1997.01.01~ 1997.12.31

1997-R-12 기본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분석

손봉수 김응철, 김태형, 김성민, 고지애 1997.01.01~ 1997.12.31

1997-R-13 기본 도시화물차량 관리방안 연구 박현 이우승, 안경미, 김수정 1997.01.01~ 1997.12.31

1997-R-14 기본 철도선로 입체정비 방안 연구 : 
경의선(용산~수색)을 중심으로

김경철 손기복, 박미정, 전지영, 김원호 1997.01.01~ 1997.12.31

1997-R-15 기본 버스전용차로 평가 및 개선방안 김순관 조종석, 신미진 1997.01.01~ 1997.12.31

1997-ER-02 수탁 강남구 교통체계 개편연구 이광훈 백승걸, 손현선, 김태형, 김태균, 
김주환

1997.04.14~ 1998.05.13

1997-ER-04 수탁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실시 및 활용방안 박현 황기연, 김수정, 노재현, 윤수진 1997.05.22~ 1997.07.2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4-ER-07 수탁 잠실지역 교통체계개선(TSM) 사업 계획 원제무 이광훈, 나희진, 진장원, 최창호, 
이승환, 이재춘, 김미옥, 황경수, 
김웅태

1994.06.14~ 1994.12.10

1994-ER-17 수탁 한강상 교량 및 주요 구조물 안전진단(점검) 보고서 원제무 김종수 1994.11.21~ 1995.01.19

1995-R-11 기본 서울시 교통조사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연구 조중래 김순관, 최기주, 조성빈, 김태균, 
양경희, 서정률, 엄진기, 최장옥

1995.01.01~ 1995.12.31

1995-R-12 기본 서울시 물류교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집배송센터 입지구상을 중심으로

황상규 이우승, 백승걸 1995.01.01~ 1995.08.31

1995-R-13 기본 지자제를 대비한 교통관련 세원확보 및 조달방안 연구 황상규 정용일, 강주연 1995.01.01~ 1995.06.30

1995-R-14 기본 서울시 간선도로망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 
기존도로 정비를 중심으로

이광훈 김경철, 김주현, 김응철, 오성호, 
김태형, 김웅태, 김재령 

1995.01.01~ 1995.12.31

1995-R-15 기본 간선도로 지능화 방안 연구 :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박은미 박병규, 이종희, 장준석, 박상조, 
조광연, 이시복

1995.10.01~ 1995.12.31

1995-R-16 기본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방안 김순관 손기복, 백혜선, 하혜종, 이선영 1995.02.01~ 1995.09.30

1995-R-17 기본 대중교통수단 환승체계 구축 연구 조중래 박은미, 나희진, 이주행, 김인경, 
김정민, 김익기

1995.01.01~ 1995.08.31

1995-R-18 기본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재정립을 중심으로

김순관 조응래, 박미현, 이재춘, 서정률 1995.01.01~ 1995.08.31

1995-R-19 기본 지구도로 설계·운영지침에 관한 연구 이광훈 진장원, 김재령, 김웅태 1995.01.01~ 1995.06.30

1995-ER-03 수탁 서울시 무인감시 시스템 도입 검토 박은미 　 1995.04.04~ 1995.05.03

1995-ER-04 수탁 올림픽대로 교통개선사업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실시설계

이광훈 박종일 1995.04.20~ 1995.09.19

1995-ER-07 수탁 무인감시카메라 추가 조사 : 
호주무인감시 시스템(Safe-T-Cam)

박은미 나희진 1995.06.29~ 1995.07.13

1995-ER-09 수탁 시내버스 개선 지원방안 연구 조중래 김순관, 이우승, 김태균, 백혜선, 
이선영, 하혜종

1995.09.19~ 1996.01.18

1996-R-09 기본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 조중래  황기연, 박 현, 금기정, 박경아 1996.07.16~ 1996.10.31

1996-R-10 기본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연구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중심으로

황기연 이우승, 이종운 1996.01.01~ 1996.12.31

1996-R-11 기본 서울시 첨단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박은미 나희진, 김영호 1996.01.01~ 1996.12.31

1996-R-12 기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도의 구분을 중심으로

이광훈 김응철, 김웅태 1996.01.01~ 1996.12.31

112 113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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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7-ER-07 수탁 서울특별시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실험·운영보고서

손봉수 문진수, 안경미, 노재현, 김영호, 
김태형

1997.08.04~ 1998.01.15

1997-ER-12 수탁 제3기 지하철 노선 검토 김경철 이종규, 고지애, 배정수, 김영신, 
백승걸, 정남지, 전지영, 김원호

1997.10.10~ 2001.06.23

1998-R-07 기본 서울시 도로정비지침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 : 
보조간선·집산도로 중심

손봉수 정남지, 김성민 1998.01.01~ 1998.12.31

1998-R-08 기본 도시철도 이용증진을 위한 연계교통시설 
개선방안 연구

김경철 김도년, 고주연, 김도완 1998.01.01~ 1998.12.31

1998-R-09 기본 서울시 중차량 운행제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광훈 김근영, 진장원, 이우승, 윤수진 1998.01.01~ 1998.12.31

1998-R-10 기본 서울시 교통혼잡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효과분석체계의 구축

황기연 엄진기, 이우철 1998.01.01~ 1998.12.31

1998-R-11 기본 서울시 교통수요 예측모형 정립(I) : 
통행발생 및 통행분포

김순관 김태균, 조종석, 문진수 1998.01.01~ 1998.12.31

1998-R-12 기본 서울시 화물자동차 조업주차 관리방안 황기연 김수정 1998.01.01~ 1998.12.31

1998-ER-02 수탁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손봉수 김성민, 노재현, 이승준, 이경아, 
이성진, 양창화, 최진희, 고지애, 
김나현

1998.02.26~ 1999.01.15

1998-ER-19 수탁 교통소통촉진을 위한 간선도로 정비 기본계획 김근영 이광훈, 박미정, 임용택, 최경은, 
윤수진, 김현주, 강경표, 김지권

1998.11.09~ 1999.12.31

1998-ER-22 수탁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연구 황기연 윤수진, 김수정 1998.12.10~ 1999.08.09

1999-R-07 기본 서울시 내부순환로 기능강화 방안 연구 손봉수 김성민, 김진영, 김주영 1999.01.01~ 1999.12.31

1999-R-08 기본 도시화물의 효과적인 수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황기연 이청원, 이우승, 엄진기, 박지영 1999.01.01~ 1999.12.31

1999-R-09 기본 대중교통 요금체계 다양화 방안 연구 황기연 엄진기, 이우철 1999.01.01~ 1999.12.31

1999-R-10 기본 쾌적한 도심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경철 이광훈, 고주연, 고준호, 백승걸 1999.01.01~ 1999.12.31

1999-R-11 기본 서울시 종합교통분석체계 정립 및 광역통행 분석 김순관 이신해, 조종석, 김태균 1999.01.01~ 1999.12.31

1999-PR-13 정책 버스산업 구조조정 미시행시 사회적 비용 분석 김순관 신미진 1999.04.01~ 1999.05.31

1999-PR-16 정책 도시철도 건설의 영향분석 기초연구 : 
해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김경철 김용일 1999.07.01~ 1999.09.30

1999-PR-18 정책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상황 예측 시뮬레이션 분석

손봉수 조용학 1999.07.20~ 1999.09.2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9-PR-21 정책 지하철 7호선과 중앙선의 환승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

김경철 고준호, 김용일 1999.10.01~ 1999.12.31

1999-ER-04 수탁 서울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입지 및 노선조정 방안 연구 김순관 김선웅 1999.03.05~ 2000.04.04

1999-ER-05 수탁 서울시 ITS사업 종합계획 손봉수 류시균, 고준호, 백혜선 1999.03.08~ 2000.03.07

1999-ER-10 수탁 서울시 운행제한차량(重車輛) 허가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이광훈 이우승, 임동철, 유성봉, 도학용, 
서문택, 윤수진, 황인호, 박균익, 
이영준, 노화성, 최준혁, 최현호, 
임정진, 민대홍

1999.08.09~ 2000.12.30

1999-ER-11 수탁 서울시 간선도로정비 기본계획 이광훈 김도년, 강경표, 김지권, 엄명순 1999.09.15~ 2000.01.14

1999-ER-12 수탁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 연구 김순관 김경철, 이광훈, 황기연, 이청원, 
이신해, 이재섭, 류시균, 최승석, 
박희원, 김형철, 김익기, 조종석, 
김치훈, 김태균, 백혜선, 조후진, 
신미진, 오해연

1999.09.15~ 2000.12.30

1999-ER-13 수탁 첨단교통정보관리분야 데이터사전 표준 손봉수 김주영 1999.09.17~ 2000.02.28

2000-R-04 기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전략 수립 : 
시범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황기연 엄진기, 이우철, 조용학 2000.01.01~ 2000.12.31

2000-R-05 기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천방안 연구 손봉수 엄진기, 김주영 2000.01.01~ 2000.12.31

2000-R-06 기본 서울시 첨단교통정보체계(ATIS) 구현을 위한 
기본연구

이청원 이신해, 박지영, 박희원 2000.01.01~ 2000.12.31

2000-R-07 기본 도시고속도로 기능향상을 위한 
연계도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광훈 강경표, 유성봉 2000.01.01~ 2000.12.31

2000-R-08 기본 시내버스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방향 연구 손의영 이우승 2000.03.01~ 2000.08.31

2000-R-09 기본 제2기 지하철 전면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개편 구상

윤혁렬 이인희A, 신미진 2000.01.01~ 2000.12.31

2000-PR-10 정책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 확립방안 손봉수 정남지 2000.05.15~ 2000.08.14

2000-PR-15 정책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방안 연구 황기연 엄진기, 김정필 2000.07.01~ 2000.09.30

2000-PR-20 정책 교통환경용량 포화도의 개발과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진장원 　 2000.07.11~ 2000.10.10

2000-PR-22 정책 서울과 세계 4대 도시 교통행정 체계 비교 신부용 2000.08.01~ 2000.10.31

2000-AR-01 협약 송파구 훼미리아파트 교통상황 시뮬레이션 분석 손봉수 　 2000.03.24~ 200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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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ER-05 수탁 서울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개발

손봉수 강수구, 조용학, 형남정, 이상성, 
이경아

2000.03.06~ 2000.12.05

2000-ER-08 수탁 지하철 5호선 건설 사후평가 연구 : 
사회 경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김경철 김운수, 윤혁렬, 고준호, 임은희, 
양창화

2000.03.14~ 2001.06.13

2000-ER-14 수탁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계획 타당성 연구 이광훈 유성봉, 김태은, 권경숙, 윤수진, 
엄명순

2000.03.30~ 2000.11.29

2000-ER-21 수탁 교통혼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윤혁렬 김경철, 강수구, 이인희A, 이경아, 
신미진, 신우화, 박세구, 고지애, 
우승호, 박내선, 이승희

2000.04.28~ 2001.08.27

2000-ER-24 수탁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학술연구 손봉수 이경아, 우승호, 강수구 2000.05.24~ 2001.02.28

2000-ER-25 수탁 서울시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교통부문 감리자문

이청원 이광훈, 손봉수, 박지영, 김경환, 
안수경, 심소정, 권병철, 박희원, 
문진현

2000.06.13~ 2001.12.30

2000-ER-27 수탁 주차장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김순관 박동, 이현송 2000.06.20~ 2001.04.19

2000-ER-28 수탁 지구교통개선사업·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김순관 이재섭, 최승석, 이유화, 백혜선, 
류시균, 심소정

2000.06.20~ 2000.12.19

2000-ER-31 수탁 시내버스업체의 적정 운영규모 및 
합리적인 경영시스템 개발 연구

이우승 손의영, 노진태, 이유화, 김정필, 
손의영, 류시균

2000.07.24~ 2000.12.30

2000-ER-34 수탁 서울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발전 기본계획 이광훈 이청원, 임정실, 김기형, 엄명순, 
권경숙, 김재철, 이진각, 신우화, 
이인철, 김균조, 유성봉, 윤수진

2000.08.26~ 2001.04.30

2000-ER-39 수탁 남산1호터널 교통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이청원 황기연, 국우각, 권병철, 이제인, 
이정민, 박상조, 박은미, 이동민

2000.12.02~ 2002.01.01

2000-ER-44 수탁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방안 검토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2차)

김경철 박옥준, 이인성, 김홍열, 최준영 2000.12.30~ 2002.01.30

2001-R-05 기본 환경친화적 도로구현 방안 연구 이광훈 강경표, 유성봉, 이진각, 김경환 2001.01.01~ 2001.12.31

2001-R-06 기본 서울시 교통수단별 통행량지표 산정방법 연구 김순관 이신해, 이재섭 2001.01.01~ 2001.12.31

2001-R-07 기본 서울시 택배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우승 유미희 2001.01.01~ 2001.12.31

2001-R-08 기본 서울시 동적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기본연구 이청원 박지영, 박희원 2001.01.01~ 2001.12.31

2001-R-09 기본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체계 보완 연구 손봉수 황기연, 김주영, 이경아, 김정필 2001.01.01~ 2001.12.31

2001-R-10 기본 기존선 개량을 통한 도시철도 속도향상 방안 기초연구 김경철 고준호, 김양지, 김혜경 2001.01.01~ 2001.12.31

2001-R-11 기본 자동차 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손의영 황기연, 이유화 2001.01.01~ 2001.07.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1-PR-09 정책 서울시 교통사고 유형분석 및 개선방안 강재홍 남미현 2001.03.15~ 2001.09.14

2001-PR-12 정책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통합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수 　 2001.04.23~ 2001.08.22

2001-PR-23 정책 서울시 민자유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분석 : 광진구 중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순관 이신해 2001.08.06~ 2001.10.05

2001-PR-26 정책 대도시 교통안전체제 비교연구 : 
서울과 뉴욕시를 중심으로(1차)

강재홍 2001.10.01~ 2001.12.31

2001-PR-28 정책 여의도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 교통영향 재분석 손봉수 　 2001.11.01~ 2001.12.15

2001-PR-32 정책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요금수준에 관한 연구 이우승 정우현 2001.12.20~ 2002.03.19

2001-ER-05 수탁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이광훈 엄명순, 진장원, 김근영, 유성봉, 
김경환, 이진각

2001.03.06~ 2002.09.30

2001-ER-09 수탁 분당선 일원동 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및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 검토

김경철 노혁재, 김일태, 김양지 2001.03.20~ 2001.11.30

2001-ER-13 수탁 서울시 서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손봉수 우승호, 박상준, 이경아, 김미연, 
고지애, 이승희, 김진영, 강수구

2001.03.23~ 2002.01.22

2001-ER-14 수탁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계획 수립 황기연 손봉수, 엄진기, 이은국, 박상준, 
김정필, 노재현, 김경환, 김익기

2001.03.23~ 2002.04.30

2001-ER-15 수탁 교통환경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도시관리모델 개발연구

김순관 이진선, 장수은, 백혜선, 남진, 
류시균, 이재섭, 오해연

2001.03.31~ 2002.05.30

2001-ER-24 수탁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연구 황기연 윤혁렬, 국우각, 심소정, 오해연, 
이승희, 고지애, 김광희, 김혜경

2001.08.16~ 2002.05.15

2001-ER-29 수탁 신신호시스템에 대한 검증및 평가를 위한 
학술용역 (1차)

이광훈 김경환, 이상수, 한동희, 허정아 2001.10.27~ 2002.05.30

2001-ER-36 수탁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2단계) 1공구 
설치공사 감리의 교통부문 자문

이청원 김성륜, 박상준A, 박지영, 양재석, 
박상조, 권병철, 심소정

2001.12.26~ 2003.07.31

2002-R-06 기본 서울시 교통안전업무 추진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이광훈 이신해, 유성봉 2002.01.01~ 2002.12.31

2002-R-06 기본 서울시 화물차량 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우승 2002.01.01~ 2002.12.31

2002-R-07 기본 블록별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 김순관 신미진, 백혜선 2002.06.01~ 2002.12.31

2002-R-08 기본 서울시 지선버스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윤혁렬 이승희, 고지애, 국우각 2002.01.01~ 2002.12.31

2002-R-09 기본 대중교통우선가로제 도입방안 연구 황기연 이조영, 조용학 2002.01.01~ 2002.12.31

2002-R-10 기본 기존 지하철 광역기능화 방안 연구 김경철 오미영, 김양지, 전선경 2002.01.01~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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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2-R-12 기본 ITS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증진을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 구축

이청원 권병철, 이제인 2002.01.01~ 2002.12.31

2002-R-13 기본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신성일 이광훈, 이청원, 김성수, 이진각, 
임명순, 심소정

2002.01.01~ 2002.09.30

2002-PR-07 정책 대도시 교통안전체제 비교연구 : 
서울과 뉴욕시를 중심으로(2차)

강재홍 2002.01.01~ 2002.03.31

2002-PR-09 정책 월드컵 교통지원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황기연 이청원, 노재현, 이제인, 박은경 2002.02.01~ 2002.07.31

2002-PR-24 정책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산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손영태 김성관, 이정근, 김호중 2002.12.04~ 2003.03.03

2002-AR-03 협약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김경철 전선경 2002.04.01~ 2002.06.30

2002-ER-01 수탁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김순관 이신해, 신미진, 백혜선, 홍주희, 
이동필, 김근영, 조종석, 박상준, 
민진아, 김광희, 이재만, 권희정, 
최재경, 박헌수, 김형진, 이재섭

2002.01.14~ 2003.04.13

2002-ER-14 수탁 신신호시스템 검증·평가 이광훈 강재홍, 이영락, 허정아, 한동희, 
김경환, 윤창호

2002.04.01~ 2003.08.30

2002-ER-17 수탁 중랑구 중기 종합교통계획 윤혁렬 이승희, 국우각, 고지애 2002.04.08~ 2003.03.07

2002-ER-26 수탁 서울시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우승 최성구, 변미정, 김준호, 김정필 2002.05.27~ 2003.06.26

2002-ER-37 수탁 서울교통시스템개편 실행방안 김경철 이광훈, 신성일, 김순관, 손기민, 
이우승, 이신해, 이청원, 윤혁렬, 
김현주A, 김영우, 박용훈, 
히로시토도로키, 김광식, 이승철, 
노혁재, 오미영, 유성봉, 최준영, 
박현숙, 도군섭, 정우진, 허겸, 
이명미, 이수범, 박은주A, 홍상훈, 
조혜정, 김은아, 김재용, 이상은A, 
박진영, 권연숙, 장택영, 안정현, 
김양지

2002.09.24~ 2003.12.31

2002-ER-46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연구 Ⅰ 이우승 이광훈, 김순관, 이문현, 이동필, 
유재광, 허정아, 노혁재, 변미정, 
서희, 한동희, 김경환, 이만호, 
조후진, 권경숙, 박진희

2002.12.26~ 2004.02.18

2003-R-05 기본 광역교통체계의 연계성 증진방안 
- Multi-modal 광역통행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이광훈 2003.01.01~ 2003.09.30

2003-R-06 기본 도로교통망의 이동성 분석지표 개발 : 
서울시 도심도로교통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이청원 박상준A, 양재석, 권병철 2003.01.01~ 2003.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3-R-07 기본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정립과 적용연구

신성일 김운수, 김정아, 이진각 2003.01.01~ 2003.12.31

2003-R-08 기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통행의 변화예측 및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김순관 이신해, 권희정 2003.01.01~ 2003.12.31

2003-PR-16 정책 서울시 환승통행 분석 이신해 　 2003.09.01~ 2003.10.31

2003-AR-01 협약 도로교통관리의 첨단화를 위한 
교통류 안전평가모형 개발

이청원 권병철 2003.01.08~ 2003.11.07

2003-ER-07 수탁 한강교량 On-Line 안전감시시스템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신성일 김경환, 한동희 2003.03.31~ 2004.02.28

2003-ER-09 수탁 서울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김순관 이신해, 민진아, 박상준, 백혜선, 
김광희, 최재경

2003.04.21~ 2004.11.30

2003-ER-12 수탁 신당3동 공영주차장 공급방안 연구 김순관 백혜선 2003.04.30~ 2003.07.29

2003-ER-34 수탁 도시철도 기술자료 편찬 손기민 김대현, 강수구 2003.11.07~ 2004.12.20

2003-ER-36 수탁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 황기연 조용학, 김대현 2003.11.27~ 2004.01.26

2003-ER-45 수탁 수도권 BIS/BMS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윤혁렬 김성륜, 권병철, 김대현 2003.12.23~ 2004.08.22

2003-ER-46 수탁 택시업체 서비스 평가모델 연구 이우승 변미정 2003.12.23~ 2004.06.30

2004-R-06 기본 나홀로 승용차의 행태 분석과 수요감축 방안 연구 김순관 권순실 2004.02.01~ 2004.12.31

2004-R-07 기본 서울시 대중교통 이동성 분석지표 개발 신성일 노현수, 김경환 2004.01.01~ 2004.12.31

2004-R-08 기본 서울시 단거리 승용차 통행 감축방안 연구 이신해 권희정 2004.01.01~ 2004.10.31

2004-R-09 기본 Mobile 위치정보를 이용한 
동적 OD 생성방안 기초연구

손기민 김대현, 강수구, 박희원 2004.01.01~ 2004.12.31

2004-R-10 기본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방안 이광훈 이문현 2004.01.01~ 2004.07.31

2004-R-11 기본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방안 연구 황기연 조용학, 이승철 2004.02.01~ 2004.12.31

2004-R-12 기본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모니터링 연구 윤혁렬 양재석 2004.03.01~ 2004.12.31

2004-R-13 기본 서울시 택시운행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이우승 홍상훈 2004.03.01~ 2004.12.31

2004-PR-25 정책 서울시 교통 및 물류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김순관 이우승, 윤혁렬, 이광훈, 손기민, 
김원호, 이신해, 권순실, 김창범, 
한동희, 이조영, 조영재, 최현주, 
박준환

2004.09.15~ 2005.08.15

2004-PR-35 정책 양방향연속진행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임용택 성홍모, 전상명 2004.12.03~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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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PR-42 정책 버스차로제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조사 연구 김형철 이복영, 송석원, 송기창, 조동명, 
장승일

2004.12.28~ 2005.03.27

2004-AR-05 협약 서울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평가 및 
홍보를 위한 국제회의

김경철 박진영, 김은정, 강보람 2004.12.23~ 2005.08.31

2004-ER-02 수탁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김순관 민진아, 백혜선 2004.01.19~ 2004.04.18

2004-ER-03 수탁 서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 김경철 이상은A, 조혜정, 오미영, 이명미, 
김은아, 박진영

2004.01.27~ 2005.01.26

2004-ER-10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연구 이우승 이광훈, 안재성, 한동희, 노현수, 
이문현, 조혜정, 허정아, 홍승애, 
변미정

2004.02.18~ 2005.03.31

2004-ER-14 수탁 제2차 서울특별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이신해 권희정, 유지혜, 정상희, 윤정재, 
조혜정

2004.02.27~ 2005.02.28

2004-ER-18 수탁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학술연구 황기연 이승철, 박민진, 조용학, 이조영 2004.03.03~ 2005.02.28

2004-ER-19 수탁 연도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 김순관 권순실, 백혜선, 최현주, 장윤미, 
김형철, 김광희

2004.03.15~ 2005.04.14

2004-ER-20 수탁 지하철 연계버스 운영방안 연구 이신해 오미영, 조혜정, 노현수, 유지혜, 
허정아, 이문현, 김영우, 정상희, 
이명미, 김은아

2004.03.15~ 2004.09.14

2004-ER-26 수탁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운행 실태 및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윤혁렬 이유화, 지세진, 김성륜, 강수구 2004.05.07~ 2005.03.06

2004-ER-39 수탁 2004년도 국가 교통 DB 구축방안 중 
2003년 수도권 여객 O/D 및 네트워크 현행화

김순관 장윤미 2004.08.06~ 2005.02.28

2004-ER-40 수탁 광희고가 철거 타당성 분석 연구 황기연 손기민, 이승철, 허진수 2004.08.13~ 2005.01.12

2005-R-07 기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이신해 김선자, 조혜정 2005.01.01~ 2005.10.31

2005-R-08 기본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시 도시철도 수입금 정산모형 개발

신성일 이종규, 노현수, 김경환 2005.01.01~ 2005.07.31

2005-R-09 기본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체계 및 교통개선 방안 이광훈 권영덕, 이문현 2005.01.01~ 2005.10.31

2005-R-10 기본 서울시 지하철 노선체계 개편 방안 손기민 윤혁렬, 김대현, 강수구 2005.01.01~ 2005.10.31

2005-R-11 기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정보체계 정비 및 활용방안

윤혁렬 손기민, 박희원, 양재석 2005.01.01~ 2005.10.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5-R-12 기본 서울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교통관리 기법 연구

이신해 김원호, 김운수, 임병훈 2005.03.01~ 2005.09.30

2005-R-13 기본 서울시 OD 조사 신뢰성 증대방안 연구 김순관 김형철, 권순실, 민진아 2005.03.01~ 2005.12.31

2005-R-14 기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이우승 서진수 2005.03.01~ 2005.12.31

2005-PR-05 정책 서울시 도시접근성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신성일 신상영, 장윤미 2005.04.01~ 2006.03.31

2005-PR-16 정책 서울 대중교통 개편개혁 공동 출판사업 김경철 강보람 2005.08.01~ 2005.12.31

2005-PR-37 정책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 대피 및 구조를 위한 
교통망 제어

유정훈 　 2005.10.18~ 2006.02.17

2005-PR-46 정책 서울시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우승 전병은 2005.11.15~ 2006.01.14

2005-PR-47 정책 서초IC 진입램프 개방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김원호 오태훈 2005.11.16~ 2006.01.15

2005-ER-05 수탁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분석 및 버스관리기구 
설립·운영 방안 : 제1편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분석

김경철 김형철, 김양지, 오미영, 강보람, 
김은아, 임삼진, 황지희

2005.03.08~ 2006.02.07

2005-ER-07 수탁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 신성일 손기민, 이신해, 조종석, 김경환, 
박희원, 장윤미, 노현수, 오태훈, 
양지영

2005.03.09~ 2006.02.20

2005-ER-13 수탁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 손기민 윤혁렬, 박희원, 강수구, 지세진, 
김대현

2005.05.03~ 2006.02.02

2005-ER-15 수탁 중앙버스전용차로 신호운영 제어전략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수립

이광훈 김원호, 허정아, 홍승애, 이문현 2005.05.20~ 2006.07.31

2005-ER-33 수탁 수도권교통조합 중장기 기본계획 김순관 이신해, 박준환, 조혜정, 민진아, 
최현주

2005.09.01~ 2006.05.28

2005-ER-36 수탁 DMC 교통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윤혁렬 이태훈, 조도형, 김대현, 권순실, 
서진수, 양재석

2005.09.28~ 2006.07.27

2005-ER-41 수탁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윤혁렬 이무용, 백승만, 박종구, 노은이, 
김윤미, 양재석, 노현수, 서용석, 
양지영, 이태훈, 조종석, 김종한

2005.11.14~ 2006.10.15

2005-ER-46 수탁 2005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 김순관 박준환, 민진아, 최현주, 권순실, 
김용훈

2005.11.29~ 2006.07.28

2005-ER-50 수탁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 연장 타당성 검토 손기민 김경철, 조도형, 김대현 2005.12.14~ 2006.08.28

2005-ER-55 수탁 서울시 교통정보를 활용한 UTI 정보콘텐츠 및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신성일 강보람, 노현수, 조종석, 김경수 2005.12.28~ 2006.10.27

2006-R-09 기본 서울시 교통방재체계 구축방안 연구 신성일 조용찬 2006.01.01~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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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R-10 기본 서울시 도시철도 유지관리 운영방안 연구 손기민 조도형, 김대현 2006.03.01~ 2006.12.31

2006-R-11 기본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서울시 물류시설 정비방안 이우승 현근영 2006.01.01~ 2006.12.31

2006-R-12 기본 U-서울 도래와 서울시 교통대응 전략
(ITS 사업을 중심으로)

이광훈 박호진, 김희진 2006.01.01~ 2006.10.31

2006-R-13 기본 교통데이터 구축 및 관리·활용 방안 연구 김원호 오태훈 2006.01.01~ 2006.10.31

2006-R-14 기본 대중교통 우선정책 지원을 위한 
보행시설 개선방안 연구

이신해 임은영 2006.01.01~ 2006.10.31

2006-R-15 기본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연구

김경철 신성일, 오미영, 김은아 2006.01.01~ 2006.10.31

2006-R-16 기본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우승 김도경, 이인아, 조찬호 2006.03.01~ 2006.12.31

2006-PR-04 정책 서울시 택시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우승 전병은 2006.01.15~ 2006.03.14

2006-PR-05 정책 도시철도 운영개선 방안 임삼진 　 2006.02.02~ 2006.08.01

2006-PR-09 정책 수도권 물류개선을 위한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 이환호 　 2006.03.06~ 2006.06.05

2006-PR-14 정책 세계 대도시간 교통신호정책 및 
규제 효율성 비교 연구

이광훈 김원호, 김종한, 양지영 2006.04.10~ 2006.10.15

2006-PR-31 정책 서울시 도로관리체계 개선방안 이광훈 강영옥, 홍우식 2006.11.01~ 2007.04.30

2006-PR-32 정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이관에 따른 
서울시 교통운영체계 구축방안

이광훈 김원호, 김도경, 이창주 2006.11.10~ 2007.03.09

2006-ER-08 수탁 서울시 택시발전모델 연구 이우승 양재석, 서진수, 전병은, 이태훈 2006.03.15~ 2006.12.31

2006-ER-11 수탁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007~2011) 이광훈 이문현, 김용훈, 김희진, 강경표, 
박호진, 박현영A

2006.03.29~ 2008.01.15

2006-ER-19 수탁 시외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김순관 이신해, 임희지, 고준호, 한여희, 
김용훈, 박준환, 최현주, 서주옥, 
임은영, 민진아, 권순실

2006.05.25~ 2007.06.30

2006-ER-23 수탁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김순관 이신해, 김도경, 장재민, 김혜련, 
권순실, 장선애, 이인아, 임은영, 
민진아, 박준환, 김태균, 김현국, 
백혜선, 양재석, 김용훈, 허민욱, 
조종석, 박헌수

2006.06.29~ 2007.12.07

2006-ER-25 수탁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손기민 김경철, 김대현, 이태훈, 김은아, 
조용찬, 오태훈, 조도형

2006.06.30~ 2007.08.29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6-ER-28 수탁 서울형 통합교통신호체계 구축(1차년도) 김원호 오태훈, 김강휘, 양지영, 조용찬 2006.08.17~ 2007.10.31

2006-ER-36 수탁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고준호 김순관, 이인아, 최진헌, 김희진 2006.11.01~ 2007.04.30

2006-ER-37 수탁 서울시 교통운영정보시스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훈 　 2006.11.01~ 2007.02.15

2006-ER-45 수탁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윤혁렬 박현찬, 이성창, 현근영, 박선영, 
김강휘, 이태훈, 이일, 김종한, 
장지희, 정미연, 김명규

2006.11.23~ 2007.12.31

2007-R-08 기본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추진방안

고준호 최유진, 이인아, 조영재 2007.01.01~ 2007.12.31

2007-R-09 기본 교통카드 Data를 활용한 대중교통 평가체계 구축방안 신성일 조용찬, 이창주 2007.01.01~ 2007.10.31

2007-R-10 기본 대피선 설치를 통한 도시철도 운행개선 방안 손기민 김대현, 조도형, 윤지영 2007.01.01~ 2007.10.31

2007-R-11 기본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O/D 추정 및 활용 김순관 박준환, 조종석, 김준기, 허민욱 2007.01.01~ 2007.10.31

2007-R-12 기본 지속가능한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도로 리모델링 방안

이광훈 김희진 2007.03.01~ 2007.12.31

2007-R-13 기본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김원호 양지영, 오태훈, 최선희 2007.01.01~ 2007.10.31

2007-R-14 기본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물류 도입 방안 이우승 전병은 2007.01.01~ 2007.10.31

2007-R-15 기본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김승준 임은영 2007.03.01~ 2007.12.31

2007-PR-15 정책 서울시 교통관리 전략연구 :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고준호 김순관, 조영재, 최진헌, 윤상훈, 
이인아

2007.05.14~ 2007.12.31

2007-PR-19 정책 서울시 대중교통 중심도시구현 전략연구 김순관 손기민, 박준환, 김준기 2007.06.08~ 2008.01.31

2007-PR-29 정책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전략 연구 이우승 김순관, 박준환, 박경서, 김준기 2007.08.10~ 2007.12.31

2007-PR-31 정책 서울시 도로포장체계 개선방안 이광훈 박호진, 명지원 2007.08.27~ 2008.01.31

2007-ER-05 수탁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효과분석 및 평가 김원호 고준호, 김승준, 오태훈, 김명규, 
김강휘, 조영재

2007.02.21~ 2007.12.20

2007-ER-08 수탁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체계 종합정비방안 이광훈 박호진, 명지원, 홍우식 2007.03.14~ 2008.07.30

2007-ER-21 수탁 서울형 교통수요특별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한
ETCS 도입방안 연구

김원호 최선희A 2007.06.14~ 2007.12.31

2007-ER-23 수탁 서울시 교통부문 대기오염 감축방안 연구 신성일 이우승, 최유진, 서용희, 김대현, 
이창주, 김은영B, 최지윤

2007.06.01~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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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ER-26 수탁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김순관 손기민, 김승준, 서용희, 김준기, 
최진헌, 명지원, 김명규, 윤지영A, 
최선희A, 허헌, 조용찬, 박경서, 
이창주, 권순실, 백혜선, 조도형, 
김대현, 이유화, 강민석, 김강휘

2007.06.29~ 2008.11.29

2007-ER-42 수탁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영기관간 연락운임
정산방안 연구용역

신성일 이우승, 김은영B, 백혜선, 
김현국, 서용희, 전병은, 이창주, 
조용찬, 김용훈

2007.09.19~ 2007.12.20

2007-ER-57 수탁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연구

김원호 이신해, 오태훈, 성기범, 김희진, 
김강휘, 최선희A, 이성훈, 정성용, 
김종한, 임은영

2007.11.23~ 2008.11.23

2007-ER-58 수탁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경신 용역
(수도권 교통본부 2차 O/D)

김순관 고준호, 김용훈, 권순실, 김현국, 
허헌, 이유화, 백혜선

2007.12.05~ 2009.02.04

2007-ER-62 수탁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김원호 이신해, 최선희A, 김시현, 오태훈, 
임은영, 김강휘, 박경서

2007.12.21~ 2008.09.20

2008-BR-05 기초 대중교통 서비스지표 산출 연구(1단계) : 
버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신해 손기민, 김원호, 김승준 2008.11.01~ 2009.04.30

2008-BR-06 기초 수도권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도시활동 형태변화 분석

김원호 손기민, 이신해, 고준호, 김승준, 
안기정

2008.12.23~ 2009.06.30

2008-PR-05 정책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이신해 김경철, 박지훈 2008.02.01~ 2008.06.30

2008-PR-06 정책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

김승준 　 2008.02.01~ 2008.05.31

2008-PR-07 정책 교통관리 최적화를 고려한 
서울시 도로시설물 상시유지 관리방안

신성일 윤혁렬, 이창주 2008.02.01~ 2008.05.31

2008-PR-08 정책 서울시 이륜차특송업 실태 및 동향 연구 이우승 전병은 2008.02.01~ 2008.05.31

2008-PR-13 정책 서울시 교통수요 및 교통류 관리방안 연구 고준호 조영재 2008.03.01~ 2008.07.31

2008-PR-14 정책 도시철도 노선개편 실행방안 : 
5·9호선 직결을 중심으로

손기민 백은주 2008.03.01~ 2008.05.31

2008-PR-26 정책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성일 윤혁렬 2008.06.01~ 2008.09.30

2008-PR-44 정책 서울시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제약요인 극복방안 안기정 김경철, 이종덕 2008.08.25~ 2008.11.25

2008-PR-48 정책 서울시 수송부문 CO₂ 배출 변화요인 및 
감축잠재량 분석

김경철 　 2008.10.01~ 2009.01.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8-PR-51 정책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교통사고 원인조사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이신해 김원호, 김승준, 박지훈 2008.10.01~ 2008.11.30

2008-PR-52 정책 서울시 지하철역 접근체계 분석을 통한 
지역별 최적 접근수단 모색

고준호 이세희 2008.10.13~ 2009.02.12

2008-PR-56 정책 광역버스전용차선제도의 사회적 형평성 분석 안기정 신성일, 이종덕, 이창훈 2008.11.24~ 2009.03.24

2008-ER-10 수탁 도시철도 민자사업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손기민 권영덕, 이세구, 윤지영A 2008.04.03~ 2009.04.02

2008-ER-29 수탁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김원호 이유화, 최선희A, 김시현, 김강휘 2008.10.09~ 2009.07.08

2008-ER-32 수탁 그린카 보급에 대비한 서울시 인프라 구축방안 고준호 이신해, 박희석, 김태형, 신상희, 
장재민, 김대현

2008.12.01~ 2009.06.30

2008-ER-35 수탁 교통정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술개발 기획 신성일 강민석, 류민환, 강지은 2008.10.22~ 2009.09.21

2009-BR-09 기초 대중교통 서비스지표 산출 연구(2단계) 이신해 김순관, 김원호, 김승준, 이창, 
박지훈, 최선희, 성기범

2009.12.10~ 2010.06.09

2009-BR-10 기초 서울시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관리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고준호 김운수, 진상현, 이창, 이세희, 
임현섭, 황인창

2009.12.14~ 2010.04.13

2009-SR-06 전략 서울대도시권 광역간선교통 추진에 따른 서울시 
대응전략 수립

이신해 고준호, 김승준, 김원호, 맹다미, 
박현찬, 이세희, 전재현

2009.09.08~ 2009.12.07

2009-PR-20 정책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안기정 고준호, 이종덕 2009.03.26~ 2009.07.26

2009-PR-21 정책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인축 발전전략 수립 
공동연구

손기민 김승준, 맹다미, 양지수 2009.04.01~ 2009.07.31

2009-PR-36 정책 서울시 차량운행 효율화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신성일 전병은 2009.06.15~ 2009.11.14

2009-PR-42 정책 서울시 물류·유통 관련 인천광역시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

안기정 신성일, 이종덕 2009.07.29~ 2009.11.29

2009-PR-46 정책 서울시 포장도로 수준 향상 김호식 　 2009.08.20~ 2009.12.31

2009-PR-57 정책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하철 역사 진·출입 시설 
개편방향 연구

이창 여혜진, 이동훈, 이주아 2009.11.01~ 2010.02.28

2009-PR-61 정책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안기정 신성일, 강지은 2009.12.17~ 2010.06.17

2009-ER-09 수탁 공중선 지중화사업 학술연구 용역 신성일 김찬동, 강민석, 강지은, 이창훈, 
류민환

2009.02.05~ 2009.09.04

2009-ER-16 수탁 지하철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손기민 백윤주, 심현진, 백은주, 윤지영A 2009.03.27~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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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ER-23 수탁 표준교통량 및 교통유발계수 산정방안 연구 고준호 이창, 조용찬, 장재민 2009.06.04~ 2010.02.28

2009-ER-25 수탁 위례신도시 철도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김승준 손기민, 윤혁렬, 임희지, 민현석, 
백은주, 이창훈, 류민환, 심현진, 
김태형, 양지수, 정영화, 윤지영A

2009.06.15~ 2010.12.15

2009-ER-28 수탁 Seoul TOPIS 5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중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신성일 류민환, 이창훈, 강지은 2009.06.15~ 2009.11.26

2009-ER-31 수탁 자전거 문화교육용 콘텐츠 및 자료개발 연구 이신해 홍석기, 성기범, 이혜진 2009.06.23~ 2009.12.23

2009-ER-35 수탁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구축·운영계획 수립 연구

이신해 김원호, 배준식, 김희진, 전재현, 
박진선, 권순실

2009.07.08~ 2010.10.30

2009-ER-36 수탁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연구 김원호 김강휘, 최선희A, 조용찬, 심현진, 
권순실

2009.07.16~ 2010.03.13

2009-ER-41 수탁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1차) 김원호 김승준, 이태진, 이유화, 심현진, 
김강휘, 조용찬, 최선희A

2009.08.13~ 2010.07.12

2010-SR-04 전략 서울시 대중교통 체질개선 및 도로공간 Reformation 이신해 신성일, 김순관, 김원호, 고준호, 
윤혁렬, 이성창, 김승준, 여혜진, 
안기정, 이창, 백세나, 강지은, 
조승희, 박중현

2010.05.11~ 2010.10.31

2010-PR-05 정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통행실태 DB의 효율적 구축·운영방안 연구

김순관 이신해, 권순실, 장효석 2010.01.15~ 2010.07.14

2010-PR-07 정책 경전철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윤혁렬 김승준, 안기정, 명지원 2010.01.28~ 2010.06.28

2010-PR-08 정책 서울형 신노면전차 기능 및 위계정립 연구 김승준 이유화 2010.01.29~ 2010.05.29

2010-PR-20 정책 외부요인에 의한 서울시 교통상황 변화분석 이창 고준호, 변미리, 이유화, 강영은 2010.04.12~ 2010.08.31

2010-PR-25 정책 교통수요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고준호 이창, 이세희 2010.06.01~ 2010.10.31

2010-PR-27 정책 서울시 민자주차장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안기정 이겨라, 명지원, 강지은 2010.05.25~ 2010.12.25

2010-PR-54 정책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화 및 
운영 개선방안

김원호 오준석 2010.09.20~ 2011.03.19

2010-PR-59 정책 서울시 택시산업 위상 정립 방안 연구 : 
해외택시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안기정 이겨라, 강지은 2010.11.01~ 2011.01.31

2010-ER-01 수탁 서울시 마을버스의 운행지표 및 운송수입 변화 분석 신성일 안기정, 이겨라, 이창훈, 전병은 2010.01.15~ 2010.09.15

2010-ER-05 수탁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통합OD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김순관 김원호, 이신해, 권순실, 김강휘, 
조용찬, 장재민, 최선희A, 김희진

2010.01.28~ 2011.01.27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0-ER-13 수탁 표준교통량 및 교통유발계수 산정방안 연구 고준호 이창, 박지훈, 명지원, 이세희, 
장재민, 손웅비, 최연주, 임현섭, 
이종덕

2010.03.11~ 2011.03.10

2010-ER-19 수탁 광역버스 노선신설·개편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용역 이신해 박지훈, 강영은, 전재현 2010.04.01~ 2011.01.25

2010-ER-21 수탁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김승준 윤혁렬, 이창, 김희진, 심현진, 
백은주, 이창훈, 명지원, 전병은

2010.04.13~ 2011.04.13

2010-ER-24 수탁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장기 활용방안 연구 김순관 이동훈, 박민정, 장효석, 김지희 2010.05.06~ 2011.02.07

2010-ER-33 수탁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2차) 김원호 양은혜, 최선희A, 조용찬, 김강휘 2010.07.20~ 2011.07.19

2010-ER-37 수탁 2010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 김순관 고준호, 이창, 권순실, 이성훈, 
정상미, 최연주, 장재민, 장지은, 
이겨라, 김소은, 심진섭, 장효석, 
조승희, 박정우, 김태형, 정효주, 
조진환, 강영은, 백세나, 김철우

2010.08.10~ 2011.04.29

2010-ER-38 수탁 원주시 교통운영체계 선전화 모델도시 사업 
사업관리보고서

김원호 김승준, 김강휘, 최선희A, 조용찬, 
조승희, 김준원

2010.09.27~ 2012.04.19

2010-ER-40 수탁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배분의 검증평가 용역 신성일 이창훈, 조수연, 전병은, 강지은 2010.10.11~ 2011.05.31

2010-ER-44 수탁 첨단 도로교통 제어를 위한 
차세대 표준 기술개발 기획

김원호 김승준, 이은정, 양은혜, 조승희 2010.12.23~ 2011.06.22

2011-BR-04 기초 대중교통카드를 활용한 도시철도 혼잡도 
지표개발 연구

신성일 이창훈, 정현진 2011.04.05~2011.10.04

2011-BR-07 기초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김원호 김승준, 고준호 이현, 박지훈 2011.09.01~ 2012.04.30

2011-PR-06 정책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통합 타당성 조사 및 
통합방안 연구

김원호 정갑채, 김준원 2011.01.17~ 2011.07.16

2011-PR-09 정책 서울시 버스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 안기정 신성일, 강지은, 이겨라 2011.01.20~ 2011.04.10

2011-PR-12 정책 시내버스 적자노선 해소방안 이신해 김승준, 전재현 2011.01.25~ 2011.04.10

2011-PR-13 정책 완전거리비례요금제 도입 타당성 연구 신성일 안기정, 조수연, 정현진 2011.02.10~ 2011.04.10

2011-PR-14 정책 그린카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고준호 김태형, 이세희, 심진섭 2011.02.10~ 2011.07.09

2011-PR-19 정책 지속가능한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이신해 윤혁렬, 변미리, 박지훈, 전재현 2011.02.25~ 2011.08.24

2011-PR-24 정책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 윤혁렬 김승준, 신성일, 이신해, 안기정, 
박지훈, 전재현

2011.04.11~ 2011.12.31

126 127 교통
제1부 
연구과제

https://www.si.re.kr/node/24572
https://www.si.re.kr/node/24572
https://www.si.re.kr/node/24680
https://www.si.re.kr/node/24679
https://www.si.re.kr/node/24587
https://www.si.re.kr/node/24725
https://www.si.re.kr/node/24767
https://www.si.re.kr/node/24657
https://www.si.re.kr/node/24657
https://www.si.re.kr/node/24771
https://www.si.re.kr/node/24771
https://www.si.re.kr/node/24749
https://www.si.re.kr/node/24695
https://www.si.re.kr/node/24695
https://www.si.re.kr/node/24676
https://www.si.re.kr/node/24683
https://www.si.re.kr/node/2468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1-PR-35 정책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지하주차장 개발 및 설계방안

이창 민현석, 백세나 2011.05.09~ 2011.06.03

2011-PR-38 정책 서울시 친환경버스 도입방안 연구 고준호 심진섭 2011.05.16~ 2011.11.15

2011-PR-45 정책 도시개발과 연계된 선제적 
교통개선대책수립방안 연구

이광훈 박보라 2011.06.01~ 2011.11.30

2011-PR-59 정책 최적 대중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연구 신성일 정현진 2011.09.01~ 2012.02.29

2011-PR-71 정책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사고취약구간 선정에 관한 연구 강승모 　 2011.12.15~ 2012.05.15

2011-ER-01 수탁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공동조사 사업(수도권) 김순관 　 2011.01.05~ 2011.03.31

2011-ER-12 수탁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추가 조사(수도권) 김순관 고준호, 이창, 박대운, 장효석, 
최연주, 장재민, 장지은, 이성훈, 
정상미

2011.04.25~ 2011.09.30

2011-ER-15 수탁 시내버스 정산시스템 구축 학술용역 신성일 윤형호, 안기정, 강지은, 정현진, 
정규진

2011.04.29~ 2011.10.12

2011-ER-16 수탁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연구 윤혁렬 이성창, 김승준, 이여라, 양은혜, 
백은주, 심현진, 조용찬, 김강휘, 
최선희A

2011.05.03~ 2011.10.30

2011-ER-18 수탁 마을버스 운임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 신성일 윤형호, 안기정, 이창훈, 전병은, 
이겨라, 강지은, 정규진

2011.05.09~ 2011.10.25

2011-ER-19 수탁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 연구용역 이창 고준호, 이동훈, 송지영, 이세희, 
강영은, 김준원, 백세나

2011.05.09~ 2011.11.10

2011-ER-20 수탁 ‘서울에 알맞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이신해 이겨라, 박지훈, 양은혜 2011.05.11~ 2012.02.10

2011-ER-27 수탁 2011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 중 전국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 예측 공동사업(수도권)

이신해 고준호, 김승준, 이창, 백주운, 
이여라, 최선희A, 김준원, 백주운, 
심현진, 김민우, 성기범, 강영은

2011.06.28~ 2012.04.29

2011-ER-28 수탁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 예측 윤혁렬 김승준, 김강휘, 조용찬, 김민우 2011.07.01~ 2011.09.30

2011-ER-31 수탁 녹색물류사업 효과분석체계 연구 신성일 전병은, 이창훈 2011.07.28~ 2011.11.27

2011-ER-33 수탁 신교통카드시스템 성과 및 개선과제 도출 연구용역 신성일 안기정, 이겨라, 이창훈, 전병은, 
조수연, 백은주

2011.10.01~ 2012.03.31

2011-ER-37 수탁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전수화 및 
장래수요 예측 공동조사

이창 이신해, 고준호, 김승준, 박지훈, 
전재현, 백은주, 유경상, 국우각, 
백주운, 김민우, 이여라, 최선희A, 
김혜원A

2011.11.30~ 2012.04.29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1-ER-38 수탁 첨단도로교통 시설물 통합제어 기술개발 김원호 정현진, 이현, 김준원, 조용찬 2011.12.06~ 2012.09.05

2011-ER-39 수탁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1차) 김원호 박보라, 양은혜, 이현 2011.12.15~ 2012.08.14

2012-BR-07 기초 교통카드 이용자 통행행태 연계분석 방안 김순관 장지은 2012.05.16~ 2013.04.30

2012-PR-05 정책 생활권 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관리 전략 수립 김원호 조용찬, 박보라 2012.01.01~ 2012.06.30

2012-PR-13 정책 서울형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연구 고준호 이창, 심진섭, 김태형 2012.01.01~ 2012.06.30

2012-PR-32 정책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 방향 안기정 고준호, 이겨라, 박찬운, 김범식 2012.03.16~ 2012.10.31

2012-PR-36 정책 서울시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신성일 안기정, 박찬운 2012.05.16~ 2012.11.15

2012-PR-51 정책 서울시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이창 강영은, 김혜원A, 김민우 2012.06.16~ 2012.12.16

2012-PR-52 정책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김승준 윤혁렬, 강영은, 김민우, 전재현 2012.06.16~ 2012.12.15

2012-ER-02 수탁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김승준 윤혁렬, 성기범, 강영은, 심현진, 
김민우, 김혜원A, 전재현, 이여라, 
이겨라, 남성우, 김희주, 유경상, 
국우각, 정현진, 정자영, 조수연, 
고문수, 김범식A, 이진학, 오지연, 
신재용, 안내영, 박찬운

2012.01.19~ 2013.06.30

2012-ER-09 수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신성일 조수연, 이창훈, 정자영, 박찬운, 
양은혜

2012.02.22~ 2013.08.21

2012-ER-12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고준호 신성일, 김순관, 김원호, 윤혁렬, 
김승준, 안기정, 이창, 김태형, 
박지훈, 기현균, 조수연, 박정환, 
김대진

2012.02.29~ 2013.05.31

2012-ER-17 수탁 서울특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 윤혁렬 김원호, 김승준, 고문수, 국우각, 
유경상

2012.03.22~ 2013.05.31

2012-ER-25 수탁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김원호 오지연, 조용찬, 이현 2012.04.09~ 2013.02.20

2012-ER-35 수탁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방안 연구

신성일 　 2012.05.15~ 2013.01.29

2012-ER-42 수탁 보행행태기반 경로선택 예측기술 개발 고준호 김태현, 강지은 2012.04.10~ 2013.02.09

2012-ER-47 수탁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방향 수립 연구 신성일 이창훈, 정현진, 조수연 2012.06.13~ 2013.12.06

2012-ER-57 수탁 2012년 택시서비스 평가용역 안기정 송교원, 박찬운 2012.08.10~ 2012.12.31

2012-ER-59 수탁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2차) 김원호 이현, 정갑채, 김옥선, 강영은, 
김태중, 이여라, 홍우식, 양은혜

2012.08.15~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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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ER-63 수탁 2013년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안기정 고준호, 전영수, 박찬운, 김옥선, 
정자영, 정동재, 김범식A

2012.08.27~ 2013.05.14

2012-ER-64 수탁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순관 김태중, 박정우, 장지은, 최현주 2012.08.29~ 2013.02.28

2012-ER-66 수탁 관광버스 권역별 수요예측 및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구

김순관 박정우, 정상미 2012.09.05~ 2013.04.02

2012-ER-67 수탁 첨단도로교통 시설물 통합제어 기술개발 김원호 양은혜, 이현, 정갑채, 김옥선 2012.09.06~ 2013.06.27

2012-ER-71 수탁 장애인콜택시용 전기차 시범운행 모니터링 평가 고준호 김대진, 박정환 2012.09.28~ 2013.01.22

2012-ER-77 수탁 전기차 셰어링 시범운행 모니터링 평가 고준호 박정환 2012.12.14~ 2013.08.31

2013-BR-09 기초 통계로 본 서울교통 : 서울통계연구 3 이신해 김태중 2013.07.16~ 2013.12.15

2013-PR-11 정책 서울시 택배물류 공동화 방안 연구 신성일 안기정, 이창훈, 박동주 2013.03.01~ 2013.10.31

2013-PR-17 정책 서울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이광훈 홍우식 2013.04.01~ 2013.11.30

2013-PR-32 정책 택시사업구역 통합 개선방안 연구 안기정 남대식, 김범식A 2013.05.01~ 2013.10.31

2013-PR-33 정책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 출근통행의 질 평가

김순관 고준호, 이신해, 장지은, 정기성 2013.05.01~ 2014.01.31

2013-PR-37 정책 공유교통의 시대, 무엇을 나눠쓸 것인가? 고준호 유경상, 박지훈 2013.06.01~ 2013.08.31

2013-PR-39 정책 서울시 교통 SOC 투자의 적정수준 및 
배분에 관한 연구

김승준 안기정, 전재현 2013.06.16~ 2013.12.15

2013-PR-42 정책 대중교통요금 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이신해 윤혁렬, 박찬운 2013.07.16~ 2013.11.15

2013-PR-44 정책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운영개선 연구 유경상 김승준, 이진학 2013.08.01~ 2013.12.31

2013-PR-45 정책 서울시 공공교통정보 부가가치 증진 방안 연구 김원호 정갑채 2013.08.01~ 2013.11.30

2013-PR-47 정책 대규모 복합교통시설 보행 활성화 방안 신성일 이광훈, 홍우식, 이창훈 2013.09.01~ 2014.02.28

2013-PR-72 정책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이광훈 홍우식 2013.11.15~ 2014.05.14

2013-ER-13 수탁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수립 연구 고준호 강태석, 김대진, 김정아, 박정환, 
기현균

2013.03.07~ 2014.02.28

2013-ER-20 수탁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 윤혁렬 김승준, 유경상, 허은진, 국우각, 
이여라, 강영은, 김태중

2013.03.14~ 2014.06.30

2013-ER-24 수탁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이신해 박찬운, 국우각, 김태중, 이진학 2013.03.01~ 2014.02.2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3-ER-31 수탁 2013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순관 권순실, 정기성, 정상미, 최현주 2013.04.30~ 2013.12.31

2013-ER-47 수탁 가나 아크라시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기술자문 용역 

김원호 김승준, 박태윤, 김원주A 2013.05.30~ 2016.12.12

2013-ER-48 수탁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고준호 남대식, 박정환, 김태형, 김대진 2013.07.15~ 2014.02.10

2013-ER-49 수탁 첨단도로교통 시설물 통합제어 기술개발 김승준 김옥선, 이진학, 정갑채 2013.07.26~ 2015.05.25

2013-ER-53 수탁 택시업계와 정부·지자체 재원조성을 통한 
택시공급량 감축방안 연구

안기정 박정환, 남대식 2013.08.12~ 2013.10.10

2013-ER-56 수탁 스리랑카 콜롬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 품질관리(QA)

윤혁렬 김승준 2013.08.22~ 2017.12.21

2013-ER-58 수탁 2013년도 택시 서비스 평가 용역 안기정 김범식A 2013.09.13~ 2014.02.11

2013-ER-66 수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 수립 연구

고준호 김운수, 장지은, 강태석, 기현균 2013.12.19~ 2014.10.22

2014-BR-07 기초 수도권 지하철 노선 간 환승량 추정방법 개선 김순관 박지훈 2014.07.01~ 2015.01.31

2014-BR-09 기초 서울시 지하철 혼잡비용 산정과 정책 활용 김승준 전재현 2014.07.16~ 2014.12.15

2014-BR-17 기초 도로 보행환경개선 지불의사액의 추정 이신해 전재현 2014.11.15~ 2015.05.14

2014-PR-03 정책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 연구

이신해 고준호, 맹다미, 박지훈 2014.01.16~ 2014.06.15

2014-PR-04 정책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를 통한 
택시 이용 및 운행 행태 분석

안기정 정상미, 남대식 2014.01.16~ 2014.09.15

2014-PR-09 정책 한양도성안 보행중심 교통정책 운영방안 유경상 윤혁렬 2014.03.16~ 2014.08.15

2014-PR-21 정책 보행친화도시 만들기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의 기본방향

이창 유경상, 김영란, 민현석, 박찬운, 
정상미, 정윤주

2014.08.01~ 2014.12.31

2014-PR-22 정책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실효성 강화 지정기준 개선방안

유경상 윤혁렬 2014.08.01~ 2015.03.31

2014-PR-27 정책 서울시 도로관리체계 효율화 구도의 시도로 
전환 판단절차 구축방안

이광훈 홍우식 2014.09.01~ 2015.02.28

2014-PR-37 정책 도시철도 간선버스 간 환승보행환경 개선방안 신성일 이광훈, 류민환 2014.11.01~ 2015.06.30

2014-PR-40 정책 서울시민 승용차 소유와 이용특성 분석 안기정 김범식 2014.11.16~ 2015.05.15

2014-PR-41 정책 공유도시 상징사업 나눔카 효과평가와 
서비스의 운영방향

고준호 기현균 2014.12.01~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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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OR-04 현안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방안 윤혁렬 김승준 2014.01.20~ 2014.05.19

2014-OR-15 현안 가로변 도로 활용한 포켓주차장 공급방안 신성일 이광훈 2014.05.16~ 2014.08.15

2014-OR-21 현안 수도권 광역버스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이신해 김순관, 이광훈, 김승준, 신성일, 
안기정, 이창, 유경상, 박지훈, 
정상미

2014.07.16~ 2014.12.15

2014-OR-28 현안 광화문광장 개선에 따른 교통영향과 처리방안 이신해 유경상, 김태중 2014.09.16~ 2015.01.31

2014-ER-04 수탁 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안기정 김범식A, 남대식 2014.02.21~ 2014.08.22

2014-ER-22 수탁 2014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순관 김대진, 고보민, 박찬운, 장지은 2014.03.31~ 2015.01.30

2014-ER-31 수탁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정비방안 연구용역 신성일 이광훈, 김지한, 홍우식 2014.04.21~ 2015.04.23

2014-ER-34 수탁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 안기정 남대식, 강태석 2014.05.13~ 2015.02.17

2014-ER-53 수탁 고령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보행 보조시설 
설치·운영 기술 개발

이신해 김원호, 김옥선, 박찬운 2014.06.30~ 2015.04.29

2014-ER-55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열차운행 개선방안 연구 김승준 김승준, 김거중, 유경상, 국우각, 
이태헌, 윤규근

2014.08.29~ 2015.07.27

2014-ER-60 수탁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안기정 강태석 2014.09.17~ 2014.11.30

2014-ER-67 수탁 2014년도 택시 서비스 평가 용역 안기정 강태석 2014.10.16~ 2015.02.25

2014-ER-70 수탁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표공간 조성방안 연구 이신해 유경상, 윤규근, 이태헌, 김태중 2014.11.04~ 2015.05.03

2015-BR-06 기초 서울시 교통민원 리포트 작성방안 김승준 박지훈 2015.02.15~ 2015.12.31

2015-BR-07 기초 보행정책 활용 위한 통행량조사·통계지표 개선방안 김순관 장지은, 박태윤 2015.03.16~ 2015.10.15

2015-BR-23 기초 신호교차로에서 보행 우선권 확보를 위한 
교통운영 방안

김원호 홍우식 2015.01.15~ 2015.10.14

2015-PR-04 정책 서울시 간선급행버스시스템 해외 도시와 비교평가 고준호 이신해, 김대진 2015.01.01~ 2015.06.30

2015-PR-06 정책 서울시 교통시책 전개과정을 통한 교통패러다임 변천 
연구(1)

이광훈 　 2015.01.01~ 2016.02.29

2015-PR-10 정책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착 위한 제도화 타당성 이창 장지은 2015.01.15~ 2015.07.14

2015-PR-19 정책 다낭 대도시권 형성 실행방안 고준호 김인희, 김묵한, 기현균, 송미경 2015.03.16~ 2016.01.14

2015-PR-21 정책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역할 정립방안 이창 이광훈, 김순관, 이신해, 신성일, 
김원호, 김승준, 안기정, 유경상, 
정상미

2015.04.01~ 2015.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5-PR-25 정책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와 추진방향 설정 고준호 기현균 2015.06.01~ 2016.01.31

2015-PR-40 정책 혼잡통행료 시범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순관 　 2015.09.01~ 2016.04.30

2015-OR-10 현안 GTX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 공유로 투자효율성 
이용편의성 동반개선 기대

김승준 윤규근 2015.04.01~ 2015.07.31

2015-OR-11 현안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요금산정 방안 이신해 　 2015.04.15~ 2015.06.14

2015-OR-13 현안 수도권 통합대중교통체계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신성일 　 2015.04.16~ 2015.12.31

2015-OR-14 현안 서울시 시티투어버스의 노선 재편성 
서비스 질 높이고 노선 간 환승 허용

안기정 　 2015.05.01~ 2015.10.31

2015-OR-18 현안 서울역고가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서울역고가 재활용 방향 설정 연구 2

윤혁렬 이신해, 김인희, 유경상, 김동성 2015.06.01~ 2015.08.31

2015-OR-19 현안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의 요금체계·운영방식 개선 이신해 　 2015.06.15~ 2015.11.14

2015-UR-25 수시 걷는 도시, 서울 이신해 유경상 2015.06.01~ 2015.06.30

2015-UR-39 수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영향 분석과 정책 제언

이창 　 2015.08.24~ 2015.10.04

2015-UR-43 수시 서울시 택시정책 결정과 서비스 관리체계 정비방안 안기정 　 2015.10.01~ 2015.12.31

2015-ER-08 수탁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김옥선, 이태헌, 
국우각, 김거중

2015.03.17~ 2015.12.11

2015-ER-21 수탁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이신해 김원호, 이창, 유경상, 김원주A, 
정윤주, 박찬운, 김태중, 윤규근, 
김희진A, 박세현, 이창훈

2015.03.30~ 2016.07.31

2015-ER-24 수탁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 이신해 이창, 양지혜, 이태헌 2015.03.31~ 2016.04.30

2015-ER-27 수탁 2015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순관 권순실, 박태윤, 권순실 2015.04.08~ 2016.02.07

2015-ER-41 수탁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2차) 김원호 이진학, 김옥선 2015.04.30~ 2016.04.29

2015-ER-47 수탁 보행 중심의 성동구 테마거리 조성 방안 수립 유경상 김승준, 이창, 윤규근, 김원주A 2015.06.01~ 2015.11.30

2015-ER-50 수탁 2015년도 택시회사평가 인증제 시행용역 안기정 이미라A 2015.06.12~ 2015.12.21

2015-ER-51 수탁 택시운수 종사자 교육개선 안기정 이미라A 2015.06.17~ 2015.09.30

2015-ER-56 수탁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이진학, 김거중, 
김희진A, 국우각

2015.07.03~ 2015.12.29

2015-ER-63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열차운행 개선방안 연구 김승준 이진학 2015.07.31~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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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ER-66 수탁 메트로 마닐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이진학 2015.07.22~ 2015.12.24

2015-ER-70 수탁 인도네시아 반둥시 교통인프라 개발 지원 김원호 고준호, 김승준, 이창, 김원주A 2015.09.11~ 2016.06.30

2016-BR-06 기초 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행태변화 유경상 김승준, 윤규근 2016.01.01~ 2016.12.31

2016-BR-08 기초 정류장 혼잡도 고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수송용량 산정 방안

김원호 김승준, 김태중 2016.01.01~ 2016.12.31

2016-BR-25 기초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 유경상 이창, 유규근 2016.09.16~ 2017.05.15

2016-PR-10 정책 앱택시 활성화 따른 택시 운행행태의 변화와 관리방안 안기정 정상미 2016.01.15~ 2016.08.15

2016-PR-14 정책 진화하는 교통 : 성숙도시 서울 김원호 이광훈, 이신해, 김승준, 이창, 
유경상

2016.02.01~ 2017.02.28

2016-PR-23 정책 서울 교통 정책 변천사 1953~2016 이광훈 허우주 2016.03.01~ 2016.12.31

2016-PR-42 정책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김순관 장지은 2016.06.01~ 2017.02.28

2016-PR-45 정책 대형복합시설 보행안내체계 공공성 확보방안 이신해 이진학 2016.07.01~ 2017.01.31

2016-OR-01 현안 서울시 생활도로 차량 제한속도 보행자 위해 
시속 30km로 낮춰야

이신해 　 2016.01.01~ 2016.04.30

2016-OR-02 현안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취지 살리게 
인허가절차 등 다각적 이슈 진단 필요

김승준 유경상 2016.01.15~ 2016.07.14

2016-OR-24 현안 버스 서비스, 노선·지역별 편차 없애고 모니터링에 
이용자 체감형 지표 포함

김승준 유경상 2016.12.20~ 2017.04.19

2016-UR-05 수시 서울시 보행 정책·사업 진단과 확산방안 연구 이신해 　 2016.02.01~ 2016.05.31

2016-UR-09 수시 서울시 택시승차대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안기정 　 2016.03.01~ 2016.03.31

2016-ER-02 수탁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2016.01.21~ 2016.12.15

2016-ER-05 수탁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이신해 박세현, 이태헌, 국우각, 이민호 2016.02.02~ 2016.12.31

2016-ER-09 수탁 2016년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조사사업(수도권)

김순관 김승준, 유경상, 이기택, 박태윤, 
정미선, 정재훈, 주현우, 유희민, 
우수민, 권순실

2016.03.04~ 2016.12.31

2016-ER-20 수탁 2016년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조사사업(수도권) 
- 추가 조사

김순관 정윤주, 우수민 2016.03.25~ 2016.12.31

2016-ER-21 수탁 2016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순관 고보민, 김혜원, 임수연, 권순실, 
김옥선, 권순실, 임수연, 고보민

2016.03.25~ 2017.01.24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6-ER-28 수탁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김원호 이신해, 유경상, 김혜원, 국우각, 
이민호

2016.04.28~ 2017.02.28

2016-ER-30 수탁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3차) 김원호 김혜원, 김태중, 김옥선 2016.04.30~ 2017.04.29

2016-ER-35 수탁 2016년 택시회사 평가 시행 용역 안기정 김영범, 이미라A 2016.05.17~ 2017.01.17

2016-ER-36 수탁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대책 평가 연구 김승준 김원호, 유경상, 김희진A 2016.05.20~ 2017.05.14

2016-ER-49 수탁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 안기정 김영범 2016.09.21~ 2017.03.31

2017-BR-07 기초 서울시 교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안기정 　 2017.01.01~ 2017.07.31

2017-BR-11 기초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소추세 ‘뚜렷‘, 
교통수요관리 정책 지속 추진 필요

고준호 　 2017.03.01~ 2017.10.31

2017-BR-18 기초 교통카드 자료 기반 도시철도 승강장의 
동적 혼잡도 분석

신성일 이민호 2017.06.01~ 2017.12.31

2017-PR-15 정책 교통기능 고려한 간선도로 기능진단과 운영개선 방안 김원호 유경상, 이광훈, 이태헌 2017.01.01~ 2017.07.31

2017-PR-24 정책 서울시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 위한 
자치구 역할 강화방안

이신해 장지은 2017.03.01~ 2017.09.30

2017-PR-44 정책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유경상 홍상연, 김옥선, 박세현 2017.08.16~ 2018.03.15

2017-PR-48 정책 임금체계 개편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방안

안기정 　 2017.09.15~ 2018.04.14

2017-OR-11 현안 친환경차 보급 동향과 서울시 정책 방향 고준호 안기정 2017.05.15~ 2017.12.14

2017-OR-26 현안 서울 철도 급행화, 시내·시외 ‘윈윈전략’ 잠재수요 크고 
경전철 2~3개 신설 효과

김승준 이진학, 유경상 2017.11.01~ 2018.02.28

2017-OR-31 현안 택시요금, 영업환경의 변화로 조정 필요, 시민체감도 
고려·서비스 향상 동반돼야

안기정 김영범 2017.12.15~ 2018.03.14

2017-UR-36 수시 버스 현금승차제도 개선방안 연구 윤혁렬 　 2017.08.14~ 2017.09.30

2017-UR-52 수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자동징수체계 개선방안 홍상연 　 2017.10.27~ 2017.12.26

2017-ER-04 수탁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1차) 유경상 이광훈, 윤혁렬, 김승준, 국우각, 
기성환, 박세현

2017.01.24~ 2018.02.22

2017-ER-06 수탁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

윤혁렬 김승준, 유경상, 국우각, 김지희, 
최윤석, 김상태, 조혜민, 김영범, 
연준형, 장지은, 이민호, 임수연

2017.02.03~ 2018.12.31

2017-ER-08 수탁 전국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 예측 
공동사업(수도권)

김순관 권순실, 임수연, 정재훈, 고승욱, 
정미선,

2017.02.28~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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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ER-17 수탁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연구 이신해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김혜원, 
조혜민

2017.04.07~ 2018.03.30

2017-ER-23 수탁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4차) 김원호 김옥선, 김지희, 정미선 2017.04.30~ 2018.04.29

2017-ER-26 수탁 남산공원 친환경적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안기정 최기훈 2017.05.29~ 2017.08.31

2017-ER-29 수탁 2017년 택시회사 평가 시행 용역 안기정 최기훈 2017.06.12~ 2018.02.06

2017-ER-31 수탁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 용역

김원호 이신해, 김지희 2017.07.04~ 2018.05.31

2017-ER-33 수탁 니카라과 마나과 교통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신성일 이상준 2017.07.19~ 2018.03.09

2017-ER-37 수탁 인도네시아 반둥시 버스시스템 개선정책 수립 지원 : 
2017/18년 KSP 정책자문

김원호 고준호, 김승준 2017.08.21~ 2018.06.18

2018-BR-08 기초 도로교통사고 예방 위한 위험도 평가기법 모색 홍상연 정재훈 2018.01.01~ 2018.08.31

2018-BR-10 기초 서울시 통행변화 20년 : 
1996-2016

김순관 　 2018.02.01~ 2019.03.31

2018-BR-19 기초 사회환경 변화와 서울의 모빌리티 유경상 윤혁렬, 김원호, 이신해, 김승준, 
홍상연, 변미리, 정상미, 연준형

2018.04.30~ 2019.02.28

2018-PR-13 정책 서울형 통합교통서비스 도입 방안 윤혁렬 유경상, 홍상연, 기현균, 박세현 2018.01.01~ 2018.10.31

2018-PR-14 정책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김원호 이광훈, 민승현, 정상미, 김영범 2018.01.01~ 2018.08.31

2018-PR-31 정책 중앙버스정류장 편의성 증대방안 이신해 　 2018.04.01~ 2018.11.30

2018-PR-37 정책 행동경제학의 정책 활용방안 안기정 김범식, 김승연, 이진학, 전영수, 
조남운, 정태성, 어수진, 이가영

2018.05.01~ 2018.12.31

2018-PR-48 정책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홍상연 김원호, 유경상, 박세현 2018.06.04~ 2019.04.03

2018-OR-15 현안 친환경 시내버스, 당장 도입 확대보다 
시범운행으로 기술검증·시장 주시 필요

유경상 윤혁렬, 기현균 2018.06.01~ 2018.09.30

2018-UR-07 수시 승차공유제(Ride Sharing) 전망 및 
서울시 대응전략

홍상연 윤혁렬, 안기정, 이진학 2018.01.12~ 2018.03.31

2018-UR-11 수시 서울시 교통 빅데이터 민간개방 및 이용활성화 방안 유경상 김승준, 박세현 2018.02.01~ 2018.04.30

2018-UR-36 수시 서울시 자동차 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김원호 이진학 2018.09.06~ 2018.11.30

2018-UR-48 수시 공유교통 도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방향 구상

홍상연 김원호, 안기정, 이진학 2018.12.19~ 2019.04.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8-ER-07 수탁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2차) 유경상 윤혁렬, 김승준, 국우각, 김영범, 
기성환

2018.02.05~ 2018.12.31

2018-ER-09 수탁 2018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순관 황의정, 고승욱, 임수연 2018.02.27~ 2018.12.31

2018-ER-16 수탁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이신해 박상웅, 권민영A 2018.03.30~ 2018.12.29

2018-ER-24 수탁 2018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신성일 김민재, 이상준, 정동재 2018.05.23~ 2018.11.19

2018-ER-28 수탁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신해 홍상연, 박상웅, 김지희, 박상현, 
권민영A

2018.06.19~ 2019.04.12

2018-ER-38 수탁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신성일 이상준 2018.07.26~ 2020.02.10

2018-ER-40 수탁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1차년도)

신성일 김민재, 이상준 2018.06.29~ 2018.12.31

2018-ER-42 수탁 2018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안기정 김태린 2018.08.14~ 2018.11.30

2018-ER-43 수탁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위례선) 
사업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윤혁렬 이신해, 김인희, 이진학, 유경상, 
정상혁, 김영범, 홍상연, 윤서연, 
국우각, 엄태현, 고승욱

2018.08.31~ 2019.05.02

2018-ER-53 수탁 도시공간을 활용한 EcoBike Line
조성방안 학술용역

이신해 김지희, 권민영A 2018.10.23~ 2019.08.22

2018-ER-58 수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市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지원 : 
2018/19년 KSP 정책자문 보고서

김원호 윤혁렬, 김인희, 기현균, 김영범, 
홍상연, 박상웅, 사마도바 
무아타르, 김윤정

2018.12.13~ 2019.07.31

2018-ER-59 수탁 남산 전기버스 운영 원가분석 등 조사 용역 안기정 김영범 2018.12.19~ 2019.12.25

2018-ER-61 수탁 한남2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교차로 주변 영향 검토 용역

유경상 윤혁렬, 박상웅, 국우각, 엄태현 2018.12.24~ 2019.09.30

2019-BR-02 기초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구간 평가방법 
개발과 적용방안

홍상연 윤혁렬, 유경상, 연준형 2019.01.01~ 2019.10.31

2019-BR-17 기초 택시 DTG 데이터 이용한 O/D 추정·활용방안 김순관 기현균 2019.05.16~ 2019.12.31

2019-BR-25 기초 빅데이터와 딥러닝 활용한 서울시 보행사고 
분석과 시사점

한영준 이하식 2019.12.01~ 2020.07.31

2019-BR-26 기초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유경상 김승준, 연준형, 김지한 2019.12.05~ 2020.08.05

2019-PR-09 정책 ‘걷는 도시, 서울’ 정책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이신해 정상미 2019.01.01~ 2019.08.31

136 137 교통
제1부 
연구과제

https://www.si.re.kr/node/62047
https://www.si.re.kr/node/62047
https://www.si.re.kr/node/62323
https://www.si.re.kr/node/61730
https://www.si.re.kr/node/62124
https://www.si.re.kr/node/62568
https://www.si.re.kr/node/62534
https://www.si.re.kr/node/64172
https://www.si.re.kr/node/64172
https://www.si.re.kr/node/63512
https://www.si.re.kr/node/64143
https://www.si.re.kr/node/64143
https://www.si.re.kr/node/64120
https://www.si.re.kr/node/6289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9-PR-16 정책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윤혁렬 김영범 2019.01.01~ 2019.10.31

2019-PR-40 정책 서울시 대중교통시설 교통약자 접근성 평가지표 개발 이신해 류청한 2019.08.01~ 2020.06.30

2019-PR-52 정책 제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개선요소 진단 : 
광역버스 운영 중심으로

홍상연 윤혁렬, 김승준, 한영준, 이진학 2019.12.16~ 2020.08.31

2019-OR-16 현안 버스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 도출 한영준 윤혁렬, 기현균 2019.06.01~ 2019.08.31

2019-OR-17 현안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도로정책에 따라 
보행사고 위험 높은 교통섬부터 정비해야

유경상 임희지, 이진학 2019.06.01~ 2019.09.30

2019-OR-18 현안 법적 근거 미흡 · 제반 환경 열악 포함해 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걸림돌 많아

안기정 기현균 2019.06.17~ 2019.10.16

2019-OR-28 현안 파급효과 포함한 전반적 성과평가로 서울시 
철도사업 추진근거 만들어야

김승준 윤혁렬, 김영범, 이하식 2019.09.01~ 2019.12.31

2019-UR-07 수시 서울시 내연기관 자동차 통행량 관리 전략 검토 유경상 박상웅 2019.02.18~ 2019.05.17

2019-CR-05 협력 서울시 도시철도 통합모빌리티 
상시분석체계 구축방안

신성일 박세현 2019.01.16~ 2019.11.15

2019-ER-03 수탁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신해 정상미, 이혜린, 김태린, 이광훈 2019.01.15~ 2020.01.31

2019-ER-07 수탁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2차년도)

신성일 김태린, 이상준, 이광훈 2019.01.01~ 2019.12.31

2019-ER-09 수탁 2019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순관 고승욱, 황의정, 임수연, 황의정, 
김지은A

2019.02.21~ 2019.12.31

2019-ER-12 수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홍상연 기현균, 박세현, 한영준, 박상현 2019.03.07~ 2020.05.31

2019-ER-17 수탁 녹색교통진흥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

이신해 유경상, 홍상연, 연준형, 한영준, 
권민영A

2019.03.14~ 2020.05.31

2019-ER-37 수탁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시스템 개선 연구

이신해 김승준, 이진학, 배근영, 김지희 2019.06.11~ 2019.12.31

2019-ER-40 수탁 2019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안기정 김영범 2019.06.12~ 2019.11.29

2019-ER-47 수탁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김승준 이진학, 유경상, 국우각 2019.06.24~ 2019.11.20

2019-ER-48 수탁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안기정 김영범 2019.07.18~ 2019.12.17

2019-ER-50 수탁 자율주행을 위한 AI 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1차)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연준형, 윤영학, 
이광훈, 엄태현

2019.07.30~ 2019.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9-ER-65 수탁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방안 연구용역 안기정 박세현, 홍상연, 김정아C 2019.10.29~ 2020.04.30

2019-ER-66 수탁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신해 김승준, 기현균, 유경상, 배근영, 
육근상, 이혜린

2019.10.30~ 2020.10.30

2020-BR-19 기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발전방안 한영준 기현균 2020.07.01~ 2021.02.28

2020-BR-20 기초 이용자행태를 고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연구 : 
도시철도 급행화와 버스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김승준 유경상, 이하식, 김순관 2020.07.01~ 2021.03.31

2020-BR-26 기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교통관리 목표지표 유경상 한영준, 정상미 2020.09.16~ 2021.07.15

2020-PR-06 정책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정산체계 
시민 인식 조사와 시사점

안기정 기현균 2020.01.01~ 2020.08.31

2020-PR-21 정책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한영준 박세현 2020.04.20~ 2021.02.20

2020-PR-28 정책 서울시 도시철도 교통약자 접근성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

이신해 류청한 2020.07.01~ 2021.06.30

2020-PR-36 정책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기능 
재정립과 발전 방향

유경상 홍상연, 연준형, 한영준 2020.11.01~ 2021.06.30

2020-PR-38 정책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시설 도입방안 홍상연 윤서연, 양재환, 김영범 2020.11.23~ 2021.07.31

2020-PR-46 정책 서울시 사물인터넷 활용방안 구상 연구 홍상연 이석민, 임희지, 김상일, 박희석, 
황민섭, 주재욱, 황인창, 한영준, 
양재환, 한지혜A, 윤서연, 기현균, 
이철주

2020.12.29~ 2021.10.31

2020-OR-15 현안 조사항목 조정·현장조사방식으로 전환 포함 
서울시 ‘버스서비스 만족도조사’ 개선 필요

안기정 정상미 2020.04.01~ 2020.07.31

2020-OR-21 현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도시인프라 발전 방안

한영준 김원호, 이진학, 윤형미, 진화연, 
유정민, 윤서연

2020.07.20~ 2020.12.20

2020-OR-31 현안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 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신성일 이진학 2020.12.01~ 2021.03.31

2020-UR-06 수시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구상

한영준 윤혁렬, 김승준, 안기정, 정상미, 
박세현, 홍상연

2020.01.07~ 2020.04.06

2020-CR-03 협력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및 광역철도사업 
추진원칙 수립을 위한 연구

김승준 김영범, 홍상연, 한영준 2020.03.01~ 2020.10.31

2020-ER-06 수탁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3차)

신성일 이상준, 윤성진 2020.01.0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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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ER-07 수탁 자율주행을 위한 AI 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2차)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연준형, 배근영, 
윤영학, 엄태현

2020.01.01~ 2020.12.31

2020-ER-13 수탁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연구 유경상 신성일, 이신해, 김승준, 안기정, 
정상미, 기현균, 이진학, 박세현, 
김영범, 홍상연, 연준형, 한영준, 
이하식, 임수연, 황현준, 국우각, 
정윤지

2020.02.20~ 2021.06.30

2020-ER-16 수탁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안기정 김영범, 김정아C 2020.02.28~ 2020.11.24

2020-ER-17 수탁 2020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김승준 김순관, 정상미, 유경상, 정윤지, 
임수연

2020.03.01~ 2020.12.31

2020-ER-22 수탁 자카르타 대중교통체계 개선 전략 수립 지원 : 
2019/20년 KSP 정책자문 보고서

홍상연 김원호, 김승준, 기현균, 유경상, 
김영범, 배근영

2020.03.16~ 2020.09.30

2020-ER-27 수탁 서울특별시 관련 광역교통시설 검토 용역 김승준 이진학, 유경상, 박세현, 연준형, 
국우각

2020.03.02~ 2020.10.30

2020-ER-29 수탁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방안 연구

홍상연 이신해, 유경상, 박세현, 이하식, 
이혜린

2020.03.26~ 2021.06.24

2020-ER-33 수탁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이신해 연준형, 권민영A, 문혜원 2020.04.13~ 2021.07.30

2020-ER-40 수탁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이신해 기현균, 육근상 2020.04.28~ 2021.04.30

2020-ER-41 수탁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안기정 박세현, 홍상연, 최규연 2020.04.28~ 2020.12.27

2020-ER-60 수탁 도로관리 혁신방안 연구 신성일 박예진 2020.09.18~ 2021.04.15

2021-BR-05 기초 20년간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전수화 및 
현행화 과정 비교와 아카이브 구축 연구

김순관 　 2021.01.01~ 2021.06.30

2021-BR-07 기초 서울연구원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향 양재환 박세현, 홍상연, 한영준 2021.01.01~ 2021.05.31

2021-BR-26 기초 드론 영상 기반의 도시고속도로 
교통 혼잡 발생 특징 및 원인 분석

한영준 이진학 2021.05.03~ 2022.03.02

2021-BR-27 기초 2021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윤혁렬 기현균, 김영범, 유정윤 2021.05.01~ 2021.12.31

2021-BR-32 기초 교통량에 기반한 지역 소통 관리 기법 연구 : 
한양도성 지역을 중심으로

양재환 홍상연, 한영준, 이하식 2021.07.12~ 2022.03.11

2021-BR-41 기초 AI를 활용한 교통데이터의 통행목적과 
이용자특성 추정 연구

김승준 박세현, 양재환 2021.12.15~ 2022.06.14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1-PR-14 정책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방향 연구 이신해 유경상, 한영준, 연준형, 이하식, 
정상미

2021.02.15~ 2021.12.14

2021-PR-32 정책 서울시 교통약자 버스 접근성 모형 개발 김승준 류청한 2021.07.01~ 2022.06.30

2021-PR-35 정책 서울시 승용차 이용자 ‘속마음’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연구

이창 변미리, 박세현, 김민석 2021.07.01~ 2022.02.28

2021-PR-44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에 따른 스쿨존 운영 
개선방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신해 정상미 2021.11.01~ 2022.05.31

2021-PR-45 정책 서울시 생활물류서비스 지원방안 유경상 김원호, 김영범 2021.11.01~ 2022.06.30

2021-PR-47 정책 개별 주차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주차특성 분석 홍상연 이신해, 김동근, 연준형 2021.12.13~ 2022.07.31

2021-OR-03 현안 사모펀드, 대도시 버스업체 잇달아 인수 
서울시, 속성 정확히 알고 대책 마련해야

이창 김묵한, 이진학 2021.03.29~ 2021.07.28

2021-ER-02 수탁 2020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신성일 정상미, 김희수, 김지호, 박예진, 
윤성진

2021.01.01~ 2021.09.30

2021-ER-04 수탁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4차년도)

신성일 김영범, 윤성진, 이상준 2021.01.01~ 2021.12.31

2021-ER-06 수탁 자율주행을 위한 AI 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3차) 김원호 김승준, 유경상, 연준형, 윤영학, 
성태엽, 권민영A

2021.01.01~ 2021.12.31

2021-ER-16 수탁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 홍상연 김영범, 양재환, 이혜린 2021.04.14~ 2021.12.09

2021-ER-22 수탁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김승준 김원호, 이신해, 박세현, 이하식, 
양재환, 국우각, 임수연, 정윤지, 
황현준

2021.05.17~ 2021.12.31

2021-ER-32 수탁 모빌리티 혁명,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 연구 홍상연 정상미, 양재환 2021.07.23~ 2021.12.31

2021-ER-39 수탁 2021년 영등포구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 양재환 이신해, 이진학, 이혜린, 권민영A, 
황현준

2021.09.27~ 2022.05.27

2021-ER-41 수탁 Innovative Solutions for Urban Mobility in 
Almaty and Tashkent

김원호 윤혁렬, 김승준, 기현균, 유경상, 
김영범, 홍상연, 연준형, 유정윤, 
윤지은

2021.09.30~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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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2-R-01 기본 서울도시계획·정비구상 : 당면과제와 논리 최상철 권영덕 1992.10.01~ 1993.01.31

1992-R-03 기본 서울시 중심지위계 설정과 재정립에 관한 연구 권영덕 안정현, 이주일 1992.10.01~ 1993.06.30

1993-R-01 기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종합화와 정비 권영덕 이학동, 안정현, 윤혜정 1993.01.01~ 1993.12.31

1993-R-02 기본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I 구자훈 이학동, 이희정 1993.01.01~ 1993.12.31

1993-R-03 기본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검토와 보완과제 김문현 이학동, 윤혜정, 이주일, 임동일, 
임정순

1993.01.01~ 1993.12.31

1993-R-04 기본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운영개선방안 연구 이학동 권영덕, 윤혜정, 안정현, 양재섭, 
이종화

1993.01.01~ 1993.12.31

1993-R-05 기본 서울시 미시설 운동장부지 활용방안 연구 이학동 양재섭, 박인철, 박준근 1993.05.01~ 1993.08.31

1993-R-06 기본 도시설계 재정비 방침 설정 연구 구자훈 이학동, 이희정, 김영춘 1993.09.01~ 1993.12.31

1993-R-23 기본 지도로 본 서울 : 서울도집 이기석 노희방, 최재헌, 임정순, 김현숙, 
승현아

1993.01.01~ 1993.12.31

1993-R-24 기본 국제공동연구 I : 아시아도시 비교연구 김광중 김경혜 1993.06.01~ 1993.10.31

1993-ER-05 수탁 여의도지역 재정비구상 및 광장지하개발 기본계획 홍성철 이학동, 김경철, 정남지, 권진욱 1993.08.16~ 1994.12.31

1993-ER-06 수탁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이학동 전유경, 양윤식, 배귀영, 홍성철, 
박정순

1993.09.20~ 1994.12.31

1993-ER-07 수탁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 이학동 최정우, 김효근, 최창규 1993.09.20~ 1994.12.31

1993-ER-10 수탁 김포가도 도시설계 이학동 　 1993.12.09~ 1995.02.20

1994-R-01 기본 주택시가지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 :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관한 연구

권영덕 윤혜정, 장남종 1994.01.01~ 1994.12.31

1994-R-02 기본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II 구자훈 이희정, 서정렬, 최정아, 손정석, 
최영선, 방광식, 김영신

1994.01.01~ 1994.12.31

1994-R-03 기본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관리방향 I 황재훈 김광중, 황기원, 나성린, 민경호, 
유지곤, 강수형

1994.01.01~ 1994.12.31

1994-R-04 기본 일반주택지역 정비모델 개발 김광중 정석, 민경호, 유지곤, 김남선, 
강수형

1994.01.01~ 1994.12.31

1994-R-05 기본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 방안연구 정석 구자훈, 정남지, 박제성, 서남희 1994.01.01~ 1994.12.31

1994-PR-01 정책 서울대도시권 계획구상 이학동 김문현, 이주일, 임정순, 임동일, 
안재섭

1994.02.01~ 1994.12.31

1994-ER-06 수탁 중구 도심형산업의 활성화 및 정비계획 이학동 안정현, 김제국, 류운옥 1994.04.01~ 199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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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6-R-06 기본 도시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박문호 정석, 강미자, 서효정, 양진희, 
김혜경

1996.02.01~ 1996.10.31

1996-R-07 기본 서울시 성장관리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규제제도를 중심으로

이양재 맹다미, 조상운, 고택경 1996.01.01~ 1996.12.31

1996-R-08 기본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 연혁 연구 김광중 이인재, 정상혁, 전유경 1996.01.01~ 1996.12.31

1996-ER-12 수탁 서울시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 작성요령

김도년 정희윤, 이양재, 손봉수, 이세구, 
임동일, 금우석, 최창규, 고택경, 
김성임, 민경호, 장철재, 김태현, 
류창수, 김주희, 한찬석, 한국희, 
장설경

1996.12.30~ 1997.09.27

1997-R-01 기본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III : 
경관지구의 운영 방안

정석 송영일, 송경연 1997.01.01~ 1997.12.31

1997-R-02 기본 건축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기준 및 유도방안 정석 조준범, 이명숙 1997.01.01~ 1997.12.31

1997-R-03 기본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김광중 한혜승, 김남선 1997.01.01~ 1997.12.31

1997-R-04 기본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 연구 이희정 정상혁, 전유경, 윤성한 1997.01.01~ 1997.09.30

1997-R-05 기본 서울시 성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양재 김선웅, 이주일, 조상운 1997.01.01~ 1997.12.31

1997-R-06 기본 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차원의 대응방향 권영덕 장남종, 박정하, 박연희, 박소영 1997.01.01~ 1997.12.31

1997-R-07 기본 서울시 공장재개발 제도의 운용방안 정희윤 조정래, 김성달 1997.01.01~ 1997.12.31

1997-PR-01 정책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 배치대안 및 주변지역 정비구상 김도년 김지엽, 한혜승, 전유경, 박원호 1997.12.01~ 1998.01.31

1997-ER-03 수탁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김광중 양재섭, 이희정, 전유경, 노재현, 
우영일, 한혜승, 김수진, 김태현, 
유나경, 정건목, 박정하, 김남선, 
김현주, 손현선, 백성준

1997.05.12~ 1998.12.31

1997-ER-05 수탁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권영덕 장남종, 김정희 1997.05.27~ 1998.12.21

1997-ER-06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재정비(용도지역세분화) 
중간보고서

권영덕 장남종, 이희정, 박정하, 박지영, 
박소영, 여옥경, 홍순길, 주선미, 
박연희, 손숙형, 이양재

1997.07.24~ 1998.12.23

1997-ER-14 수탁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정석 이희정, 이인재, 이명숙, 김수정 1997.10.28~ 1998.10.10

1997-ER-15 수탁 교통소통 촉진 간선도로 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 김도년 김근영, 김영신 1997.11.06~ 1998.11.05

1998-R-01 기본 서울의 도시기능 보완방안 : 
국제화에 따른 도시기능 및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정희윤 조정래, 김성달 1998.01.01~ 1998.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4-ER-11 수탁 주택개량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 권영덕 윤혜정, 장남종 1994.07.07~ 1995.12.31

1994-ER-12 수탁 용산지역개발 기본계획 김경철 김광중, 정희윤, 윤주남, 고상현, 
김동찬, 김준우, 안종희, 김운령, 
양경희, 장동석, 박인숙, 문수연, 
최영선, 민경호, 정남지, 손정석

1994.07.12~ 1995.12.31

1994-ER-13 수탁 용산지역개발 기본계획 김도년 　 1994.12.22~ 1995.12.31

1994-ER-16 수탁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의 기능 및 입지 타당성 검토 김광중 구자훈, 최영선, 장동석, 김준우 1994.09.13~ 1995.04.12

1994-ER-18 수탁 공용의 청사 적정입지 선정 연구 이학동 　 1994.11.30~ 1995.10.30

1994-ER-19 수탁 여의도광장 개발을 위한 국제현상공모 준비계획 김광중 김도년, 최영선, 김남선, 천성호, 
박인숙, 정남지

1994.12.22~ 1995.12.31

1995-R-01 기본 서울시 도시공공시설의 수요·입지·용지에 관한 연구 : 
주민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김문현 양재섭, 김성달, 천무익, 김동영 1995.01.01~ 1995.12.31

1995-R-02 기본 도심재개발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 
중심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권영덕 장남종, 안정현, 고택경, 박연희, 
박소영, 김한나

1995.01.01~ 1995.12.31

1995-R-03 기본 상세계획제도의 운용지침에 관한 연구 구자훈 이희정, 우영일, 서정렬, 최정아, 
이재욱

1995.01.01~ 1995.08.31

1995-R-04 기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 : 
옥외광고물 법령의 개선을 중심으로

정석 강수형, 한기정, 윤주남, 유지곤, 
박선주

1995.01.01~ 1995.07.31

1995-R-05 기본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개선 방안 정석 이희정, 김성임, 김남선, 강수형, 
박선주, 한기정

1995.07.01~ 1995.12.31

1995-R-06 기본 구릉지 재개발 아파트의 대안적 형태 개발 정석 이인재, 민경호, 전유경, 서수정 1995.01.01~ 1995.12.31

1995-R-07 기본 건축기준의 예외인정제도에 관한 연구 : 
적용특례제도를 중심으로

구자훈 정상혁, 우영일, 심교언, 장동석, 
김준우

1995.07.01~ 1995.12.31

1995-R-08 기본 미시설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방안 김광중 김제국, 유승훈, 양진희, 김영춘 1995.01.01~ 1995.12.31

1995-ER-05 수탁 서울시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 검토 연구 김광중 강양석 1995.04.24~ 1995.09.23

1996-R-01 기본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 구자훈 이희정, 우영일, 차홍석, 한기정, 
최영선

1996.02.01~ 1996.12.31

1996-R-02 기본 주민참여형 상업지 정비수법 개발 정희윤 김도년, 박인숙, 최영선, 민경호 1996.02.01~ 1996.12.31

1996-R-03 기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 정석 김남선, 김영석, 서효정, 조준범, 
박선주, 김성임

1996.01.01~ 1996.12.31

1996-R-04 기본 서울시 토지이용 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양재 고준환, 양재섭, 주용수, 김성달 1996.01.01~ 1996.12.31

1996-R-05 기본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설정 연구 권영덕 장남종, 박연희, 박소영 1996.01.01~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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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R-02 기본 광역화시대의 서울시 인구변화 전망에 관한 기초연구 김문현 이주일 1998.01.01~ 1998.12.31

1998-R-03 기본 서울시 중심지체계 변화 분석과 정책과제 김선웅 주영로 1998.01.01~ 1998.12.31

1998-R-04 기본 건축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건축(I)심의를 중심으로

김도년 임정희, 김지엽 1998.01.01~ 1998.12.31

1998-R-05 기본 기성시가지 상업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기법 
연구 :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적용방안

김도년 정상혁, 김남선 1998.01.01~ 1998.12.31

1998-R-06 기본 미관지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석 송경연, 조준범 1998.01.01~ 1998.12.31

1998-ER-17 수탁 꿈의 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김광중 김도년 1998.09.28~ 1999.02.27

1998-ER-21 수탁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2001 김광중 양재섭, 정재용, 이호석, 김수정, 
유나경, 김태현, 이왕기, 박효정, 
김세신, 임은숙, 고준호, 손영일 
외

1998.11.26~ 2000.12.31

1999-R-01 기본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 연구 김선웅 이주일, 주병석, 손호순, 윤홍기 1999.01.01~ 1999.12.31

1999-R-02 기본 산업활동 장려지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희윤 조정래, 김성달 1999.01.01~ 1999.12.31

1999-R-03 기본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천방향 (I) :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정석 김남선, 조준범 1999.01.01~ 1999.12.31

1999-R-04 기본 개축 및 보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I) : 
기성시가지 소규모 상업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김도년 정상혁, 임정희 1999.01.01~ 1999.12.31

1999-R-05 기본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용도규제 기준개선 : 
주민입장에서의 주거환경 위해용도 규명과
문제개선 중심

이희정 주영로, 송경연 1999.01.01~ 1999.12.31

1999-R-06 기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 권영덕 장남종, 박정하 1999.01.01~ 1999.12.31

1999-PR-04 정책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김순관 신미진, 백혜선 1999.02.01~ 2000.02.29

1999-PR-07 정책 한강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 정석 　 1999.02.08~ 1999.07.07

1999-PR-19 정책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한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권영덕 김선웅, 장남종, 황규헌, 최석우 1999.08.23~ 1999.10.31

1999-PR-20 정책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김도년 홍경구, 이명주 1999.08.26~ 1999.12.31

1999-PR-23 정책 친환경적 연구원 건축설계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Ⅰ 이정형 　 1999.12.09~ 1999.12.31

1999-ER-01 수탁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 권영덕 장남종, 이희정, 여옥경, 김보라, 
손숙형, 최석우, 박선호, 안재영, 
황규헌, 홍인옥

1999.02.10~ 2000.12.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9-ER-02 수탁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정희윤 김순관, 윤영준, 최상희, 우명제, 
김세신, 김성현, 김부현

1999.02.24~ 2000.07.31

1999-ER-06 수탁 서울시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 이상경 장영희, 정석, 이종규, 구인효, 
김현수, 심정주, 윤홍기, 남정현, 
신우진, 이선주, 김진, 장윤영, 
장정모, 정창무, 이재길, 김주영A, 
유상균, 문수영, 지규현

1999.03.08~ 2000.06.30

1999-ER-07 수탁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 이인성 김도년, 김경철, 정상혁, 이정형, 
이상경, 정현태, 홍원화, 황도흠, 
허소영, 최영명, 유명진, 최성호, 
유나경, 김지엽, 김태현, 박석중, 
고준호, 허시환, 백인경, 김성호, 
임정희, 전유경, 홍경구, 이경재, 
배형민, 정상혁, 박영미, 이광만, 
양호정, 손두호

1999.04.13~ 2000.05.31

1999-ER-14 수탁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이인성 김도년, 김영란, 김갑수, 이종규, 
김운수, 이정형, 노윤미, 이인성, 
김현옥, 이상은, 신지혜, 원유철, 
김영모, 손숙형, 유수봉, 강은성, 
조경진

1999.10.04~ 2000.07.31

1999-ER-21 수탁 2020년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김문현 정희윤, 조용모, 이종규, 김순관, 
조정래, 김성현, 김성이, 윤홍기, 
최석우, 황규헌, 김부현, 양준환, 
이삼수

1999.12.29~ 2002.02.20

2000-R-01 기본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2) : 
북촌 가꾸기 사례 연구

정석 조준범 2000.01.01~ 2000.12.31

2000-R-02 기본 서울 도심부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 연구 양재섭 김광중, 이호석, 김수정 2000.01.01~ 2000.12.31

2000-R-03 기본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 
도시계획법 개정 관련

이희정 송경연 2000.01.01~ 2000.12.31

2000-PR-02 정책 친환경적 연구원 건축계획 연구 이정형 김도년 2000.01.03~ 2000.02.20

2000-PR-03 정책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김광중 허윤주 2000.03.01~ 2001.06.30

2000-PR-06 정책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관리방안 연구 이상경 이재순 2000.03.20~ 2000.07.19

2000-PR-07 정책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제 검토 김광중 이희정, 정재용A, 오종렬, 나인수 2000.03.21~ 2000.07.30

2000-PR-13 정책 일본의 근대건축물 보전 연구 최선주 최선주 2000.07.01~ 2000.08.31

2000-PR-16 정책 DMC 용지 공급방안 연구 이상경 김재철, 이춘근 2000.07.01~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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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PR-17 정책 용적률 규제의 강화에 따른 지가 및
 주택가격의 변화 연구

최막중 　 2000.07.18~ 2000.11.17

2000-ER-01 수탁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이인성 김도년, 이종규, 김운수, 이인성, 
최성호, 윤동구, 김현경, 남기범, 
박경미

2000.01.21~ 2000.07.31

2000-ER-02 수탁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연구 김도년 정상혁, 정재용, 이범현, 이재용, 
조용학, 강은성, 정상혁, 손두호, 
임희지

2000.01.28~ 2001.02.12

2000-ER-12 수탁 서울시 도시계획 운영체계 정립 연구 : 
주요 외국 도시계획 정책사례 비교

이희정 박내선, 엄명순, 이현정, 황규복, 
김태영

2000.03.23~ 2001.06.30

2000-ER-13 수탁 서울시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 이희정 최수진, 박은주, 이현정 2000.03.27~ 2001.06.26

2000-ER-17 수탁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지역 선정 및 
조정방안 연구

권영덕 김선웅, 장남종, 박준화, 이정화, 
권기영, 최석우, 윤은정, 김현주, 
최성호, 윤홍기, 김용, 정남지, 
양준환, 박선영, 황규헌, 강동구, 
배용청

2000.04.11~ 2002.02.28

2000-ER-18 수탁 뚝섬 문화관광타운 개발구상 이상경 김요석, 엄명순, 김재철, 정창무, 
윤수진, 장윤영, 신우화, 이인철

2000.04.14~ 2001.02.28

2000-ER-20 수탁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DB 및 GIS 구축 권영덕 김선웅, 장남종, 김용, 최성호, 
강민이, 오해연, 우명제, 강명수, 
권기영, 이정화, 손숙형, 양준환, 
박수현, 신회식, 손은경, 윤홍기

2000.04.19~ 2002.02.28

2000-ER-26 수탁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정석 배웅규, 변성환, 장옥연 2000.06.19~ 2002.02.18

2000-ER-30 수탁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 : 
주민과 함께 하는 거리 꾸미기

김도년 정상혁, 강은성, 강명수, 손두호, 
박현찬, 임희지, 심민정, 이재용

2000.06.22~ 2001.04.2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0-ER-36 수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보완 김문현 최병대, 황기연, 장영희, 김경혜, 
신창호, 이창우, 강영옥, 김선웅, 
김경철, 이광훈, 김영란, 유기영, 
권영덕, 양재섭, 이희정, 신경희, 
박광주, 장남종, 김순관, 정희윤, 
이우승, 손봉수, 김운수, 원종석, 
조용현, 박은철, 김수현, 이청원, 
정재용, 윤혁렬, 변창흠, 김학열, 
조권중, 라도삼, 김혜원, 강창덕, 
한재혁, 조정아, 이삼수, 진유리, 
최지훈, 이현정, 한혜숙, 최운영, 
이정형, 윤명오, 신지혜, 김성이, 
조용학, 정주영, 강민이, 우명제, 
이재수, 김용, 윤신희, 이영주, 
박수현, 이소라, 윤은정, 최석우, 
김부현, 김소임, 김성현, 신중호, 
권기영, 엄병용, 박재성, 손은경, 
정병순

2000.10.02~ 2002.02.20

2000-ER-43 수탁 북촌 환경정비계획 정석 　 2000.12.30~ 2001.12.29

2001-R-01 기본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박현찬 유나경 2001.01.01~ 2001.12.31

2001-R-02 기본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방안 연구

김도년 정상혁, 최상희, 손두호 2001.01.01~ 2001.12.31

2001-R-03 기본 서울 도심부 주거실태와 주거확보방향 연구 양재섭 이재수, 이호석 2001.01.01~ 2001.12.31

2001-R-04 기본 풍납토성지역 장기 보존방향에 관한 연구 최선주 송경연, 박익순 2001.01.01~ 2001.07.31

2001-R-24 기본 용적률 규제강화가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상경 배정환, 신우진, 이인철 2001.01.01~ 2001.12.31

2001-PR-02 정책 서울과 세계대도시 도시여건과 기반시설 비교 김광중 김영란, 정희윤, 김도년, 정상혁, 
윤혁렬, 이석환, 고지애, 허석, 
이재용, 허윤주, 이승희, 강명수, 
심민정, 조대성, 윤명오, 임효언, 
강은성, 박정수, 김경환A, 이범현

2001.01.03~ 2002.04.30

2001-PR-07 정책 서울 강남북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수준 비교연구 박광주 　 2001.03.10~ 2002.02.28

2001-PR-15 정책 서울시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 발전과정 연구 변영진 박기영 2001.06.01~ 2002.05.31

2001-PR-16 정책 재개발·재건축의 제도 변천 연구 양갑 최성호, 김용 2001.06.01~ 2002.05.31

2001-ER-06 수탁 서울특별시 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실현방안 연구용역 권영덕 장남종, 이희정, 이정화, 강민이, 
우명제, 박수현, 김혜원

2001.03.15~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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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ER-16 수탁 마곡지구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학술 이상경 신우화, 김종길, 이상경, 김기범, 
장윤영, 김선호, 조기혁, 남정현, 
이인철, 신우진, 용해경, 김유승, 
오은하, 김재철, 곽형훈, 이진각, 
김홍석, 김동진, 김균조, 조재현, 
이창환, 엄명순, 김관, 정창무

2001.04.19~ 2002.10.31

2001-ER-18 수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 이희정 손은경, 박내선, 손기찬, 이현정 2001.06.21~ 2002.06.30

2001-ER-21 수탁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이희정 박은주, 장옥연, 최수진 2001.07.25~ 2002.04.30

2001-ER-22 수탁 이태원 가로환경개선 디자인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김도년 박현찬, 정상혁, 김영수, 김선아, 
이은진, 이재용, 유나경

2001.07.30~ 2002.05.29

2001-ER-23 수탁 도시·건축 자료전시관 기본계획 박현찬 김도년, 정상혁, 이은진, 김선아 2001.07.30~ 2002.04.29

2001-ER-38 수탁 뚝섬 문화관광타운 기본계획 이상경 김홍석, 신우화, 김기범 2001.12.28~ 2002.03.27

2002-R-01 기본 서울시 장거리 및 교차통근의 실태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정희윤 김선웅, 이삼수, 김은정B, 이휘정 2002.01.01~ 2002.12.31

2002-R-02 기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 권영덕 김현주, 박내선 2002.01.01~ 2002.07.31

2002-R-03 기본 국유철도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서울시 정책대응방안 남진 김광중, 김경철, 오미영 2002.01.01~ 2002.12.31

2002-R-04 기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평가와 개선방향 연구 : 
종전 도시설계·상세계획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희정 손기찬, 손은경 2002.01.01~ 2002.12.31

2002-R-05 기본 서울시 보행우선지구 제도 운영방안 정석 유나경 2002.06.01~ 2002.12.31

2002-PR-03 정책 세계 대도시 비교연구 Ⅱ 김광중 이상은B, 임효언 2002.01.01~ 2003.06.30

2002-PR-15 정책 청계천 복원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황기연 김영란, 손기민, 이영성, 김운수, 
윤혁렬, 라도삼, 나태준, 강동주, 
김기범, 김익기, 임희주, 김신정, 
황성환, 조용학, 심경미, 박년배, 
한인영, 장봉규, 이정환, 정창무, 
김태한, 최석우, 김정아, 박은경, 
이춘근, 김정필, 김혜주, 김종한, 
양형찬, 조광권, 이준미, 이조영, 
손정석, 조덕훈, 정동양, 장영기, 
김호정, 손장호, 박순애, 곽형훈, 
최흥규, 이정형

2002.07.19~ 2003.06.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2-PR-19 정책 도심부 관리 기본구상 산업부문 :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정석 김광중, 신창호, 정희윤, 임희지, 
김상일, 김경배, 손정석, 김호정, 
정동양, 김갑성, 김미경, 심경미, 
유나경, 양형찬, 최광수, 한인영, 
지은희, 강범준, 이준미, 손은경, 
김혜주, 김종한, 조덕훈, 김광선, 
김상우, 임효언, 정창무, 임희주, 
김신정, 김정아, 김태한, 박년배, 
강동주, 신동천, 김기범

2002.09.01~ 2003.06.30

2002-PR-20 정책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대체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이희정 　 2002.10.01~ 2003.03.31

2002-PR-25 정책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생활권 단위 정비사업과 
사례연구

신중진 　 2002.12.03~ 2003.03.02

2002-ER-06 수탁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상지 선정 및 DB 구축 김선웅 장남종, 권영덕, 김현주, 박준화, 
윤은정, 박선영

2002.02.15~ 2003.07.14

2002-ER-07 수탁 공관건립 (간이)기본계획 수립연구 학술 박현찬 김영수, 이정형, 김선아 2002.02.22~ 2002.04.23

2002-ER-11 수탁 인사동 문화지구 업종실태조사 및 
업종규제 세분화 방안

이희정 장옥연, 최수진 2002.03.18~ 2002.06.17

2002-ER-15 수탁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공고도면 수정보완

정희윤 김성현 2002.04.01~ 2002.08.31

2002-ER-21 수탁 2021 서울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구상 연구 김문현 정희윤, 양재섭, 조용현, 이청원, 
변창흠, 라도삼, 김성현, 이은진, 
최흥규, 박기영, 최성호, 류상림, 
김영수, 장옥연, 이한일, 김성륜, 
박은미, 박은경A, 신중호, 최석우

2002.04.26~ 2003.12.20

2002-ER-25 수탁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방안 정희윤 양재섭, 이주일, 장남종, 이세구, 
조권중, 오병록

2002.05.24~ 2003.12.30

2002-ER-29 수탁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조정과 종합화 연구

이희정 장남종, 권영덕, 김혜원, 안선희, 
박내선, 최수진, 이현정, 박수현, 
김현주

2002.06.28~ 2004.02.27

2002-ER-30 수탁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박현찬 정상혁, 김도년, 김영훈, 이은진, 
정상혁, 김영수, 신혜선, 허소영

2002.06.28~ 2003.12.31

2002-ER-33 수탁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 : 
시청앞, 광화문, 숭례문 광장

박현찬 신성일, 라도삼, 김한나, 이영인A, 
이진각, 김영욱, 박선영, 김경환, 
임현식, 허소영, 이원영A, 오미영

2002.07.31~ 2003.12.31

2003-R-01 기본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증진방안 연구 김광중 김상일, 조지선 2003.01.01~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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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R-02 기본 기성시가지 내 정비사업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권영덕 최성호 2003.04.01~ 2003.12.31

2003-R-03 기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개선방향 연구 : 
지구단위계획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이희정 김광중, 손정석 2003.01.01~ 2003.12.31

2003-R-04 기본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임희지 신중진, 이태영, 김태엽 2003.01.01~ 2003.12.31

2003-PR-04 정책 행정수도 기능이전에 관한 연구 : 
동경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희윤 신창호, 김찬동,나태준, 이주일, 
안다영, 강희원, 최석우, 김애숙

2003.02.15~ 2003.06.30

2003-PR-14 정책 행정수도 기능이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정희윤 김문현, 나태준, 신상영, 지해명 2003.09.01~ 2004.04.30

2003-PR-21 정책 미국 도심부 재생계획에 있어 도시설계수법 연구 이정형 　 2003.12.19~ 2004.03.18

2003-ER-01 수탁 청계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황기연 김광중, 신창호, 정석, 김운수, 
윤혁렬, 김영란, 손기민, 이무용, 
임희지, 라도삼, 정병순, 나태준, 
김상일, 김경배, 이호영, 이기완, 
김정필, 정동양, 김혜주, 손은경, 
양형찬, 고지애, 정창무, 신동천, 
조광권, 김성, 박년배, 김태한, 
손장호, 이승희, 한인영, 지은희, 
김신정, 이무용, 이영성, 최광수, 
김상우, 김태림, 문경일, 조용학, 
김정아, 목정훈, 이상은B, 
김종한, 강민이, 김기범, 유나경, 
심경미, 조덕훈, 황성환, 이승철, 
이한일, 국우각, 이조영, 박은경, 
김현호

2003.01.30~ 2004.07.29

2003-ER-14 수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김선웅 장남종, 박준화, 김현주, 김혜원, 
윤은정, 박선영

2003.05.30~ 2004.09.30

2003-ER-17 수탁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법 및 주민참여방안 연구 권영덕 목정훈, 이호정, 이현정 2003.06.10~ 2004.10.09

2003-ER-25 수탁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정석 목정훈, 이원영A, 김한수, 이호정, 
이상은B, 김두운, 김승주

2003.08.27~ 2005.02.26

2003-ER-31 수탁 마곡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박현찬 정희윤, 신창호, 윤혁렬, 김상일, 
이상경, 국우각, 권병철, 김성륜, 
김영훈, 문종민, 정상혁, 하동균, 
허소영, 윤형호, 문경일, 김은영, 
김진수

2003.09.30~ 2004.11.29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3-ER-32 수탁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

황기연 손기민, 김운수, 이무용, 임희지, 
정병순, 나태준, 변미리, 김태림, 
노영순, 김성, 임수민, 이소영, 
김종한, 이조영, 이계원

2003.10.09~ 2004.05.08

2003-ER-42 수탁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양재섭 김광중, 김상일, 손기민, 조지선, 
이상은B, 강민이, 이재수, 
강범준, 지은희, 안선희,김대현

2003.12.15~ 2004.12.31

2003-ER-44 수탁 수도이전 과연 타당한가 : 
수도이전과 서울 및 국가경쟁력

정희윤 김문현, 김순관, 김운수, 조권중, 
신상영, 허명순, 지해명, 김대건, 
김인희, 최현주, 정미연, 안다영, 
박선숙, 김애숙

2003.12.19~ 2004.12.18

2003-ER-48 수탁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주거환경사업 부문)

권영덕 장남종, 권미리, 이희정, 윤은정, 
박선영, 이현정, 최성호

2003.12.24~ 2006.04.23

2003-ER-49 수탁 동북2중생활권 발전종합계획 김선웅 이주일, 장남종, 김순관, 목정훈, 
조정래, 이지선, 엄지연, 박은경A, 
오병록, 최현주, 강상준, 유주영, 
김승주

2003.12.24~ 2005.05.23

2004-R-01 기본 서울 대도시권의 업무공간 입지변화 분석 연구 양재섭 김정원 2004.03.01~ 2004.12.31

2004-R-02 기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노후주거지 실태분석 및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김인희 김광중, 고수정 2004.03.01~ 2004.12.31

2004-R-03 기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유형별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임희지 이태영, 서주옥, 주수현, 최지영 2004.01.01~ 2004.10.31

2004-R-04 기본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 정석 이기완 2004.01.01~ 2004.12.31

2004-R-05 기본 남산공원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김경배 정숙영, 손은정, 이재은 2004.03.01~ 2004.12.31

2004-PR-04 정책 위성영상을 이용한 서울시 변화탐지에 관한 연구 손홍규 　 2004.03.18~ 2004.06.17

2004-PR-12 정책 서울과 평양의 도시계획이념 및 공간구조 비교연구 김현수 　 2004.06.09~ 2004.10.08

2004-PR-13 정책 서울시 범죄발생의 도시계획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성우 　 2004.06.11~2004.09.10

2004-PR-15 정책 서울·북경·동경의 역사문화보전정책(Ⅰ) 정석 이상구, 송인호, 백승만, 심경미, 
고수정

2004.07.01~ 2005.11.30

2004-PR-36 정책 수도권 집중에 대한 서울시 대응전략 정희윤 김문현, 김순관, 김운수, 신상영, 
이동관

2004.12.01~ 2005.07.31

2004-PR-37 정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역할 및 전략 정희윤 조권중, 허명순, 김찬동, 김인희 2004.12.01~ 2005.07.31

152 153 도시계획ㆍ재생
제1부 
연구과제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4-PR-39 정책 균형발전의 정책대안 검토 및
지역간 상생전략 개발 연구

정희윤 김문현, 김순관, 김운수, 조권중, 
신상영, 허명순, 김성준, 김찬동, 
김인희, 박희석, 권희정, 박은숙, 
이동관

2004.12.20~ 2005.07.31

2004-PR-40 정책 서울·북경·동경의 역사문화보전정책(Ⅱ) 정석 이상구, 송인호, 백승만, 심경미, 
고수정

2004.12.20~ 2005.11.30

2004-ER-05 수탁 용산 군 이전적지 활용구상 학술용역 박현찬 김광중, 김찬동, 김보은, 엄지선 2004.02.09~ 2004.09.08

2004-ER-06 수탁 2004년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

황기연 신성일, 김운수, 임희지, 정병순, 
변미리, 김종한, 김성태, 김성, 
조용학, 이계원, 김태림, 이조영

2004.02.09~ 2005.02.08

2004-ER-08 수탁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정석 김광중, 임희지, 김상일, 김경배, 
지은희, 심경미, 서정학, 유나경

2004.02.12~ 2004.09.10

2004-ER-13 수탁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황기연 김태림, 김종한, 박민진 2004.02.27~ 2004.12.26

2004-ER-35 수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책타당성 분석 정희윤 김문현, 김순관, 김운수, 조권중, 
신상영, 허명순, 김성준, 김대건, 
김찬동, 김인희, 정미연, 이동관

2004.07.01~ 2005.06.30

2004-ER-38 수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 정석 이태영, 이희정 2004.07.27~ 2005.12.30

2004-ER-41 수탁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활성화방안 연구 박현찬 백승만, 정상혁, 김보은 2004.08.27~ 2005.05.26

2004-ER-45 수탁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기본계획 김상일 정희윤, 임희지, 고성진, 서주옥, 
원선미, 지은희

2004.09.16~ 2005.12.10

2004-ER-55 수탁 양재지역 R&D기능의 활성화 방안 연구 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정우성, 조지선, 
김용규, 윤정재

2004.12.29~ 2005.10.31

2005-R-01 기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평가모델 개발 연구

김경배 송인주, 정숙영, 이재은, 고영호 2005.01.01~ 2005.10.31

2005-R-02 기본 서울시 업무공간 수요 예측 및 공급가능성 진단 김상일 박희석, 박은경 2005.03.01~ 2005.09.30

2005-R-03 기본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이주일 강영옥, 정미연 2005.03.01~ 2005.12.31

2005-R-04 기본 주거지역 공동주택 높이관리방안 연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목정훈 김승주 2005.03.01~ 2005.12.31

2005-R-05 기본 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김인희 이동훈 2005.03.01~ 2005.09.30

2005-R-06 기본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정석 장옥연, 이기완, 김대건 2005.01.01~ 2005.12.31

2005-R-42 기본 교통시설 용량을 고려한 개발밀도 관리방안 연구 신상영 황기연, 조용학 2005.01.01~ 2005.10.31

2005-PR-07 정책 해외 대도시의 공개공지제도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김세용 　 2005.05.02~ 2005.09.0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5-PR-08 정책 영국 도시계획제도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정재용 　 2005.05.27~ 2005.08.26

2005-PR-09 정책 자연지리환경에 순응하는 전통적 터잡기의 논리와 
주거환경 조성원리의 탐색

이학동 　 2005.05.06~ 2005.08.05

2005-PR-13 정책 동북아 주요 대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정석 이주일, 고수정, 박은경A, 심경미 2005.06.01~ 2006.01.31

2005-PR-17 정책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선웅 박현찬, 정상혁 2005.08.01~ 2005.10.31

2005-PR-18 정책 분권형 지역발전과 수도권 성장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실행전략 모색

정희윤 김문현, 김순관, 김운수, 조권중, 
정병순, 신상영, 허명순, 윤형호, 
김찬동, 김인희, 이동관

2005.08.16~ 2006.04.15

2005-PR-32 정책 서울소재 초기 한국현대건축물의 특성 및 보존방안 
연구 : 1950-60년대 대표적 건축물을 중심으로

정인하 　 2005.10.10~ 2006.01.09

2005-PR-33 정책 일본의 도시계획 체계와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 연구 
: 동경도를 중심으로

최정민 　 2005.10.07~ 2006.01.06

2005-PR-34 정책 해외대도시의 스폐셜 조닝 운영사례조사 연구 김세용 　 2005.10.14~ 2006.01.13

2005-PR-35 정책 국토종합계획의 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연구

전기성 　 2005.10.04~ 2006.01.03

2005-PR-40 정책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서울시 영향검토와 대응 권영덕 권미리, 박현영A 2005.10.25~ 2006.03.31

2005-ER-06 수탁 청계천복원사업 백서발간을 위한 자료조사 및 평가 황기연 김운수, 박민진, 김태림, 정우성 2005.03.08~ 2006.03.07

2005-ER-08 수탁 DMC 관리운영주체 설립에 관한 연구 장영희 박은철, 유상균 2005.03.22~ 2005.06.21

2005-ER-14 수탁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정비 연구 : 
허용용도 개선부문

양재섭 이주일, 김인희, 이동훈, 이태영, 
엄지연, 문희정

2005.05.09~ 2006.12.31

2005-ER-18 수탁 북촌 장기발전구상 : 
서울의 역사문화자산, 북촌의 비전과 실천과제

정석 장옥연 2005.05.26~ 2006.02.28

2005-ER-21 수탁 서울시 주민협정제도 활용 및 운영지침 수립 연구 : 
건축협정

목정훈 박종현, 김성훈, 변유진, 김민근, 
김승주

2005.06.10~ 2006.10.31

2005-ER-22 수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종합운영계획 임희지 김상일, 서주옥, 박현정, 장경철, 
박종현

2005.06.16~ 2006.12.15

2005-ER-23 수탁 서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기성시가지 건축

권영덕 장남종, 김경배, 권미리, 이현정, 
박선영, 윤은정, 정숙영

2005.06.23~ 2006.12.22

2005-ER-29 수탁 공공기관의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정희윤 김문현, 김순관, 김운수, 조권중, 
신상영, 허명순, 윤형호, 김찬동, 
김인희, 박은숙, 이동관, 고성진

2005.07.26~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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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ER-31 수탁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박현찬 정상혁, 연정민 2005.08.26~ 2006.12.25

2005-ER-37 수탁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박현찬 정상혁, 김영욱, 원선미 2005.09.30~ 2006.10.31

2005-ER-40 수탁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연구 정희윤 김문현, 김운수, 이신해, 조권중, 
정병순, 신상영, 윤형호, 김찬동, 
김인희, 고성진, 이동관, 박은숙

2005.10.06~ 2006.12.30

2005-ER-45 수탁 도시기본계획 주요 집행계획 수립(1차년도) 김선웅 양재섭, 김상일, 민현석, 이광훈, 
손기만, 라도삼, 박은경A, 이태영, 
오정현, 박은경, 홍우식, 김대현, 
조도형

2005.11.29~ 2006.09.28

2005-ER-48 수탁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연구 목정훈 조용현, 김원주, 문성진, 김승주, 
신동훈, 김성훈

2005.12.08~ 2006.12.31

2006-R-01 기본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재섭 김정원 2006.02.01~ 2006.11.30

2006-R-02 기본 서울시 일반주택지내 과다열가구(過多列街區) 
밀집지역의 가구단위 정비모델 개발 연구

임희지 서주옥 2006.01.01~ 2006.10.31

2006-R-03 기본 시가지 재정비와 신도시 개발의 특성 비교에 관한 연구 
(도시공간정책을 중심으로)

정희윤 권동은, 심재우 2006.03.01~ 2006.12.31

2006-R-04 기본 서울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정석 이기완 2006.01.01~ 2006.10.31

2006-R-05 기본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연구 목정훈 박종현 2006.03.01~ 2006.12.31

2006-R-06 기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추정에 관한 연구 김상일 김인희, 김용성 2006.01.01~ 2006.10.31

2006-R-07 기본 서울도시모니터링 리포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이주일 정미연 2006.01.01~ 2006.10.31

2006-R-42 기본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4대 지천을 중심으로)

백승만 노은이, 정수인, 김윤미 2006.01.01~ 2006.12.31

2006-PR-10 정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김선웅 오정현 2006.03.15~ 2006.05.14

2006-PR-12 정책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정희윤 도난영 2006.03.15~ 2006.12.31

2006-PR-16 정책 보도설치기준 국제 비교 연구 정석 김신정 2006.04.24~ 2006.11.24

2006-PR-39 정책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주택수급 개선대책 권영덕 원은지 2006.12.18~ 2007.05.31

2006-ER-02 수탁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변화 모니터링 김운수 임희지, 정병순, 신성일, 신상영, 
조용찬, 정우성, 김광복, 김성

2006.02.16~ 2006.07.15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6-ER-10 수탁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정석 송인주, 라도삼, 정수인, 이기완, 
심경미

2006.03.24~ 2007.01.23

2006-ER-12 수탁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 방식 운용방안 
연구

김상일 임희지, 이성창, 김용성, 이성창, 
민병하, 박현정

2006.04.04~ 2007.07.03

2006-ER-16 수탁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권영덕 김인희, 장남종, 이현정, 원은지, 
박현영A, 권미리, 박호진, 정숙영

2006.05.10~ 2007.12.31

2006-ER-18 수탁 구릉지 경관보호와 정비촉진을 위한 
결합개발제도 연구

김인희 김상일, 원은지 2006.05.19~ 2006.12.18

2006-ER-22 수탁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 연구 장남종 이기완, 심경미, 이현정, 김혜원 2006.06.19~ 2007.10.31

2006-ER-33 수탁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김선웅 이광훈, 양재섭, 손기민, 라도삼, 
김상일, 민현석, 오정현, 이태영, 
홍우식, 박은경A, 김대현, 조도형

2006.09.29~ 2007.12.31

2006-ER-34 수탁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김선웅 박현찬, 임희지, 윤혁렬, 민현석, 
이성창, 정상혁, 이태훈, 이승지, 
이일

2006.09.29~ 2007.09.28

2006-ER-40 수탁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백승만 라도삼, 이보경, 김세훈A, 이양숙 2006.11.07~ 2007.07.31

2006-ER-41 수탁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

임희지 손기민, 장경철, 윤지영A 2006.11.09~ 2007.08.08

2006-ER-42 수탁 디지털 미디어 시티 중간평가 및 활성화 방안 장영희 박은철, 변창흠 2006.11.15~ 2007.03.14

2006-ER-46 수탁 패션·문화·예술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연구 백승만 백선혜, 김기홍, 김진영B 2006.12.15~ 2007.06.30

2007-R-01 기본 공간구조 및 교통수단의 변화가 교통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주일 김재준 2007.03.01~ 2007.12.31

2007-R-02 기본 서울 대도시권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가구 특성 양재섭 김상일, 김정원 2007.03.01~ 2007.12.31

2007-R-03 기본 서울시 대중교통 역중심 생활권 형성방안 임희지 서주옥 2007.01.01~ 2007.10.31

2007-R-04 기본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홍보관 구상 민현석 정석, 정수인 2007.02.01~ 2007.11.30

2007-R-05 기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방안

김인희 장남종, 권미리 2007.03.01~ 2007.12.31

2007-R-06 기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학교공간 활용방안 목정훈 남성우, 박종현 2007.01.01~ 2007.10.31

2007-R-07 기본 초고층주택의 보완과제와 개선방안 권영덕 정숙영, 박현영, 원은지 2007.03.01~ 2007.12.31

2007-R-47 기본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백승만 오세원 2007.02.01~ 2007.11.30

2007-PR-02 정책 수도권 광역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실현방안 연구 김문현 도난영 2007.02.15~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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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7-PR-03 정책 서울의 토지이용 변화분석 이주일 엄지선 2007.02.20~ 2008.02.29

2007-PR-06 정책 2007 서울시 도시계획 현황자료집 발간 임희지 김희주, 윤석구 2007.03.20~ 2007.07.19

2007-PR-07 정책 세계 대도시 비교연구Ⅰ : 6개 대도시 현황과 
발전전망, Ⅱ : 12개 주요 대도시 통계 현황

김문현 변미리, 김천일, 김도훈, 황은정, 
김은희A

2007.03.26~ 2008.03.31

2007-PR-16 정책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수립방안 윤혁렬 박현찬, 박선영, 정미연, 이일, 
김명규, 김종한

2007.05.15~ 2007.11.15

2007-PR-35 정책 미국도시의 도심수변공간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례연구

이제선 　 2007.11.01~ 2008.04.25

2007-PR-36 정책 영국 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 분석 양도식 양재섭 2007.10.26~ 2008.04.25

2007-PR-39 정책 도심부 장기구상 및 비전수립 연구 김선웅 김상일, 라도삼, 정병순, 민현석, 
정수인, 이준호, 정미연, 오정현, 
이동은, 박래현

2007.10.01~ 2008.06.30

2007-PR-40 정책 도시재생과 도시경쟁력 :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분석 및 전략연구

정창무 　 2007.11.01~ 2008.01.31

2007-ER-16 수탁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주일 김문현, 신상영, 김문현, 정병순, 
김찬동, 김재준, 도난영

2007.04.26~ 2008.12.22

2007-ER-28 수탁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 이성창 임희지, 박현찬, 민현석, 목정훈, 
임희지, 노수일, 박현정, 이해조, 
김승주

2007.07.16~ 2009.01.15

2007-ER-29 수탁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도입한 블록단위 정비모델 개발 
및 실현방안 연구

임희지 이성창, 김상일, 이동은, 김용성, 
이해조

2007.08.01~ 2008.07.31

2007-ER-33 수탁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박현찬 이성창, 정상혁, 이일, 이승지, 
최민아

2007.08.16~ 2009.02.14

2008-SR-03 전략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정희윤 김경철, 김찬동, 박희석, 신상영, 
유기영, 이태영, 김중태

2008.03.01~ 2008.05.31

2008-SR-07 전략 시티노믹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 전략 권영덕 김인희 2008.08.18~ 2009.06.30

2008-SR-10 전략 21세기 지속가능한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구상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권영덕 김인희, 홍석기 2008.10.01~ 2009.02.28

2008-PR-11 정책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장남종 양재섭, 권미리 2008.03.01~ 2008.09.30

2008-PR-12 정책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권영덕 정숙영 2008.03.01~ 2008.06.30

2008-PR-17 정책 양재 Agro-Botanic Park 조성방안 김인희 금기용, 여혜진, 정병순, 정수인, 
김태완, 박은경

2008.03.31~ 2008.04.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8-PR-24 정책 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 : 자치구별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환경 변화분석을 중심으로

김문현 정희윤 2008.05.01~ 2008.09.30

2008-PR-30 정책 주민자율형 소규모 시가지정비수법 도입방안 : 
구획정리방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주일 신상영, 엄지선 2008.07.01~ 2008.10.31

2008-PR-61 정책 대규모 토지에 대한 공공기여 확대·유연화제도 
운영기준 연구

김상일 　 2008.12.22~ 2009.02.20

2008-ER-05 수탁 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 학술연구 박현찬 김찬동, 민현석, 김보은 2008.03.07~ 2009.09.06

2008-ER-11 수탁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양재섭 김상일, 이성창, 손기민, 김원주, 
이성창, 이태영, 정미영, 반영권

2008.04.07~ 2010.02.26

2008-ER-12 수탁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시 도시발전 모델 연구 김상일 장남종, 이현정, 황관석, 이지혜 2008.04.08~ 2009.06.10

2008-ER-13 수탁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대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

이주일 김선웅, 민현석, 최유미, 송지영 2008.04.08~ 2009.01.07

2008-ER-14 수탁 한강지천 지역 발전방안 연구 박현찬 윤혁렬, 이성창, 김보은, 류민환, 
정지혜, 이일, 이성경

2008.04.08~ 2009.03.31

2008-ER-15 수탁 서울시 대규모 개발사업 실태분석과 평가연구 장영희 박은철, 김승준, 여혜진, 원은지, 
신운경

2008.04.10~ 2009.04.09

2008-ER-20 수탁 동남권유통단지 수요 등 예측 및 디자인 기본구상 윤혁렬 김승준, 여혜진, 최선희A, 이유화, 
오태훈, 강민석, 정지혜, 김강휘, 
김시현

2008.06.18~ 2009.01.30

2008-ER-28 수탁 2020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정희윤 김상일, 김일현, 윤보연 2008.10.16~ 2009.02.20

2008-ER-30 수탁 남산르네상스 민현석 박현찬, 라도삼, 여혜진, 송지영, 
김희원A, 정지혜

2008.11.07~ 2009.04.30

2008-ER-31 수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경제권(수도권) 계획 수립 연구

정희윤 유현아 2008.10.31~ 2009.12.05

2008-ER-34 수탁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정희윤 유기영, 정병순, 김승준, 이지영 2008.11.01~ 2009.06.29

2009-BR-01 기초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 이주일 김인희, 박은경A 2009.03.01~ 2009.06.30

2009-BR-02 기초 서울의 도시형태 연구 박현찬 임희지, 민현석, 여혜진, 이성창, 
박현찬, 엄지선, 송지영, 김보은, 
김승주, 박현정, 박중현

2009.06.01~ 2009.11.30

2009-BR-03 기초 지표로 본 서울시 도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생활환경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맹다미 오정현 2009.07.17~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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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9-SR-02 전략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서울시 공간구조의 
개편전략

권영덕 양재섭, 이주일, 장남종, 김원호, 
이신해, 고준호, 김상일, 김인희, 
안기정, 맹다미

2009.01.22~ 2009.06.30

2009-SR-09 전략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교통체계 개편전략

김원호 이주일, 이신해, 고준호, 김승준, 
맹다미, 오정현, 한인구, 양은혜

2009.12.15~ 2010.06.14

2009-PR-06 정책 서울비전2020의 공간계획 비전수립을 위한 연구 김인희 양재섭, 이주일, 장세진 2009.01.28~ 2009.05.31

2009-PR-13 정책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개선방향

양재섭 장남종, 권미리 2009.02.15~ 2009.08.31

2009-PR-14 정책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 개발지역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향 연구

임희지 손기민, 김운수, 엄지선 2009.02.16~ 2009.06.15

2009-PR-26 정책 옛길의 가치규명 및 옛길 가꾸기 기본방향 연구 민현석 송지영 2009.05.06~ 2009.10.05

2009-PR-41 정책 도시 준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 건물 
전면공간을 중심으로 -

여혜진 임희지, 맹다미, 이승희, 백세나 2009.07.27~ 2010.02.28

2009-PR-47 정책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 정희윤 김찬동 2009.09.04~ 2009.12.04

2009-PR-53 정책 주거지관리의 방향재설정과 보완방향 권영덕 이지혜 2009.10.12~ 2010.04.30

2009-PR-54 정책 양재 Agro-Botanic Park 조성방안 II 김인희 이성창, 이동훈, 정병순, 장세진, 
노수미

2009.10.19~ 2009.12.31

2009-PR-59 정책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대도시형 모델 개발 
연구

김인희 김인희, 조달호, 이성창, 이동훈, 
장세진, 노수미

2009.11.01~ 2010.03.31

2009-PR-62 정책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양재섭 권미리 2009.12.14~ 2010.06.30

2009-AR-02 협약 도심재창조프로젝트 2단계 종합계획 수립 민현석 엄준호 2009.02.19~ 2009.04.18

2009-ER-01 수탁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임희지 김상일, 정영화, 신은경 2009.01.23~ 2010.02.24

2009-ER-02 수탁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30서울플랜 권영덕 장영희, 양재섭, 조항문, 김경혜, 
이주일, 장남종, 이신해, 김선웅, 
박현찬, 라도삼, 정병순, 김상일, 
변미리, 신상영, 김인희, 김원주, 
민현석, 이성창, 변유진, 황하, 
황종아, 정숙영, 김태오, 김소은, 
이지혜, 오병록, 강지은, 김승주, 
송지영, 김미경A, 이태영, 전재현, 
홍재선, 원은지

2009.01.28~ 2011.02.10

2009-ER-03 수탁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이주일 장남종, 최유미, 변유진, 한인구 2009.01.28~ 2009.11.25

2009-ER-07 수탁 영동 1·2지구 실태분석 평가 및 관리방안 장영희 박은철, 김승준, 서효빈, 원은지, 
신운경

2009.02.03~ 2010.01.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9-ER-10 수탁 서울의 지역불균형 실태와 균형발전 방안 연구 신상영 홍상민, 김미경A 2009.02.16~ 2009.10.17

2009-ER-13 수탁 서울특별시 수변경관계획/자연녹지경관계획 이성창 박현찬, 양지수, 김승주, 진유라, 
박현정, 백윤주, 이승지, 정지혜, 
정상혁

2009.02.23~ 2010.02.26

2009-ER-18 수탁 도시계획변경 협상제도 시행연구 김상일 임희지, 서찬우, 정지혜, 정미연 2009.04.02~ 2010.01.28

2009-ER-21 수탁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방안 연구 장남종 양재섭, 이현정, 반영권, 연정민 2009.05.22~ 2010.02.16

2009-ER-24 수탁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연구 정희윤 안기정, 김용국 2009.06.09~ 2010.12.16

2009-ER-34 수탁 DMC 종합발전계획 1·2·3 장영희 이성창, 서주옥, 서효빈, 이지혜, 
민선화

2009.07.06~ 2010.05.06

2009-ER-37 수탁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수립 연구 이주일 박은경A 2009.07.31~ 2010.03.31

2009-ER-44 수탁 창동·상계지역 전략적 개발구상(안) 김인희 이성창, 이동훈, 이신해, 박중현, 
김수진, 신해미

2009.11.18~ 2010.06.15

2010-BR-03 기초 서울 네이버후드 공간패턴 연구 여혜진 변미리, 전혜선, 백세나 2010.03.01~ 2010.11.30

2010-BR-07 기초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 :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양재섭 김인희, 권미리, 황하 2010.07.01~ 2010.11.30

2010-BR-12 기초 길을 통해 본 서울성 : 서울, 부산, 광주의 가로 비교를 
통한 서울길의 독특성 분석

임희지 박현찬, 변미리, 민현석, 이성창, 
여혜진, 이동훈, 최재은, 박중현, 
송지영, 전혜선

2010.12.01~ 2011.08.31

2010-BR-14 기초 서울의 토지이용 변화특성 및 전망 이주일 박은경A 2010.12.28~ 2011.08.31

2010-SR-02 전략 한강문명 중심 신용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전략 홍석기 김선웅, 윤혁렬, 임희지, 맹다미, 
남성우, 이동은, 김도환

2010.01.01~ 2010.05.31

2010-SR-06 전략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양재섭 김상일, 이주일, 정희윤, 김선웅, 
신상영, 김인희, 맹다미, 김태현, 
이재수, 김진호

2010.10.18~ 2011.04.17

2010-PR-11 정책 도시재생법안 마련을 위한 서울시 의견수렴 연구 임희지 김인희, 이성창, 맹다미, 이우진, 
정영화

2010.02.01~ 2010.03.31

2010-PR-13 정책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안 민현석 송지영, 류청규 2010.02.16~ 2010.08.15

2010-PR-17 정책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동훈 이성창, 박민정, 이수연 2010.03.22~ 2010.09.21

2010-PR-33 정책 지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 
연구

맹다미 오정현 2010.06.15~ 2010.12.14

2010-PR-34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거지 밀도관리 권영덕 민현석, 김태오 2010.06.21~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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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PR-39 정책 보행밀집지역의 보행채널 다양화 방안 여혜진 이창, 전혜선, 조윤이, 김진아 2010.07.05~ 2011.01.04

2010-PR-42 정책 경인 메가로 폴리스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정희윤 김상일, 김승준, 김태현, 신정란 2010.07.26~ 2010.12.31

2010-PR-43 정책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 : 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김선웅 권영덕, 변유진 2010.07.26~ 2010.12.25

2010-PR-47 정책 친수형 마을만들기 방안 연구 민현석 송지영 2010.08.16~ 2011.04.15

2010-PR-50 정책 수도권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체계의 장기적 발전전략 연구

이주일 김인희, 박은경A 2010.08.15~ 2010.12.31

2010-PR-62 정책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전략도출 
및 모델개발

이성창 박현찬, 정상혁, 서주옥 2010.11.15~ 2011.05.16

2010-PR-70 정책 서울시 중심지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중심의 도입방안 
연구

맹다미 장남종, 오정현 2010.12.20~ 2011.08.15

2010-ER-03 수탁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김상일 정지혜, 김하영, 김승주, 조승희 2010.01.28~ 2011.02.27

2010-ER-04 수탁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이주일 김선웅, 박은경A, 김현엽, 한인구 2010.01.28~ 2010.11.27

2010-ER-06 수탁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신상영 맹다미, 김혜령, 연정민, 김미선 2010.02.01~ 2010.11.30

2010-ER-07 수탁 중랑천 수변 주거지 마스터 플랜 이성창 윤혁렬, 김인희, 정상혁, 김승주, 
박중현, 장세진, 서주옥, 신운경

2010.02.05~ 2011.03.31

2010-ER-10 수탁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임희지 이우진, 남성우, 정영화 2010.03.03~ 2011.06.15

2010-ER-15 수탁 수도권 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 정희윤 이겨라 2010.03.10~ 2010.06.30

2010-ER-20 수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12) 김인희 김상일, 양재섭, 이성창, 김태현, 
반영권, 김현엽, 류청규, 장세진, 
홍남희

2010.04.09~ 2012.02.29

2010-ER-30 수탁 정비사업 관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장영희 김상일, 민선화, 오근상 2010.07.02~ 2011.05.30

2010-ER-35 수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 
발전방안 연구

임희지 김상일, 이동훈, 최재은, 남성우, 
전재일, 정영화, 이우진, 서선영, 
박민정

2010.07.30~ 2011.12.29

2010-ER-41 수탁 한강르네상스 3단계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이성창 변미리, 유정화, 김승주 2010.11.22~ 2011.02.21

2011-BR-03 기초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양재섭 김태현, 이태영 2011.02.11~ 2011.08.10

2011-BR-08 기초 역세권 유형별 보행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태현 김진, 박은경A, 강지은 2011.09.01~ 2012.02.29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1-BR-09 기초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맹다미 장남종, 오정현 2011.09.26~ 2012.03.25

2011-BR-10 기초 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상생 
방안

정희윤 김선웅, 김찬동, 최윤경B, 윤성경 2011.10.17~ 2012.06.17

2011-BR-13 기초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설계지침의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이상호 　 2011.12.19~ 2012.04.15

2011-PR-04 정책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기법 개발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 시나리오형 계획기법 중심으로

정희윤 김선웅, 신정란 2011.01.01~ 2011.06.30

2011-PR-05 정책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 : 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김선웅 권영덕, 변유진 2011.01.10~ 2011.05.09

2011-PR-15 정책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장남종 신상영, 황종아 2011.02.11~ 2011.06.30

2011-PR-18 정책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이성창 박현찬, 정상혁, 김승주, 엄미경 2011.02.22~ 2011.08.21

2011-PR-21 정책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리방안 권영덕 김태오 2011.03.07~ 2011.10.21

2011-PR-22 정책 길찾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전략 여혜진 이동훈, 이창, 전혜선 2011.03.14~ 2011.09.13

2011-PR-25 정책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김상일 안내영 2011.04.15~ 2011.12.15

2011-PR-33 정책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입지실태와 공급방식 
개선방향

이재수 김선웅, 송희숙 2011.05.02~ 2011.12.31

2011-PR-41 정책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양재섭 장남종, 김인희, 황종아 2011.05.16~ 2011.07.31

2011-PR-49 정책 서울형 슬로시티 만들기 민현석 신경희, 송지영 2011.06.01~ 2011.12.31

2011-PR-54 정책 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장남종 김진, 황종아 2011.08.01~ 2012.01.31

2011-PR-55 정책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자치구계획을 중심으로

양재섭 김인희, 이태영, 남선희 2011.08.11~ 2012.03.10

2011-PR-62 정책 도심부 정체성 회복 구상 : 120년 도심부 정책에 대한 
성찰과 재정립

임희지 변미리, 여혜진, 남성우, 최재은 2011.10.01~ 2012.04.30

2011-PR-63 정책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 권영덕 김태오 2011.10.22~ 2012.04.21

2011-PR-73 정책 정비사업의 분쟁유형 및 예방조정 수법에 관한 연구 이명훈 　 2011.12.14~ 2012.06.14

2011-OR-05 현안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도공간의 민간 활용방안 김도년 　 2011.12.21~ 2012.05.22

2011-OR-06 현안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김지엽 　 2011.12.15~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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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ER-02 수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장남종 이주일, 맹다미, 강정욱, 변유진, 
한인구

2011.02.10~ 2012.04.20

2011-ER-11 수탁 한강 생태·문화 공원화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박현찬 김원주, 백선혜, 이성창, 홍석기, 
서주옥, 이성옥, 김승주, 박중현, 
김소은

2011.04.14~ 2011.11.14

2011-ER-13 수탁 수도권 광역 연계거점 전략적 특화·육성방안 마련 박현찬 김인희, 이성창, 김승준, 김묵한, 
반영권, 정상혁, 박중현, 정상혁, 
오근상, 김민영, 김승주

2011.04.29~ 2013.02.28

2011-ER-23 수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실천전략 연구 이주일 고준호, 김민경, 박은경A, 정숙영, 
한인구

2011.05.27~ 2012.06.30

2011-ER-40 수탁 한강르네상스 백서 제작 용역 박현찬 이성창, 김승주, 정상혁 2011.12.21~ 2012.02.20

2012-BR-01 기초 서울시 도시공간변화 진단체계 연구 김상일 안내영 2012.01.01~ 2012.06.30

2012-BR-06 기초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주거지 개발에 따른 서울시의 
인구 및 기능 변화

김선웅 권영덕, 신재용 2012.04.01~ 2012.11.30

2012-BR-14 기초 1960년대 서울시 확장기 도시계획 권영덕 고진수, 박유진 2012.09.03~ 2013.08.03

2012-PR-01 정책 서울시 차 없는 거리 개선 및 확대방안 연구 : 도심부를 
중심으로

민현석 여혜진, 구본도, 이선민, 강선주, 
이혜진, 서선영

2012.01.01~ 2012.08.30

2012-PR-15 정책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민현석 송지영 2012.01.01~ 2012.06.30

2012-PR-20 정책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장남종 맹다미, 황종아 2012.02.01~ 2013.03.31

2012-PR-24 정책 경관을 고려한 구릉지의 건축물 정비방안 연구 이성창 박현찬, 김승주 2012.02.01~ 2012.08.31

2012-PR-25 정책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양재섭 김인희, 남선희, 윤기학 2012.02.11~ 2013.01.31

2012-PR-27 정책 시유지를 활용한 시민복지 등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김태현 강지은 2012.03.01~ 2012.12.31

2012-PR-29 정책 서울시 상업지역의 밀도 및 용도의 차등 관리방안 김인희 김상일, 이성창, 반영권 2012.03.01~ 2012.08.31

2012-PR-34 정책 한성의 정체성 회복 이야기 : 개잔 이후 한성의 
공간변천사

임희지 최재은, 남성우 2012.04.01~ 2012.10.31

2012-PR-38 정책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권영덕 김선웅, 김태오, 박유진 2012.06.01~ 2012.11.30

2012-PR-61 정책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과 서울시 역할 김인희 이주일, 김귀영, 배준식, 이혜숙, 
김묵한, 오윤경

2012.08.01~ 2012.12.31

2012-PR-66 정책 서촌지역 정책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안 임희지 윤서연 2012.09.01~ 2013.02.2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2-PR-67 정책 시민참여방식에 의한 서울플랜 수립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이주일 김인희, 반영권 2012.09.01~ 2013.02.28

2012-PR-69 정책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이재수 이동훈, 성수연 2012.09.16~ 2013.03.16

2012-PR-77 정책 건물전면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이성창 박현찬, 정상혁, 오지연, 송승민 2012.12.01~ 2013.02.28

2012-OR-04 현안 도시경관을 고려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연구

이성창 　 2012.07.01~ 2012.09.30

2012-OR-20 현안 석유비축기지 활용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이성창 서주옥 2012.09.17~ 2013.01.17

2012-ER-01 수탁 구로 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 김인희 이성창, 김진, 이승지, 반영권, 
서주옥, 김현엽, 홍남희

2012.01.17~ 2012.12.31

2012-ER-08 수탁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박현찬 신경희, 박은철, 라도삼, 정병순, 
김귀영, 여혜진, 서병헌, 원은지, 
정상혁, 김윤승, 황상윤, 문치웅, 
이준수, 이창림, 이창환, 조영윤, 
정순주, 서진아, 정솔, 홍남희, 
서주옥

2012.02.16~ 2012.08.14

2012-ER-19 수탁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양재섭 이재수, 박은경A, 남선희 2012.04.05~ 2013.05.31

2012-ER-22 수탁 신주거재생 정책방향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장남종 맹다미, 연정민, 강정욱, 오정현, 
김유진, 변유진

2012.04.05~ 2012.12.31

2012-ER-23 수탁 서울시 도시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이주일 조항문, 김경혜, 장남종, 박은철, 
고준호, 임희지, 박현찬, 라도삼, 
김상일, 변미리, 신상영, 김인희, 
김원주, 이성창, 이혜숙, 맹다미, 
김묵한, 황하, 김희주, 박희락, 
정숙영

2012.04.09~ 2013.04.08

2012-ER-27 수탁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 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

장남종 맹다미, 황종아, 변유진, 강정욱, 
김유진

2012.04.18~ 2013.12.30

2012-ER-30 수탁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

장남종 박현찬, 김상일, 이동훈, 김태현, 
오정현, 안준영, 송승민, 백세나, 
서주옥, 김승주

2012.04.24~ 2013.12.31

2012-ER-34 수탁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수립연구용역

김상일 윤혁렬, 박현찬, 정병순, 김인희, 
이동훈, 김묵한, 임현규, 정상혁, 
이동은, 문정우, 임필재, 송승민, 
강영은

2012.05.02~ 2014.06.30

2012-ER-60 수탁 2012 서울 도시계획 컨퍼런스 운영 이주일 김인희, 고혜영 2012.08.24~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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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ER-62 수탁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 플랜 민현석 김귀영, 반정화, 구본도, 정윤남, 
강미선, 추현수, 강선주, 김유리A, 
안수지

2012.08.27~ 2013.08.23

2012-ER-72 수탁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수립(1차) 임희지 김영란, 정희윤, 윤혁렬, 김상일, 
이성창, 이동훈, 전재현, 고문수, 
김민우, 이여라, 남성우, 안내영, 
김희주

2012.09.28~ 2013.02.24

2012-ER-76 수탁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 연구 박현찬 민승현, 박중현, 이동은 2012.12.04~ 2013.10.31

2013-BR-03 기초 통계로 본 서울주거 : 서울통계연구 4 이재수 양재섭, 성수연 2013.03.18~ 2013.08.31

2013-BR-10 기초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장남종 맹다미, 민승현, 김유진 2013.12.01~ 2014.07.31

2013-BR-12 기초 기성 시가지에 적합한 용도지역제 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정희윤 임희지, 안내영 2013.12.02~ 2014.09.30

2013-PR-40 정책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맹다미 박은경A 2013.07.01~ 2013.12.31

2013-PR-62 정책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 민현석 구본도, 남현정 2013.09.24~ 2014.03.31

2013-PR-69 정책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양재섭 정병순, 남선희 2013.11.01~ 2014.04.30

2013-PR-70 정책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

권영덕 고준호, 강지한 2013.11.01~ 2014.03.31

2013-PR-82 정책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 경험과 과제 김인희 반영권 2013.12.27~ 2014.06.26

2013-OR-08 현안 시민·전문가 의견 청책을 통한 노들섬 활용방향 연구 박현찬 오지연 2013.03.01~ 2013.05.31

2013-OR-26 현안 일본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공(住工) 공생발전 사례의 
시사점 연구

민승현 이동은 2013.05.27~ 2013.08.26

2013-OR-30 현안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양재섭 이재수, 남선희 2013.07.01~ 2013.09.30

2013-OR-34 현안 도시기본계획 중기 미래비전 의제 연구 김인희 이보람 2013.08.13~ 2013.12.31

2013-OR-46 현안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에 따른 서울대도시권 대응방안 
연구

김인희 이재수, 성수연 2013.09.10~ 2013.12.09

2013-OR-58 현안 해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사례와 추진 주체 연구 민승현 오정현 2013.12.01~ 2013.12.31

2013-OR-65 현안 서울시 고가 하부공간의 재구성방안 연구 민승현 소성일 2013.12.30~ 2014.06.30

2013-AR-01 협약 주민체감형 지역격차 해소와 상생방안 연구 김인희 전정은 2013.07.15~ 2013.12.31

2013-ER-07 수탁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 수립 장남종 맹다미, 김유진, 백세나, 변유진, 
연정민

2013.02.13~ 2014.02.12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3-ER-08 수탁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박현찬 김태현, 박희영, 오지연, 임하나, 
신재용, 윤기학

2013.02.18~ 2014.02.14

2013-ER-09 수탁 서울시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용역

박현찬 이동은 2013.02.25~ 2013.10.25

2013-ER-10 수탁 역사도심 기본계획 임희지 김영란, 정희윤, 윤혁렬, 김상일, 
민승현, 김수연, 김민제, 소성일, 
임동민, 정진아, 안내영, 김희주, 
윤서연, 이동은

2013.02.22~ 2015.02.21

2013-ER-14 수탁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활동 추정기술 및 증진 
가이드라인 개발

김태현 고준호, 윤기학, 김대진, 박희영, 
임하나

2013.02.10~ 2014.04.09

2013-ER-18 수탁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김인희 박현찬, 민승현, 전정은, 오정현, 
정상혁, 송승민

2013.03.07~ 2014.04.30

2013-ER-21 수탁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산업 육성·발전 방안 정희윤 김상일, 최봉, 안내영, 김희주 2013.03.15~ 2014.12.30

2013-ER-33 수탁 수도권 지역내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인희 전정은 2013.05.03~ 2014.01.02

2013-ER-41 수탁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김태현 김선웅, 박희영, 윤기학 2013.06.28~ 2013.11.27

2013-ER-42 수탁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장남종 맹다미, 백세나, 김유진 2013.07.02~ 2014.06.30

2013-ER-43 수탁 독립의 언덕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박현찬 이동은, 조혜진A, 오지연, 김승주 2013.07.09~ 2014.05.31

2013-ER-52 수탁 영동권역 종합발전 기본구상 김인희 김승준, 김묵한, 김태현, 민승현, 
오정현

2013.08.16~ 2014.05.19

2013-ER-57 수탁 노들섬 포럼 운영 위탁 박현찬 조혜진A 2013.09.09~ 2014.02.05

2013-ER-62 수탁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및 대형 업무시설 공급추이 
조사·분석

이재수 전정은, 박은경A 2013.11.29~ 2014.02.26

2013-ER-63 수탁 세운상가군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운영 민현석 남현정 2013.11.29~ 2013.12.28

2013-ER-64 수탁 장기적인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상철도의 전략적 
관리연구 용역(1단계)

권영덕 윤혁렬, 김승준, 김태현, 박귀원, 
강지한

2013.12.17~ 2014.04.30

2014-BR-06 기초 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양재섭 성수연 2014.06.01~ 2014.11.30

2014-BR-08 기초 1970년대 서울의 고도성장기 도시계획 권영덕 　 2014.07.16~ 2015.12.31

2014-BR-11 기초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중심지 용도지역의 재편방향 
기초연구

맹다미 장남종, 윤혜림 2014.09.01~ 2015.03.31

2014-BR-15 기초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권영덕 장남종, 라도삼, 민현석, 강지한 2014.10.20~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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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PR-02 정책 개정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 연구 박현찬 민승현, 정상혁, 김승주, 오정현, 
김수연

2014.01.01~ 2014.05.31

2014-PR-05 정책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맹다미 장남종, 임희지, 백세나, 황종아 2014.01.16~ 2014.07.15

2014-PR-13 정책 역사성을 고려한 광화문광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임희지 박현찬 2014.05.01~ 2014.12.21

2014-PR-14 정책 다낭시 비전실현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 : 
서울시·동아시아 도시협력 연구 Ⅰ

임희지 김인희, 고준호, 김묵한, 남선희, 
김대진, 송승민, 송미경, 류성희

2014.05.19~ 2014.12.18

2014-PR-45 정책 서울의 대학 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김태현 이태희, 윤기학 2014.12.22~ 2015.12.21

2014-OR-32 현안 보도블럭 10계명 시민만족도 조사 및 향후 추진방안 박현찬 이창, 조혜진A 2014.09.11~ 2014.11.10

2014-OR-35 현안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증진 및 시민이용 개선방안 임희지 김민제 2014.09.22~ 2015.02.28

2014-OR-45 현안 서울역고가 재활용 방향 설정 연구 민승현 장남종, 임희지, 금기용, 김태현, 
고민정, 안누리, 이보경

2014.11.07~ 2015.02.28

2014-ER-03 수탁 2015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양재섭 유기영, 조항문, 신경희, 김경혜, 
장남종, 이신해, 박은철, 임희지, 
박현찬, 라도삼, 신상영, 김인희, 
김원주, 이혜숙, 맹다미, 김범식, 
김묵한, 김태현, 반영권, 박은경A, 
연정민

2014.02.21~ 2015.04.30

2014-ER-07 수탁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김태현 양재섭, 장남종, 변유진, 
김수현B, 임하나, 임효정, 
윤기학, 강지한, 박희영, 연정민

2014.03.03~ 2015.02.28

2014-ER-08 수탁 제2차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희윤 이신해, 김원주, 금기용, 김태현, 
김도연, 김희주

2014.03.03~ 2014.07.31

2014-ER-18 수탁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방안 민현석 반정화, 정재원, 소성일, 황지성 2014.03.21~ 2014.11.21

2014-ER-20 수탁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 연구 용역 김태현 박유진 2014.03.27~ 2015.02.13

2014-ER-21 수탁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박현찬 오지연, 김승주 2014.03.28~ 2015.06.30

2014-ER-26 수탁 서울대도시권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

정희윤 이신해, 김원주, 금기용, 김태현, 
현수현, 윤혜림

2014.04.04~ 2014.08.29

2014-ER-27 수탁 도시자연공원 실효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 장남종 맹다미, 강지한, 김유진, 변유진, 
연정민, 이인순

2014.04.11~ 2015.02.28

2014-ER-28 수탁 노들섬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안 박현찬 이동은, 정상혁, 소성일, 조혜진A 2014.04.11~ 2015.02.10

2014-ER-33 수탁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민승현 오정현, 정상혁, 고민정, 송지영, 
이슬이

2014.05.09~ 2015.05.0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4-ER-36 수탁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박현찬 김승주, 송준민, 이동은, 한유주, 
이보람A

2014.05.23~ 2015.02.28

2014-ER-37 수탁 장기적인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상철도의 전략적 
관리연구 용역

권영덕 윤혁렬, 김태현, 강지한 2014.05.23~ 2014.10.22

2014-ER-52 수탁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박현찬 이동은, 이승지 2014.07.30~ 2015.06.30

2014-ER-57 수탁 3.1운동 관련 장소의 발굴 및 보전 방안 : 
한양도성일대

민현석 소성일, 황지성 2014.09.04~ 2015.02.04

2014-ER-58 수탁 동부지법 이전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 
활용방안 연구

민승현 안내영, 고민정, 윤혜림, 김태호 2014.09.12~ 2015.12.11

2014-ER-64 수탁 노들섬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박현찬 조혜진A, 이보람A, 이동은, 
정상혁

2014.10.13~ 2015.08.12

2014-ER-66 수탁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방안 민현석 박현찬, 최선호, 황지성, 소성일, 
조희은

2014.10.15~ 2015.08.14

2014-ER-69 수탁 구로차량기지 이적지의 활용계획 조정에 관한 연구 민승현 김인희, 안누리 2014.11.03~ 2015.01.01

2014-ER-72 수탁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박현찬 김원주, 금기용, 백선혜, 한유주, 
김태우, 허은진, 허윤아, 이효진

2014.11.12~ 2015.12.24

2015-BR-05 기초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양재섭 김예성, 성수연, 이영아, 남진, 
김인희, 남원석, 박은철, 맹다미, 
장남종, 김상일

2015.03.01~ 2016.04.30

2015-BR-10 기초 서울과 세계대도시 : 밀레니엄 이후 도시변화 비교 김선웅 장남종 2015.04.15~ 2016.03.31

2015-BR-17 기초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50년 : 어제와 오늘 장남종 권영덕, 양재섭, 이주일, 정희윤, 
김선웅, 박은철, 박현찬, 김상일, 
김인희, 민현석, 맹다미, 김태현, 
남원석, 민승현, 정상혁

2015.06.01~ 2016.06.30

2015-BR-25 기초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Ⅰ 김태현 양재섭, 장남종, 장준영 2015.10.26~ 2015.12.31

2015-PR-12 정책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양재섭 남선희, 이제선, 정일지 2015.01.19~ 2015.11.30

2015-PR-20 정책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맹다미 장남종, 백세나, 박미선, 이동훈, 
정기성

2015.04.01~ 2015.12.31

2015-PR-26 정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장남종 맹다미, 김유진, 황종아 2015.05.01~ 2015.12.31

2015-PR-41 정책 서울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용방향 김상일 조혜진 2015.09.14~ 2015.12.31

2015-PR-42 정책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정책적 쟁점 김상일 허자연 2015.09.14~ 2016.01.31

2015-UR-04 수시 서울시 주거재생 지원모델의 실행 방안 연구 장남종 맹다미, 민승현 2015.01.29~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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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UR-11 수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본구상(안) 마련 김태현 민승현 2015.03.02~ 2015.04.30

2015-UR-22 수시 민·관 파트너십 이용한 도심 공공공간 통합정비 : 
다이마루유 지구가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민승현 　 2015.05.01~ 2015.05.31

2015-UR-29 수시 경관·미관지구 종합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 도출

정상혁 　 2015.07.01~ 2015.08.12

2015-UR-34 수시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 맹다미 　 2015.07.30~ 2015.08.29

2015-ER-05 수탁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박현찬 정상혁, 이동은, 김승주, 오지연, 
이보람A, 유규상, 김태호, 송승민

2015.03.01~ 2016.09.30

2015-ER-06 수탁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김태현 양재섭, 장남종, 김수현B 2015.03.01~ 2016.02.29

2015-ER-09 수탁 서울 공공성지도 작성 기본계획 수립 민현석 최선호, 지성균, 황지성 2015.03.18~ 2016.03.31

2015-ER-19 수탁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이주일 양재섭, 김선웅, 안내영, 고민정 2015.03.27~ 2015.12.31

2015-ER-20 수탁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맹다미 김인희, 윤혜림, 반영권, 남선희 2015.03.27~ 2016.03.26

2015-ER-28 수탁 유휴철도부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김태현 김상일, 김지유, 배형우 2015.04.09~ 2016.05.08

2015-ER-29 수탁 도시자연공원 실효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2차)

장남종 김선웅, 김원주, 맹다미, 김유진, 
변유진, 연정민, 최경인, 이창관

2015.04.16~ 2016.07.31

2015-ER-30 수탁 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김태현 민승현, 이태희, 윤죠흔, 양지혜, 
김수현B

2015.04.16~ 2016.08.31

2015-ER-31 수탁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세부 보전관리방안 민현석 지성균, 황지성 2015.04.20~ 2015.12.15

2015-ER-33 수탁 양재·우면 R&CD 혁신거점 조성계획 민승현 김인희, 윤진영, 고민정, 최은희, 
조훈희, 송승민, 김태호

2015.04.22~ 2016.08.05

2015-ER-34 수탁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 2017 용산참사백서 김상일 양재섭, 배형우 2015.04.27~ 2016.12.31

2015-ER-36 수탁 마포 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연구 정상혁 이보람A, 노정민, 오지연 2015.05.12~ 2016.02.29

2015-ER-38 수탁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민승현 이슬이 2015.05.08~ 2016.07.08

2015-ER-42 수탁 서울시 인권현장 발굴 및 기초현황 조사 민현석 정윤남 2015.05.19~ 2015.11.30

2015-ER-57 수탁 서울 평양간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 1 
(1차년도)

권영덕 장남종, 김순관, 김선웅, 김인희, 
민현석, 이창관, 강지한

2015.07.13~ 2016.07.12

2015-ER-74 수탁 선도사업거점으로서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 정상혁 김묵한, 강성익 2015.10.30~ 2015.12.29

2015-ER-76 수탁 미얀마 한따와디 공항 인근 및 양곤주 남서부 
지역개발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업수행 용역

김선웅 권영덕, 장남종, 임희지, 김상일, 
신상영, 김인희, 민현석, 김묵한, 
안민정, 김지은

2015.12.23~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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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BR-05 기초 서울시 소지역 통계 구축 및 근린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이주일 송아현 2016.01.01~ 2016.12.31

2016-BR-16 기초 서울시 운영실태와 제도의 개선방안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김선웅 양재섭, 김희진 2016.05.01~ 2016.12.31

2016-BR-17 기초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맹다미 장남종, 백세나 2016.05.16~ 2017.02.28

2016-PR-27 정책 도전받는 공간 : 성숙도시 서울 장남종 양재섭, 성수연, 김희진, 맹다미, 
박소현, 음성원, 임희지, 이복남, 
남궁은, 임대웅, 조경진, 김한준, 
정창무, 이청원, 김현수, 강명구, 
박재홍, 박세훈, 이상준

2016.03.07~ 2017.02.28

2016-PR-36 정책 한양도성 내부 한옥밀집지역의 용도관리 방안 민현석 박소은, 이건원, 정일지 2016.05.09~ 2016.12.31

2016-PR-37 정책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민승현 김묵한, 양지혜, 조혜진 2016.05.16~ 2017.01.31

2016-PR-44 정책 서울시 역사도심 특성관리지구 실현방안 임희지 이보경, 손세형, 임종현, 장민영 2016.06.08~ 2016.12.31

2016-PR-55 정책 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개공지제도 개선방안 박현찬 양은정 2016.10.04~ 2017.03.31

2016-UR-01 수시 일본 도시재생 전략과 정책에 관한 시사점 민승현 　 2016.01.18~ 2016.03.31

2016-UR-04 수시 도심 고밀주거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맹다미 　 2016.01.29~ 2016.04.15

2016-UR-24 수시 도쿄 2020 올림픽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도시변화 진단

민승현 　 2016.05.16~ 2016.07.15

2016-UR-25 수시 런던올림픽 후 관련시설 재활용과 
주변 지역 재생 사례 분석

맹다미 　 2016.05.23~ 2016.07.22

2016-ER-01 수탁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이주일 안내영 2016.01.01~ 2016.09.30

2016-ER-10 수탁 종로구 청사와 도심부 역사문화도시계획을
연계한 복합개발방안 연구

박현찬 김태호, 허승희, 조문경, 조훈희, 
강성익, 이동은, 이슬이

2016.03.04~ 2016.10.31

2016-ER-11 수탁 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김태현 양재섭, 장남종, 윤기학, 박귀원, 
김수현B, 임재욱, 장준영, 양성돈

2016.03.04~ 2017.05.03

2016-ER-15 수탁 수도권 종합발전계획(1차) : 서울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

이주일 신상영, 김원주, 김승준, 김묵한, 
안내영, 윤혜림

2016.03.16~ 2017.03.15

2016-ER-19 수탁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 김상일 임희지, 차주원, 강지윤, 김지유, 
양은정

2016.03.25~ 2016.12.24

2016-ER-25 수탁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정상혁 장남종, 연정민, 최경인, 오지연 2016.04.15~ 2016.12.31

2016-ER-32 수탁 선도사업거점으로서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 정상혁 김묵한, 송승민, 김태호 2016.05.12~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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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ER-33 수탁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양재섭 유기영, 조항문, 신경희, 장남종, 
이신해, 박은철, 임희지, 박현찬, 
라도삼, 김상일, 신상영, 조달호, 
김원주, 이혜숙, 맹다미, 김묵한, 
윤민석, 손창우, 김승연, 반영권, 
문소현

2016.05.12~ 2017.06.11

2016-ER-40 수탁 서울 평양간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 1 
(2차년도)

권영덕 장남종, 김순관, 김선웅, 민현석, 
김미영, 이보경, 강지한

2016.07.13~ 2017.07.12

2016-ER-43 수탁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방화대교 남단 제2서울숲 조성방안)

이주일 송아현, 김지유, 이가인, 조훈희, 
송혜진

2016.08.17~ 2017.09.29

2016-ER-47 수탁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민승현 최은희, 고민정, 이슬이, 홍하연, 
김영빈

2016.09.06~ 2017.07.02

2016-ER-52 수탁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 민승현 김태호, 김영빈, 고민정, 최은희 2016.10.05~ 2017.08.02

2016-ER-56 수탁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세종대로일대 보행환경 
개선 방향 마련 포럼 운영

임희지 윤서연 2016.11.25~ 2017.06.20

2017-BR-15 기초 지역 맞춤형 도시관리를 위한 개별 건축행위의 
입지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 
저층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

김태현 임재욱 2017.05.01~ 2017.12.31

2017-BR-22 기초 북한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권영덕 변학문 2017.07.17~ 2017.12.31

2017-PR-18 정책 서울감성여행 민현석 최림, 이상민, 곽선아 2017.01.01~ 2017.12.31

2017-PR-20 정책 광화문광장, ‘시민 일상 이용 보장’ 원칙 마련 
- 광장 특성 살리는 대표축제·행사도 기획해야

임희지 백선혜, 윤서연, 김하연 2017.02.06~ 2017.08.05

2017-PR-21 정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구상 박현찬 김승준, 김묵한, 민승현, 정상혁 2017.02.13~ 2018.02.28

2017-PR-23 정책 세계 대도시의 중심지체계와 육성전략 비교 :
 뉴욕, 런던, 도쿄 

김선웅 양재섭, 김희진, 성수연, 김지엽, 
양도식, 윤철재

2017.03.01~ 2017.11.30

2017-PR-25 정책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양재섭 성수연, 남선희, 이제선, 임화진 2017.03.16~ 2017.11.15

2017-PR-27 정책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기초분석과 의제발굴 이주일 윤혜림, 인천발전연구원, 
경기연구원

2017.04.01~ 2017.12.31

2017-PR-34 정책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정상혁 오지연 2017.05.01~ 2017.12.31

2017-PR-40 정책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 방향 장남종 김상일, 이현정, 백세나 2017.07.14~ 2018.02.28

2017-OR-08 현안 서울형 도시재생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장남종 김상일 2017.03.16~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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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OR-15 현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 임희지 김영란, 이신해, 백선혜, 배윤신, 
민승현, 유경상, 홍상연, 진화연, 
김하영, 박상웅, 윤서연, 이연선, 
송승민, 진보현, 김시은

2017.06.19~ 2018.03.31

2017-OR-18 현안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효율적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승현 김상일 2017.07.06~ 2017.12.04

2017-OR-23 현안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개선방안 장남종 　 2017.10.16~ 2018.04.30

2017-UR-11 수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박현찬 정상혁 2017.04.04~ 2017.07.31

2017-UR-28 수시 용산공원 및 남북중심축 일대 미래 비전 구상 박현찬 장남종, 김승준, 김태현, 정상혁, 
고나연

2017.06.08~ 2017.09.30

2017-UR-51 수시 한강일대 공간개선 방향과 과제 박현찬 김상일, 정상혁 2017.10.18~ 2017.12.31

2017-ER-01 수탁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정상혁 장남종, 최경인, 송승민, 김시은 2017.01.01~ 2018.02.28

2017-ER-03 수탁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2차) 김상일 임희지, 강지윤, 차주원 2017.01.01~ 2018.10.24

2017-ER-11 수탁 2020년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관리계획 
연구

장남종 김선웅, 김지은, 박수지, 신한나 2017.03.22~ 2018.04.30

2017-ER-13 수탁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 임희지 윤서연 2017.03.22~ 2017.12.29

2017-ER-14 수탁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이주일 안내영, 조영하, 이연수, 이선용, 
송혜진, 이가인

2017.03.30~ 2017.12.31

2017-ER-24 수탁 2017년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민현석 곽선아, 이상민, 곽선아 2017.05.10~ 2017.12.30

2017-ER-28 수탁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17) 김상일 양재섭, 김묵한, 남원석, 유경상, 
강지윤, 김희진, 반영권, 문소현

2017.06.05~ 2018.11.15

2017-ER-30 수탁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민승현 이성창, 이슬이, 홍하연 2017.06.27~ 2018.09.25

2017-ER-32 수탁 서울 평양간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 2
(3차년도)

권영덕 장남종, 김순관, 김선웅, 민현석, 
김미영, 강지한, 김미영, 송혜승, 
이보경

2017.07.12~ 2018.12.31

2017-ER-34 수탁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연구(1차) 김태현 반정화, 고나연 2017.07.26~ 2017.12.31

2017-ER-35 수탁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 민승현 이성창, 전석훈, 최은희, 김시은, 
최경인, 고민정

2017.07.28~ 2018.08.31

2017-ER-36 수탁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1차) 임희지 윤서연 2017.08.24~ 2017.12.24

2017-ER-45 수탁 수도권 종합발전계획(2차) : 
서울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

이주일 김태현, 이가인, 송혜진, 김사인 2017.11.14~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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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BR-06 기초 서울, 거대도시로 성장하다 : 
198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권영덕 이보경 2018.01.01~ 2019.06.30

2018-BR-07 기초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장남종 성수연 2018.01.01~ 2018.08.31

2018-BR-09 기초 지역맞춤형 도시관리를 위한 건축행위의 입지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Ⅱ)

김상일 김태현, 노승철 2018.01.01~ 2018.10.31

2018-PR-10 정책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 김선웅 김상일, 성수연 2018.01.01~ 2019.02.28

2018-PR-15 정책 서울시 보행공간의 공공성 평가 민현석 정윤남, 이상민 2018.01.03~ 2018.08.31

2018-PR-24 정책 경관사업·경관협정의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박현찬 오지연 2018.03.12~ 2018.09.21

2018-PR-30 정책 서울시 슈퍼블록 주택지 특성과 진화방향 임희지 양은정, 김하영 2018.03.12~ 2018.12.31

2018-PR-39 정책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맹다미 이주일, 백세나 2018.05.07~ 2018.12.31

2018-PR-40 정책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임희지 김상일, 김원호, 조항문, 김묵한, 
이석민, 홍상연, 윤서연, 김수경, 
진화연, 김하영

2018.05.07~ 2019.01.06

2018-PR-46 정책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쟁점과 정책방향 맹다미 김인희, 허자연, 이보경, 임재욱 2018.06.01~ 2018.12.31

2018-PR-51 정책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남종 성수연 2018.07.12~ 2019.02.28

2018-PR-67 정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확보 방향

민승현 이슬이 2018.11.26~ 2019.08.31

2018-OR-06 현안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 평가 
연구

김선웅 김상일, 김인희, 성수연 2018.03.12~ 2018.07.11

2018-OR-09 현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부지 활용구상 임희지 윤서연, 진화연, 김하영 2018.04.01~ 2018.08.31

2018-OR-22 현안 강북지역 공공기관 이전 입지에 관한 연구 민승현 이슬이, 남현정 2018.10.08~ 2019.02.28

2018-OR-32 현안 도시재생구역 내 공영주차장 원활한 공급 위해 
계획·재정·운영 측면에서 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허자연 이신해, 김상일, 이가인 2018.12.03~ 2019.03.29

2018-UR-09 수시 한강일대 제안사업 검토 및 추진전략 박현찬 정상혁 2018.01.23~ 2018.03.23

2018-UR-12 수시 국내외 골목길 정책사례 분석 민현석 　 2018.02.01~ 2018.03.31

2018-UR-19 수시 배문학교 이전을 전제로 한 부지활용 구상 이성창 이시우 2018.03.05~ 2018.04.30

2018-UR-49 수시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위한 2030서울플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김인희 반영권 2018.12.27~ 2019.03.31

2018-ER-01 수탁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민승현 반정화, 김태현, 장준영, 고나연 2018.01.01~ 2018.05.25

2018-ER-02 수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2차) 이주일 윤혜림, 조영하, 안민정, 이선용 2018.01.01~ 2019.02.2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8-ER-03 수탁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2차) 임희지 김하영, 윤서연, 진화연 2018.01.01~ 2018.07.19

2018-ER-05 수탁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상혁 윤혁렬, 박현찬, 이성창, 민승현, 
홍상연, 박상웅, 이현정, 조혜민, 
최경인

2018.01.29~ 2018.12.31

2018-ER-08 수탁 도로공간 입체개발 법제화에 따른 서울시 가이드라인 
연구

이주일 유경상, 조영하, 안민정, 임하나, 
최민아

2018.02.12~ 2019.12.12

2018-ER-11 수탁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이주일 정병순, 맹다미, 유기현, 안민정 2018.03.02~ 2018.12.31

2018-ER-14 수탁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반 
마련 연구

김인희 맹다미, 남원석, 김승연, 이현정, 
백세나

2018.03.30~ 2019.03.31

2018-ER-15 수탁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김인희 김상일, 김귀영, 이성창, 맹다미, 
김시은, 김지은, 강지한, 반영권

2018.03.30~ 2018.12.31

2018-ER-21 수탁 홍릉 일대 지역재생 및 활성화 기본구상 김인희 김묵한, 민승현, 홍하연, 최은희, 
윤서연

2018.05.03~ 2019.04.30

2018-ER-27 수탁 서울미래유산기본계획 2023 민현석 정윤남 2018.06.12~ 2018.12.31

2018-ER-30 수탁 서울시 지하도상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정상혁 박현찬, 김묵한, 장준영 2018.06.22~ 2019.07.21

2018-ER-31 수탁 서울시(중부권) 한옥 등 건축자산 발굴기초 및 
실태조사(1차)

민현석 이상민 2018.06.22~ 2018.12.31

2018-ER-46 수탁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정상혁 장남종, 김원호, 민승현, 송승민, 
홍성경, 김현경

2018.09.13~ 2019.12.16

2018-ER-47 수탁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18) 김상일 양재섭, 변미리, 김인희, 최유진, 
김묵한, 남원석, 유경상, 허자연, 
강지윤, 임재욱

2018.09.19~ 2019.05.31

2018-ER-48 수탁 2030 중랑 비전 플랜 김인희 윤혁렬, 임희지, 김상일, 김묵한, 
김승연, 허자연, 김하영, 윤서연

2018.09.28~ 2019.01.31

2018-ER-50 수탁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지원

김상일 김인희, 오지연 2018.10.02~ 2018.12.20

2018-ER-52 수탁 서울숲의 미래상 설정 및 조성 운영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박현찬 오지연, 유경상, 정상혁, 송혜승, 
백지현, 김정아B

2018.10.15~ 2019.12.14

2018-ER-54 수탁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1차)

민승현 윤혁렬, 이슬이, 황민섭, 양지혜 2018.11.16~ 2019.05.08

2018-ER-55 수탁 서울시 전 지역 빈집 실태조사 장남종 유수하 2018.11.19~ 2019.11.29

2018-ER-57 수탁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 장남종 김상일, 이소현, 이현정, 함연경 2018.12.0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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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ER-60 수탁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1차) 김상일 허자연, 고하희 2018.12.24~ 2019.04.30

2019-BR-01 기초 용도지역제 효율적 운용 위한 서울시 용도분류체계 
개선 방향

이주일 윤혜림 2019.01.01~ 2020.01.31

2019-BR-08 기초 서울시 공유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실태 
진단

김선웅 장남종, 오은주, 이가인, 최경인 2019.03.01~ 2019.11.30

2019-BR-18 기초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양재섭 장남종, 김상일, 김승준, 민승현, 
성수연

2019.06.01~ 2020.07.31

2019-BR-19 기초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양재섭 신민철, 반영권, 이재광, 임화진 2019.07.01~ 2020.02.28

2019-BR-20 기초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계획밀도 관련 연구의 
회고와 과제

김선웅 권영덕, 이가인 2019.07.01~ 2019.12.31

2019-BR-28 기초 서울시 상업공간 수급현황과 입지행태 변화 허자연 김묵한, 김상일, 박희석, 이가인 2019.12.09~ 2020.11.30

2019-BR-29 기초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보전현황 및 정책진단 민현석 　 2019.12.23~ 2020.08.31

2019-BR-32 기초 서울시 주택지 정비계획·정책 관련 연구의 회고와 과제 김선웅 권영덕 2019.12.30~ 2020.06.30

2019-PR-06 정책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코디네이터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

맹다미 장남종, 이혜숙, 반영권 2019.01.01~ 2019.08.31

2019-PR-10 정책 서울시 슈퍼블록 주택지 유형별 도시근린 재생모델 
개발 연구

임희지 양은정 2019.01.01~ 2019.11.30

2019-PR-11 정책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방향 민현석 오지연 2019.01.01~ 2019.08.31

2019-PR-12 정책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사업 성과평가 연구 장남종 김상일, 최경인 2019.01.01~ 2019.08.31

2019-PR-39 정책 서울시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실태와 발전방안 임희지 주재욱, 윤서연, 유정민, 한영준, 
진화연

2019.07.04~ 2020.06.03

2019-PR-41 정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안 윤서연 오지연 2019.07.15~ 2020.02.21

2019-OR-02 현안 서울시 역세권 관리 및 활성화 사업 제도화 연구 임희지 김상일, 진화연 2019.01.01~ 2019.04.30

2019-OR-06 현안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맹다미 성수연 2019.03.01~ 2019.06.30

2019-UR-30 수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서울시 제안사항 대응 및 대체 
부지 검토

민승현 이슬이 2019.06.18~ 2019.08.31

2019-UR-35 수시 서울시 시가지 경관관리 쟁점과 과제 정상혁 양은정, 윤서연 2019.07.15~ 2019.09.14

2019-UR-60 수시 역사도심 국가상징영역 공간관리 보완과제 정상혁 양은정 2019.11.18~ 2020.02.29

2019-CR-16 협력 서울시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을 위한 협력모델 
개발 및 실증적용 연구

장남종 　 2019.05.02~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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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ER-02 수탁 중부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민현석 정윤남, 황수웅, 이상민 2019.01.01~ 2019.06.21

2019-ER-06 수탁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상혁 윤혁렬, 민승현, 홍상연, 홍성경 2019.01.01~ 2019.12.27

2019-ER-10 수탁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이주일 임희지, 이혜숙, 김묵한, 김동근, 
홍상연, 이준영, 허등용, 윤서연, 
안민정, 송혜승, 김현철, 이지은

2019.03.04~ 2020.04.30

2019-ER-14 수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관리방안 연구 김상일 이가인, 임재욱, 장하림 2019.03.12~ 2019.12.31

2019-ER-15 수탁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임희지 이주일, 진화연, 서여령 2019.03.12~ 2020.04.11

2019-ER-18 수탁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1차)

이주일 박은철, 송인주, 임희지, 최유진, 
반정화, 김묵한, 유경상, 윤혜림, 
이선용, 송경민, 김고은, 오근상, 
유의진

2019.03.12~ 2020.02.29

2019-ER-21 수탁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1차) 김인희 양재섭, 송인주, 임희지, 김상일, 
반영권, 백선혜, 최유진, 맹다미, 
김묵한, 남원석, 유경상, 정상혁, 
손창우, 김승연, 안현찬, 김고운, 
신인철, 문인철, 허자연, 김혜진A, 
강지한, 김수, 신서경, 백세나, 
박동찬

2019.03.29~ 2019.12.31

2019-ER-22 수탁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백서 양재섭 성수연, 남선희 2019.04.09~ 2019.09.09

2019-ER-23 수탁 10분 동네 생활 SOC 3개년 확충계획 김상일 장남종, 함연경, 이현정 2019.04.11~ 2020.06.30

2019-ER-24 수탁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1차) 맹다미 반영권, 성수연, 박지혜, 김지은, 
이민아

2019.04.16~ 2020.03.31

2019-ER-28 수탁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김상일 고하희 2019.04.29~ 2019.08.26

2019-ER-30 수탁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2차)

민승현 윤혁렬, 최봉, 황민섭, 양지혜 2019.05.07~ 2019.12.31

2019-ER-32 수탁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1차)

김인희 권영덕, 윤혁렬, 김상일, 김묵한, 
민승현, 정다래, 양혜미, 최은희

2019.05.17~ 2020.03.11

2019-ER-33 수탁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김상일 양재섭, 변미리, 김인희, 최유진, 
김묵한, 남원석, 유경상, 강지윤, 
임재욱

2019.05.29~ 2019.09.19

2019-ER-34 수탁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박현찬 김원주, 오지연, 정상혁, 백지현, 
김정아B, 김경동

2019.06.04~ 2020.10.03

2019-ER-41 수탁 공공부지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1차) 민승현 이슬이, 장준영 2019.06.18~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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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ER-43 수탁 홍릉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김인희 이신해, 윤혁렬, 김상일, 김묵한, 
민승현, 최은희

2019.06.26~ 2020.04.30

2019-ER-46 수탁 강북·강남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민현석 이상민, 손염, 손현식 2019.07.02~ 2019.12.31

2019-ER-52 수탁 역사도심 생활유산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민현석 이상민 2019.08.21~ 2020.05.20

2019-ER-58 수탁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1차) 김상일 허자연, 고하희 2019.09.19~ 2020.04.30

2019-ER-61 수탁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상일 허자연, 강지윤, 이정희 2019.10.16~ 2020.04.15

2019-ER-68 수탁 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정상혁 오지연, 양은정, 이가인, 윤서연, 
김현경, 홍성경

2019.12.03~ 2020.12.31

2019-ER-69 수탁 골목길 재생 :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혁신방안 수립

민현석 　 2019.12.10~ 2020.09.12

2020-BR-11 기초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양재섭 성수연, 강범준, 송준환 2020.06.08~ 2021.04.30

2020-BR-12 기초 서울 도시계획 포럼 : 10년 후 도시계획 이슈와 과제 김선웅 양재섭, 정상혁, 유정민, 양은정, 
이가인, 이현정

2020.06.08~ 2021.03.07

2020-BR-14 기초 주거문화의 충돌과 융합 : 외래근대주택 100년의 
이야기

민현석 이상민, 이경아, 이현희, 
우치다세이조, 황쥔밍

2020.06.15~ 2021.03.31

2020-BR-17 기초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허자연 맹다미, 이가인, 허경재 2020.06.18~ 2021.03.17

2020-BR-23 기초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 생활과 공간 변화 윤서연 김인희, 변미리, 임희지, 정상혁, 
홍상연, 허자연, 박동찬, 이동하, 
진화연

2020.07.16~ 2021.05.31

2020-BR-25 기초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보전현황 및 정책진단 (2차) 민현석 　 2020.09.01~ 2020.12.25

2020-BR-31 기초 서울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정보관리 시스템구축 및 
활용방안 구상

민현석 오지연, 이상민 2020.12.21~ 2021.09.30

2020-PR-12 정책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모델개발 윤서연 반영권, 맹다미, 민승현 2020.02.20~ 2020.12.30

2020-PR-25 정책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개선 위한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화 방안

임희지 양은정, 고영주, 정태영, 김만석, 
이시학

2020.05.11~ 2021.03.10

2020-PR-30 정책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양재섭 반영권, 김성수A, 남선희, 
구정연구단 10인

2020.09.14~ 2021.06.13

2020-OR-24 현안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윤서연 윤혜림 2020.08.31~ 2021.02.2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0-OR-29 현안 서울시, 생활SOC시설 통합적 공급전략 세우고 
내부추진체계 정비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필요

민승현 이슬이 2020.11.16~ 2021.02.28

2020-UR-36 수시 저층노후주거지 소규모필지 건축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윤서연 이슬이 2020.05.18~ 2020.08.17

2020-UR-74 수시 보행이 편리한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방안 연구 김인희 이성창, 민승현, 유경상, 정다래 2020.12.23~ 2021.03.31

2020-ER-01 수탁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3차)

민승현 윤혁렬, 김범식, 이슬이, 황민섭, 
양지혜, 김영현

2020.01.01~ 2021.12.31

2020-ER-02 수탁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2차) 김인희 양재섭, 송인주, 임희지, 김상일, 
신상영, 반영권, 백선혜, 최유진, 
맹다미, 김범식, 김묵한, 남원석, 
유경상, 정상혁, 손창우, 김승연, 
안현찬, 김고운, 신인철, 문인철, 
허자연, 유정민, 박동찬, 강지한, 
김수, 김혜진A, 백세나, 신서경

2020.01.01~ 2021.12.31

2020-ER-08 수탁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2019년도) 맹다미 김인희, 백선혜, 김범식, 남원석, 
김고운, 허자연, 이정희, 강지윤

2020.02.04~ 2020.12.31

2020-ER-09 수탁 서울시(강북강남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2차) 민현석 이상민, 손염, 손현식 2020.01.01~ 2020.09.10

2020-ER-14 수탁 지하건축물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정상혁 오지연, 양은정, 조재은, 김현경 2020.02.26~ 2021.11.11

2020-ER-15 수탁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상일 이정희 2020.02.26~ 2020.06.30

2020-ER-18 수탁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2차)

이주일 박은철, 송인주, 임희지, 최유진, 
반정화, 유경상, 한지혜A, 김고은, 
송경민, 유의진

2020.02.28~ 2021.12.31

2020-ER-21 수탁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김인희 이성창, 김범식, 민승현, 유경상, 
정다래, 국우각, 백송민

2020.03.12~ 2021.06.30

2020-ER-26 수탁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맹다미 이민아, 김지은 2020.04.01~ 2020.12.31

2020-ER-28 수탁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1차) 이주일 임희지, 윤혜림, 김현철, 장하림, 
이지은

2020.03.31~ 2020.12.31

2020-ER-34 수탁 2020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민현석 이상민, 손염, 신가영 2020.04.17~ 2020.12.20

2020-ER-35 수탁 공공부지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2차) 민승현 장준영 2020.04.17~ 2020.12.18

2020-ER-36 수탁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김상일 허자연, 박주영, 고하희 2020.04.24~ 2020.12.19

2020-ER-37 수탁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 교육 연구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민승현 이슬이, 이시우 2020.04.24~ 2020.12.28

178 179 도시계획ㆍ재생
제1부 
연구과제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0-ER-38 수탁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1차) 민승현 이슬이, 김영현, 김나연 2020.04.24~ 2020.12.31

2020-ER-42 수탁 홍릉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김인희 반영권, 이성창, 김범식, 민승현, 
유경상, 한영준, 윤서연, 김수, 
최은희

2020.05.01~ 2021.10.15

2020-ER-48 수탁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1차) 맹다미 김인희, 김범식, 성수연, 정상혁, 
한지혜, 백세나, 정다은

2020.06.03~ 2020.12.31

2020-ER-50 수탁 역세권 중심의 미래서울 도시발전전략 연구 임희지 진화연, 윤지윤, 차주원 2020.06.12~ 2021.03.31

2020-ER-52 수탁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1차)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허자연 맹다미, 이가인, 김현경, 백지현, 
김주영

2020.06.23~ 2021.05.28

2020-ER-53 수탁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1차) 임희지 이신해, 반정화, 오은주, 양은정, 
윤서연, 서여령, 김희주

2020.06.29~ 2020.12.31

2021-BR-03 기초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2020년) 맹다미 김인희, 김묵한, 남원석, 한지혜A, 
조규민, 강지윤, 강지한

2021.01.01~ 2022.02.28

2021-BR-04 기초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 도시공간구조 개편전략과 
서울의 정책과제

박현찬 　 2021.01.01~ 2021.10.31

2021-BR-17 기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50년간 정책변천사 김선웅 성수연 2021.03.01~ 2021.12.31

2021-BR-24 기초 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

허자연 김상일, 김진하, 이주일, 정다래 2021.04.09~ 2021.12.08

2021-BR-31 기초 도시공간의 중간영역에서 공간정의 실현방향 : 
공간특성인자 활용한 장소경쟁력 강화

민현석 오지연 2021.07.05~ 2022.03.04

2021-BR-33 기초 수도권의 광역화 패턴 변화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 한지혜A 이가인 2021.08.01~ 2022.03.31

2021-PR-11 정책 뉴노멀시대 미래도시 예측과 서울의 공간발전 
전략연구

김인희 변미리, 맹다미, 홍상연, 진화연, 
한지혜A, 우영진, 윤서연

2021.01.01~ 2021.12.31

2021-PR-25 정책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윤서연 이슬이, 정상혁 2021.05.20~ 2022.02.28

2021-PR-26 정책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방향 양재섭 한지혜A, 반영권 2021.06.01~ 2022.02.28

2021-PR-30 정책 노후주택지 재개발사업 추진방향 재정립 연구 윤서연 진화연, 허자연, 이동하 2021.06.21~ 2022.03.31

2021-PR-31 정책 수요 대응형 공공주택 공급모델 개발 연구 임희지 김수경, 허자연, 김호기, 윤지윤 2021.06.21~ 2022.03.31

2021-PR-33 정책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정상혁 김상일, 박준영 2021.07.01~ 2022.02.28

2021-PR-48 정책 서울 도심부 옛 도시조직의 특성보전 방향 연구 민현석 오지연 2021.12.20~ 2022.08.31

2021-OR-10 현안 저층주택지의 블록기반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용 정비모델 개발 연구

임희지 양은정, 허자연 2021.06.14~ 2021.12.1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1-UR-19 수시 서울시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고도화 방향 연구 민승현 이성창, 유경상, 이슬이 2021.04.30~ 2021.08.31

2021-UR-47 수시 도시계획 개념사전 발간을 위한 기획 연구 이주일 백선혜, 오은주, 홍상연, 이가인, 
김호기, 윤서연

2021.10.01~ 2022.03.31

2021-UR-50 수시 서울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시민홍보 웹 콘텐츠 구상 민현석 오지연 2021.10.07~ 2021.12.06

2021-ER-01 수탁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2차) 민승현 이성창, 이슬이, 김나연, 김영현, 
한동규, 박주영

2021.01.01~ 2022.02.28

2021-ER-03 수탁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2차) 임희지 이신해, 반정화, 오은주, 양은정, 
윤서연, 윤지윤, 김희주, 서여령, 
차주원

2021.01.01~ 2021.12.31

2021-ER-11 수탁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산정 연구

맹다미 송경민, 권주안 2021.03.11~ 2022.03.10

2021-ER-17 수탁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 용역

정상혁 윤서연, 김현경 2021.04.19~ 2021.12.30

2021-ER-20 수탁 광운대·석계역 지구중심지 일대 사업화 전략 수립 민승현 이성창, 이슬이, 정상혁, 한동규 2021.05.11~ 2022.05.10

2021-ER-24 수탁 영등포구 관내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민승현 이성창, 이슬이, 김영현 2021.05.26~ 2022.05.25

2021-ER-25 수탁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2차)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중복·복합화 
개선방안

허자연 맹다미, 이가인, 백지현, 김주영 2021.05.28~ 2021.12.28

2021-ER-26 수탁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민승현 김상일, 이성창, 황민섭, 허자연, 
박재라, 이시언, 신은혜

2021.06.10~ 2022.09.14

2021-ER-27 수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점검·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1차)

김인희 성수연, 정상혁, 윤서연, 차주원 2021.06.24~ 2021.12.31

2021-ER-35 수탁 기반시설 입체복합 시범사업 활용계획 수립 정상혁 이성창, 민승현, 진화연, 송영인, 
김현경

2021.08.09~ 2022.08.08

2021-ER-42 수탁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1차년도) 윤서연 정상혁, 진화연, 김윤환, 정경선, 
김희완

2021.10.26~ 2022.03.27

2021-ER-44 수탁 시민 생활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형 생활 SOC 
조성방안 

민승현 김인희, 진화연, 윤서연, 백지현 2021.12.20~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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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R-31 기본 서울시 주택정책 기본방향 장영희 문정호, 김주탁, 김도연, 박세훈, 
김현호

1994.01.01~ 1994.12.31

1995-R-09 기본 서울시 주택지표 재설정에 관한 연구 장영희 전상철, 김도연, 김현호, 최윤경 1995.01.01~ 1995.08.31

1995-R-10 기본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장영희 홍선경, 김도연, 최윤경, 이주선 1995.07.01~ 1995.12.31

1996-R-34 기본 서울시 부동산정책과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 
분양가 자율화 파급효과 분석

정의철 강은숙, 최은희, 천무익 1996.02.01~ 1996.11.30

1996-ER-06 수탁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장영희 정의철, 박인석, 김은난, 김희진, 
최윤경, 천무익

1996.05.28~ 1997.05.27

1997-R-34 기본 서울시 저소득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 정의철 천무익, 최윤경 1997.04.01~ 1997.12.31

1998-R-25 기본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정의철 김은란 1998.01.01~ 1998.12.31

1998-R-28 기본 서울주택기본계획 연구 장영희 박은철, 최윤경 1998.01.01~ 1998.12.31

1999-R-25 기본 주택 임대차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장영희 박은철, 최윤경 1999.01.01~ 1999.12.31

1999-R-26 기본 고밀아파트 재건축비용 조성방안 정의철 손지영, 김은란 1999.01.01~ 1999.12.31

2000-R-23 기본 부동산정보 유통체계 발전방안 : 
서울시 주택정보망 구축방안

장영희 최윤경 2000.01.01~ 2000.12.31

2001-R-30 기본 아파트관리 평가모델 구축방안 장영희 김동진, 박세훈 2001.01.01~ 2001.07.31

2001-ER-25 수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김수현 장영희, 박은철, 김위정, 서종균 2001.08.31~ 2001.12.30

2001-ER-31 수탁 잠실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시행방안 연구 장영희 김혜란, 조중래, 한혜숙 2001.11.26~ 2002.03.04

2002-R-26 기본 서울시 주택수요 및 공급능력 추정에 관한 기초 연구 변창흠 이희정, 박은주, 이한일 2002.01.01~ 2002.12.31

2002-PR-22 정책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참여 지원 제도 홍인옥 서종균, 남원석 2002.12.04~ 2003.03.03

2003-R-26 기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장영희 박은철, 용해경 2003.01.01~ 2003.12.31

2003-PR-22 정책 강남주택가격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무 　 2003.12.19~ 2004.03.18

2004-R-33 기본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분양가 자율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장영희 박은철, 박인석 2004.01.01~ 2004.07.31

2004-PR-11 정책 모기지론(Mortgage Loan) 도입이 주택수요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분석

정의철 　 2004.06.10~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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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PR-52 정책 노후주거지의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이동훈 이경화, 안준영, 김진아 2011.07.25~ 2011.12.24

2011-PR-53 정책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박은철 오근상 2011.08.01~ 2012.01.31

2012-BR-08 기초 서울시 1·2인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이재수 양재섭, 송희숙 2012.01.01~ 2012.06.30

2012-PR-07 정책 준공공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제도 도입방안 연구 장영희 김한준, 오근상 2012.01.01~ 2012.06.30

2012-PR-16 정책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이동훈 박은철, 안준영 2012.01.16~ 2012.12.15

2012-ER-29 수탁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개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방안 연구

박은철 민현석, 원은지 2012.04.23~ 2013.02.16

2013-PR-08 정책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박은철 홍인옥, 김진수 2013.02.18~ 2013.08.16

2013-ER-38 수탁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학술용역 박은철 김진, 이재수, 오근상, 이자은, 
이시우, 남은정

2013.05.28~ 2014.02.22

2013-ER-69 수탁 선진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기반 구축

박은철 이재수, 민승현, 남은정, 이자은, 
이시우

2013.12.21~ 2014.10.20

2014-PR-46 정책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특성과 정책과제 남원석 박은철, 이자은, 이선화 2014.12.22~ 2015.09.15

2014-OR-38 현안 ‘주거복지ㆍ재고관리ㆍ지자체 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맹다미 남원석, 현수현 2014.10.06~ 2015.01.31

2014-OR-47 현안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남원석 박은철, 이선화 2014.11.10~ 2014.12.31

2014-ER-68 수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개발 (2차)

박은철 남원석, 민승현, 이시우 2014.10.21~ 2015.05.20

2015-UR-01 수시 ‘이젠 임차가구의 주거권 보장할 때’ 법ㆍ제도 
고치고 사회주택도 늘려야 : 
독일 주택시장ㆍ정책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박은철 　 2015.01.05~ 2015.02.04

2015-ER-12 수탁 SH공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박은철 김수경, 오근상 2015.03.20~ 2015.11.09

2015-ER-39 수탁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SH공사의 범용모델 개발 연구

남원석 이선화 2015.05.14~ 2016.02.08

2015-ER-43 수탁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박은철 양성돈, 한지은, 김수경 2015.05.19~ 2016.03.1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4-ER-21 수탁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장영희 박은철, 유상균 2004.03.31~ 2005.03.31

2005-R-39 기본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영희 박은철 2005.02.01~ 2005.11.30

2005-PR-21 정책 서울시 부동산가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박헌수 　 2005.10.06~ 2006.02.05

2005-PR-39 정책 주택가격 동향분석과 서민주거 안정방안 연구 장영희 박은철, 구인효 2005.10.25~ 2006.03.31

2006-R-32 기본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장영희 박은철 2006.02.01~ 2006.11.30

2006-R-40 기본 서울시 주택재고 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연구 신상영 장영희, 김천일 2006.02.01~ 2006.11.30

2006-PR-40 정책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방안 연구 박은철 김재환 2006.12.21~ 2007.07.31

2006-ER-14 수탁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장영희 박은철, 이지은B, 김보현 2006.04.19~ 2007.02.18

2006-ER-35 수탁 저가 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판단에 관한 연구 장영희 박은철, 김보현, 양동우 2006.10.13~ 2007.04.12

2007-R-31 기본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장영희 김보현 2007.03.01~ 2007.12.31

2007-R-46 기본 서울시 주택부담능력의 측정과 모니터링 신상영 이성원 2007.01.01~ 2007.10.31

2008-PR-15 정책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 지표와 평가에 관한 연구 신상영 이주일, 이성원 2008.03.01~ 2008.06.30

2008-PR-16 정책 뉴타운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 장영희 박은철, 이성원, 남미아, 양동우 2008.03.01~ 2008.05.31

2008-PR-33 정책 장기전세주택(Shift)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방안

박은철 정순주 2008.07.07~ 2008.11.21

2009-PR-38 정책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박은철 이주헌, 김정욱, 이정화 2009.07.20~ 2010.05.31

2009-PR-63 정책 서울형 주택통계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신상영 박지영 2009.12.21~ 2010.06.20

2010-PR-35 정책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신상영 박지영 2010.06.21~ 2010.12.20

2010-PR-48 정책 주택필터링 개념을 활용한 주택공급효과 실증분석 김태현 권영덕, 조준우 2010.08.16~ 2011.01.17

2010-ER-18 수탁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보고서 장영희 박은철, 이동훈, 김민경, 오근상, 
원은지, 신운경, 민선화

2010.03.30~ 2011.02.28

2010-ER-34 수탁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영희 박은철, 신운경 2010.07.26~ 2011.08.25

2011-PR-34 정책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유형개발 이동훈 이경화 2011.04.25~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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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ER-44 수탁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수립 
기반구축(3차)

박은철 최지선, 이시우 2015.05.21~ 2016.02.20

2015-ER-48 수탁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연구 남원석 임동현, 박은숙, 김천일, 이선화, 
장준영

2015.06.02~ 2016.07.01

2016-PR-17 정책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박은철 남원석, 김수경, 오근상 2016.02.11~ 2016.10.10

2016-PR-39 정책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평가체계 개발 남원석 김수경, 백세나 2016.05.23~ 2016.12.31

2016-UR-58 수시 사회주택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박은철 김수경, 오근상 2016.12.28~ 2017.03.27

2016-CR-07 협력 UN HABITAT Ⅲ를 통한 
서울 시민의 주거권 향상 방안 연구

남원석 　 2016.03.15~ 2016.12.14

2016-ER-31 수탁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임대료표 작성·공표를 중심으로

박은철 양성돈, 임하나, 최지선 2016.05.11~ 2017.04.30

2016-ER-39 수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남원석 최예륜, 이선화 2016.07.05~ 2017.01.30

2016-ER-57 수탁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남원석 이선화, 임하나 2016.12.16~ 2017.12.31

2017-OR-05 현안 저소득가구 주거소요에 민감한 구조 갖추고 
주거재생 확대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 필요

남원석 박은철, 오근상 2017.02.13~ 2017.05.31

2017-ER-18 수탁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방안 연구 남원석 송애정, 김수경, 임하나 2017.04.10~ 2018.01.04

2017-ER-42 수탁 2025 서울주거 종합계획 남원석 권영덕, 장남종, 임하나, 이선화 2017.10.23~ 2018.12.31

2018-PR-42 정책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 김수경 2018.05.18~ 2018.12.17

2018-CR-16 협력 고령친화형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모델 연구

남원석 　 2018.11.01~ 2019.04.30

2018-ER-35 수탁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박은철 오근상, 이강환 2018.07.11~ 2019.05.10

2019-CR-04 협력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 위한 배분체계와 
임대료체계 개선방안

박은철 김수경, 진화연 2019.01.01~ 2019.12.31

2019-ER-08 수탁 2019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남원석 김해란 2019.02.19~ 2020.06.30

2019-ER-29 수탁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1차) 남원석 김인희, 박희석, 심혜빈, 
전한보미, 임하나

2019.04.29~ 2019.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0-PR-19 정책 서울시 주거상황 감안한 주택재고 관리정책 방향 박은철 윤혜림 2020.01.09~ 2020.09.08

2020-PR-24 정책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박은철 진화연 2020.04.20~ 2021.01.19

2020-PR-31 정책 서울시 주택임대료 증액청구 상한기준에 관한 연구 박은철 김수경 2020.09.09~ 2021.04.23

2020-OR-10 현안 서울시,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위해 
공공분양주택 대안적 모델 도입 검토해야

김호기 박은철, 성수연 2020.03.01~ 2020.06.30

2020-ER-04 수탁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2차) 남원석 김인희, 박희석, 김호기, 
전한보미, 임하나

2020.01.01~ 2020.12.31

2020-ER-32 수탁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김호기 박은철, 남원석, 이가인, 오근상, 
민진홍

2020.04.13~ 2021.06.30

2020-ER-61 수탁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학술(1차) 김호기 박은철, 남원석, 이슬이, 김수경, 
이재원, 박관아, 이규태, 이다원

2020.09.22~ 2021.07.18

2021-PR-20 정책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체계화 방향 박은철 김수경 2021.05.03~ 2022.02.03

2021-PR-29 정책 서울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한 
주택 금융·조세 정책 방향 연구

김호기 성수연, 남원석, 우영진 2021.06.21~ 2022.03.21

2021-PR-36 정책 서울시 신규 공공분양주택 제도 도입방안 남원석 반영권, 김호기 2021.07.06~ 2022.02.05

2021-ER-19 수탁 2021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김호기 박은철, 남원석, 이슬이, 김수경, 
이규태, 이다원, 민진홍

2021.05.06~ 2022.06.30

2021-ER-30 수탁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학술(2차) 김호기 박은철, 남원석, 김수경, 이규태, 
이재원, 박관아, 이다원

2021.07.12~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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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R-07 기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영희 　 1992.11.01~ 1992.12.31

1993-R-25 기본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I) 장영희 김은형, 문성준, 이동연, 양순옥, 
조양석, 윤미경, 한경아

1993.01.01~ 1993.12.31

1994-R-30 기본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II)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지침 및 실험연구

김은형 이동연, 문성준, 유재용, 성정창 1994.01.01~ 1994.12.31

1995-R-35 기본 서울시정종합전산망 구축방안 장영희 유재용, 성정창, 황미연 1995.01.01~ 1995.08.31

1995-R-36 기본 서울시 지번 및 주소표시제도 개선방안 강영옥 이동연, 이용균, 전향선, 황미연 1995.01.01~ 1995.04.09

1996-R-35 기본 서울시 GIS 기본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 연구 장영희 강영옥, 김윤종, 유재용, 이용균, 
이동연

1996.02.01~ 1996.11.30

1996-R-38 기본 지하매설물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강영옥 조태영, 황미연, 이종용 1996.01.01~ 1996.12.31

1997-R-36 기본 서울시 지적 및 도시계획 데이터의 GIS 활용방안 강영옥 조태영, 안재영 1997.01.01~ 1997.12.31

1997-R-38 기본 녹지총량관리방안 김윤종 이인성, 이석민 1997.01.01~ 1997.12.31

1997-ER-10 수탁 강남구 새주소 부여체계연구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강영옥 김보라, 이영주 1997.09.08~ 1998.04.30

1998-R-29 기본 서울시 1:1,000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방안 연구 김윤종 박수홍, 이석민, 최진무 1998.01.01~ 1998.12.31

1998-R-30 기본 서울시 수치정사사진 제작 및 활용방안 연구 강영옥 김은모, 안재영 1998.01.01~ 1998.12.31

1998-PR-07 정책 서울시 새주소부여를 위한 도로체계연구 Ⅰ 강영옥 이광훈, 정석, 이석민, 김보라, 
홍인옥

1998.10.13~ 1998.12.31

1998-AR-01 협약 서울시 GIS 구축사업(도로관리시스템) 
평가단 운영 최종보고서

김윤종 박수홍, 원종석, 최진무 1998.01.01~ 1998.12.31

1998-ER-03 수탁 인터넷 등록에 따른 도로명 등 기초조사 강영옥 　 1998.04.13~ 1998.04.30

1998-ER-14 수탁 GIS를 이용한 강남구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전략 강영옥 박광주, 최근호, 김은모, 이영주, 
김보라, 안재영

1998.08.12~ 1999.07.11

1999-R-29 기본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III) : 서울시 
엔터프라이즈 GIS 구축 전략

박수홍 강영옥, 이석민, 최진무 1999.01.01~ 1999.12.31

1999-PR-02 정책 서울시 새주소 부여를 위한 도로체계 연구 Ⅱ 강영옥 이광훈, 정석, 이석민 1999.01.01~ 1999.02.28

1999-ER-08 수탁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강영옥 이인성, 김학열, 박미라, 김영래, 
서용석, 김보라, 문석진, 권헌열, 
이영주, 장천식, 박은순

1999.04.22~ 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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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ER-27 수탁 2003년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성과확보 용역

김윤종 이석민, 권기영 2003.08.27~ 2004.06.26

2004-R-38 기본 서울시 하천정보 표준화 방안 김윤종 황명화 2004.01.01~ 2004.10.31

2004-R-39 기본 서울시 방재지도 작성방안 연구 
- 화재위험지도를 중심으로 -

강영옥 박미라 2004.01.01~ 2004.10.31

2004-R-40 기본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신상영 원종석 2004.01.01~ 2004.12.31

2004-R-42 기본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서울시 지리정보 대응방안 연구

이석민 조성휘 2004.03.01~ 2004.12.31

2004-PR-03 정책 정보보호기술 동향 및 정책방향 김윤종 강영옥, 이석민, 변미리, 신상영, 
원종석

2004.03.05~ 2004.07.31

2004-PR-43 정책 서울시 이미지에 관한 다차원 분석연구 박천일 　 2004.12.29~ 2005.06.28

2005-R-43 기본 건축물 정보 정비방안 강영옥 이주일, 박미라 2005.01.01~ 2005.10.31

2005-PR-26 정책 GIS와 LBS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박수홍 　 2005.10.14~ 2006.01.13

2005-PR-27 정책 서울시 U-City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강영옥 원종석, 김윤종, 이석민, 변미리, 
신상영, 박미라

2005.10.01~ 2005.12.31

2005-ER-44 수탁 서울시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 학술용역(Ⅱ) 강영옥 이석민, 여창건, 안재성 2005.11.24~ 2006.02.23

2005-ER-57 수탁 U-Seoul 마스터플랜 강영옥 이광훈, 김경혜, 김운수, 원종석, 
이석민, 조권중, 정병순, 신상영, 
백승만, 김희원, 박미라

2005.12.30~ 2006.03.29

2006-R-38 기본 3차원 GIS를 이용한 서울 가상도시 구축방안 연구 이석민 원종석 2006.01.01~ 2006.10.31

2006-R-41 기본 서울시 GIS 현황 분석·평가 및 
3단계 GIS 기본계획 수립연구

강영옥 박미라 2006.03.01~ 2006.12.31

2006-ER-05 수탁 서울시 하천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및 
성과확보 방안 -총괄 및 3단계-

강영옥 원종석, 김윤종, 이창희, 정상희 2006.02.28~ 2007.12.31

2006-ER-27 수탁 국가 GIS 지원연구 : GIS기반 소지역 통계집계 
공표구역의 힉정 및 관리방안 연구

강영옥 원종석, 이성호, 윤은주, 정재희, 
박미라

2006.08.07~ 2007.04.06

2007-R-38 기본 서울시 홈페이지 사용성(Usability) 평가 및 
증진방안

장무경 원종석, 조주연, 김민정A 2007.01.01~ 2007.10.31

2007-R-42 기본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다중집합장소의 
시민서비스 제공방안

강영옥 김희원 2007.01.01~ 2007.10.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0-PR-14 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강영옥 김학열, 이석민, 이영주, 박미라, 
김영주

2000.07.01~ 2000.11.30

2000-ER-41 수탁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기초데이터 
구축 연구

강영옥 원종석, 이영주, 박미라, 박은순 2000.12.26~ 2001.12.25

2000-ER-42 수탁 공간데이타웨어하우스 구축 기본설계 김윤종 김학열, 이석민, 박제성, 김수정, 
송인호, 조준범, 김영수, 조성심

2000.12.30~ 2001.11.29

2001-R-32 기본 인터넷 GIS를 이용한 서울시 지역정보 제공방안 강영옥 원종석, 이영주 2001.01.01~ 2001.07.31

2001-PR-03 정책 2000년대 서울 디지털 도시 구축방안 연구 :
디지털 서울의 현황과 서울 디지털 도시의 전망

조권중 이광범, 이성민, 한영희 2001.02.08~ 2002.02.28

2001-PR-06 정책 지도로 본 서울 2000 강영옥 윤은주 2001.03.01~ 2002.02.28

2001-PR-19 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2)

김학열 장갑수, 이지은 2001.07.01~ 2001.12.31

2001-ER-20 수탁 2001년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성과확보 용역

김윤종 강영옥, 김영란, 이석민, 유성열, 
권기영

2001.07.20~ 2002.10.30

2001-ER-33 수탁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시범사업(조사) 김윤종 김태진, 이석민, 김홍열, 최준영 2001.12.12~ 2002.10.11

2001-ER-35 수탁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연구

강영옥 박은순, 이영주, 박미라, 윤은주, 
김경민, 한재혁, 김현옥, 민숙주, 
송인주

2001.12.17~ 2002.12.31

2002-R-37 기본 서울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타당성 연구

강영옥 박옥준 2002.01.01~ 2002.12.31

2002-R-39 기본 모바일(mobile) GIS 적용에 관한 연구 강영옥 이석민, 안재성, 남궁철 2002.06.01~ 2002.12.31

2002-ER-12 수탁 새주소 활용방안 연구 강영옥 민숙주, 윤신희 2002.03.21~ 2002.09.20

2002-ER-32 수탁 2002년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성과확보 용역

김윤종 이석민, 권기영, 박옥준 2002.07.19~ 2003.04.03

2003-R-30 기본 서울시 하천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김윤종 김태화, 양수명 2003.01.01~ 2003.12.31

2003-R-32 기본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연구 신상영 이석민, 안재성, 남궁철 2003.01.01~ 2003.07.31

2003-R-33 기본 사이버 GIS 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강영옥 이영주 2003.01.01~ 2003.12.31

2003-ER-10 수탁 서울형 서베이시스템 구축 강영옥 변미리, 윤신희, 허준영 2003.04.23~ 2004.05.22

2003-ER-20 수탁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2003) 사업관리 강영옥 신상영, 박은순, 민숙주 2003.06.17~ 2004.12.15

190 191 도시정보
제1부 
연구과제

https://www.si.re.kr/node/23636
https://www.si.re.kr/node/23636
https://www.si.re.kr/node/23632
https://www.si.re.kr/node/23633
https://www.si.re.kr/node/23633
https://www.si.re.kr/node/23782
https://www.si.re.kr/node/23801
https://www.si.re.kr/node/23829
https://www.si.re.kr/node/23829
https://www.si.re.kr/node/24326
https://www.si.re.kr/node/24326
https://www.si.re.kr/node/24230
https://www.si.re.kr/node/24230
https://www.si.re.kr/node/23715
https://www.si.re.kr/node/23715
https://www.si.re.kr/node/23412
https://www.si.re.kr/node/23447
https://www.si.re.kr/node/23447
https://www.si.re.kr/node/23465
https://www.si.re.kr/node/23559
https://www.si.re.kr/node/2359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07-PR-11 정책 지도로 본 서울 2007 (1차) 원종석 강영옥, 윤신희, 정상희, 김진영B 2007.04.24~ 2008.02.29

2007-PR-25 정책 서울 디지털 지식허브도시 전략 연구 조권중 변미리, 장무경, 함진주, 박지현 2007.07.23~ 2008.06.15

2007-PR-41 정책 시정연 연구정보시스템 개선계획 및 활용방안 연구 장무경 이주일, 장남종, 김민정A 2007.11.01~ 2008.04.30

2007-ER-03 수탁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강영옥 이석민, 정상희, 이양재A 2007.02.07~ 2007.07.07

2007-ER-40 수탁 행정 및 통계자료 축적을 위한
표준 통계구역 설정 연구

원종석 장세진 2007.08.31~ 2008.02.06

2008-BR-01 기초 지도로 본 서울 2007 (2차) 원종석 2008.03.10~ 2008.06.09

2008-PR-29 정책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보호 방안 장무경 최지원, 이지은A 2008.07.01~ 2008.10.31

2009-ER-14 수탁 2009년도 국가 공간정보 정책 지원연구 공간정보산업 
: 통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원종석 최봉, 정상희, 김강현 2009.03.19~ 2009.11.18

2010-BR-01 기초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조권중 원종석, 이석민, 최지원 2010.01.01~ 2010.01.31

2010-PR-16 정책 서울시 자치구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석민 원종석, 유호선 2010.03.01~ 2010.06.30

2010-ER-27 수탁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석민 신상영, 조선희, 김미영, 유호선 2010.04.27~ 2011.04.26

2011-BR-05 기초 도시자료 수집 및 구축방안 박희석 황익수, 김상록, 오동훈, 권순실 2011.04.11~ 2011.12.31

2011-BR-06 기초 도시자료 정비방안 김상일 황익수, 장지은, 정상미 2011.07.01~ 2011.12.31

2011-PR-39 정책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연구 원종석 이석민, 이원영, 현수민 2011.05.13~ 2011.11.12

2011-ER-22 수탁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차)

이석민 조선희 2011.04.27~ 2012.04.26

2012-BR-02 기초 2012년 도시자료 수집 및 정비 김상일 곽지원, 권순실, 정상미, 장지은, 
황익수, 송창길

2012.01.01~ 2012.12.31

2013-BR-01 기초 2013년 도시자료 수집 및 정비 김상일 김도연, 권순실, 송창길 2013.01.01~ 2013.12.31

2013-BR-06 기초 지도로 본 서울 2013 김상일 김태현, 김도연 2013.06.17~ 2014.02.28

2014-BR-01 기초 2014년 도시자료 수집 및 정비 이주일 박현주, 김도연, 송창길 2014.01.01~ 2014.12.31

2014-BR-20 기초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 이주일 노승철, 박현주, 엄홍민 2014.12.15~ 2015.12.31

2014-OR-39 현안 디지털 도시 서울 만들기 현안 연구 조권중 이석민, 박은경B 2014.10.08~ 2015.01.07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5-BR-13 기초 서울 소지역 통계구축을 위한 공간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

이주일 이정현A, 송아현 2015.05.01~ 2015.12.31

2015-OR-05 현안 디지털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구상 조권중 조항문, 이주일, 김원호, 신상영, 
금기용, 배준식, 최봉, 김묵한, 
박은경B

2015.02.03~ 2015.05.31

2016-BR-04 기초 2016년 기초자료 구축·분석 및 
서울인포그래픽스 제작 연구

이석민 이주일, 박현주, 윤형미, 엄홍민 2016.01.01~ 2016.12.31

2017-BR-02 기초 2017년 기초자료 구축·분석 및 
서울인포그래픽스 제작 연구

조권중 이석민, 박현주, 김주희 2017.01.01~ 2017.12.31

2017-BR-25 기초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 2 조권중 김주희, 박현주, 김주희 2017.12.22~ 2018.12.31

2017-UR-09 수시 연구과제의 개인정보 관리방안 이석민 　 2017.03.20~ 2017.06.19

2017-UR-42 수시 서울연구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정호 강향숙, 조권중, 노승철 2017.09.04~ 2017.12.03

2018-PR-53 정책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이석민 원종석, 윤형미 2018.08.01~ 2019.01.31

2019-ER-26 수탁 3D 기반 Virtual Seoul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이석민 윤형미, 김수인 2019.04.22~ 2019.11.22

2020-BR-21 기초 서울시 스마트도시 지원 
사이버물리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안

이석민 윤형미 2020.07.13~ 2021.03.12

2021-BR-37 기초 서울 경관사진 자산화 시범사업 김상일 이혜주 2021.10.12~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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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PR-09 정책 동북아 대도시의 미래 : 초국경화 전망과 협력방안 한영주 　 1993.09.01~ 1994.10.31

2007-PR-18 정책 동북아 지역에서 서울의 위상 정립(Ⅰ) 한영주 반정화, 서운석, 이종철, 김강민, 
한진아

2007.05.21~ 2008.04.30

2008-PR-04 정책 서울의 창의시정 모델 연구 변미리 박민진 2008.02.01~ 2008.05.31

2008-PR-57 정책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방안 한영주 　 2008.12.01~ 2009.04.30

2009-PR-27 정책 창의시정 정책성과 평가 연구 변미리 　 2009.05.15~ 2009.08.31

2010-PR-04 정책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서울의 
도시가치 제고방안 연구

변미리 반정화, 이경미, 손웅비 2010.01.01~ 2010.02.28

2011-PR-16 정책 도시경쟁력 지표분석을 통한 서울의 위상과 과제 변미리 신경희, 이주일, 김운수, 박은철, 
고준호, 윤혁렬, 신상영, 조달호, 
금기용, 백선혜, 홍석기, 반정화, 
맹다미, 김범식, 김묵한, 김준현

2011.02.09~ 2011.05.31

2011-PR-60 정책 Scenes Dynamics in Global Cities : 
Seoul, Tokyo and Chicago

변미리 장원호, 테리 클락 2011.08.22~ 2012.02.21

2012-ER-52 수탁 해외 도시 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라도삼 고준호, 김인희, 박희석, 홍석기, 
김민경, 이성진A, 유인혜, 유지은, 
송미경, 김재호, 장지인, 민동환, 
이정현

2012.07.17~ 2013.02.28

2012-ER-54 수탁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파워 발전전략 연구

변미리 장윤희 2012.08.07~ 2013.04.22

2013-PR-31 정책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 변미리 박민진, 김해란 2013.04.22~ 2013.07.31

2013-PR-78 정책 서울-동남아 간 교류협력 방안 연구 고준호 라도삼, 장지인, 송미경, 민동환 2013.12.24~ 2014.04.23

2013-ER-26 수탁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방안 연구 및 
세계도시연구 발행

고준호 반정화, 김묵한, 장지인, 민동환, 
송미경

2013.04.01~ 2014.02.28

2014-ER-42 수탁 서울형 정책솔루션 모듈화 고준호 김영란, 유기영, 조용모, 양재섭, 
장남종, 김운수, 김선웅, 박은철, 
박현찬, 변미리, 김인희, 김원주, 
민현석, 최유진, 김승준, 맹다미, 
장영희, 이유경, 기현균

2014.06.16~ 2015.02.16

2014-PR-23 정책 서울시·아시아도시 도시정책 공유방안 고준호 김선웅, 최유진, 김보민, 민동환 2014.08.11~ 2015.02.10

2015-BR-08 기초 서울시정에 관한 국제연구기관 협력 연구 변미리 윤민석 2015.03.30~ 2015.08.31

2015-BR-12 기초 Partnership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in the APEC Region

변미리 김인희, 배준식, 이창, 김묵한 2015.04.20~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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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BR-05 기초 서울시 우수정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방안(서울정책아카이브)

이창 안선하 2018.01.01~ 2018.12.31

2018-PR-08 정책 스마트도시의 사회적 쟁점과 서울시 정책과제 변미리 김묵한, 이창, 박민진 2018.01.01~ 2018.12.31

2018-PR-32 정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이민규 　 2018.04.02~ 2018.12.31

2018-PR-43 정책 서울시의 중국 동북 3성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이민규 박은현 2018.05.28~ 2018.12.31

2018-PR-55 정책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이창 이민규, 문인철, 송미경 2018.08.06~ 2018.12.31

2018-PR-62 정책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문인철 김혜인 2018.10.22~ 2019.04.21

2018-OR-16 현안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이민규 　 2018.07.09~ 2018.12.09

2018-OR-28 현안 한강하구, 남북협력의 새 공간으로 부상 
- 서울시도 평화적 공동이용에 참여 필요

문인철 송인주, 백종락, 박은현 2018.11.19~ 2019.03.18

2018-UR-15 수시 서울시 대중국 수도외교 협력 주제 연구 
- 베이징 대도시병을 중심으로 

이민규 이창 2018.02.26~ 2018.03.26

2018-CR-21 협력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문인철 　 2018.12.15~ 2019.07.15

2019-BR-03 기초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

이민규 　 2019.01.07~ 2019.09.07

2019-BR-11 기초 Plans and Actions for Sustainable Urban 
Spatial Structure of Seoul

이창 김인희, 송미경, 윤지예 2019.04.05~ 2019.09.30

2019-BR-14 기초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이민규 2019.04.15~ 2020.02.14

2019-PR-02 정책 서울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방안 문인철 이창, 이민규, 송미경, 박은현, 
김혜인

2019.01.01~ 2019.10.31

2019-PR-03 정책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 활성화 위한 도시외교 추진방안 이창 문인철, 이민규, 송미경 2019.01.01~ 2019.10.31

2019-PR-21 정책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간 평화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김원호 송미경, 이민규, 문인철, 윤지예, 
윤지은, 장윤아, 김연희

2019.02.15~ 2020.10.31

2019-PR-51 정책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발전현황과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이민규 박은현 2019.12.02~ 2020.08.01

2019-PR-55 정책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방안 문인철 김원호, 김인희, 반정화, 민승현, 
유경상, 홍상연, 송미경, 
김수진B, 김혜인

2019.12.30~ 2020.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5-PR-15 정책 서울 미래전략 발굴을 위한 서울미래 어젠다 연구 변미리 김진아, 박민진, 이혁준 2015.01.30~ 2015.12.31

2015-PR-17 정책 위험사회론과 서울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轉換) 
국제 비교 연구

변미리 박광주, 김인희, 최정원, 주희수 2015.02.26~ 2015.12.31

2015-PR-31 정책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 
2045 서울미래보고서 01

변미리 신민철, 최정원, 박민진, 김진아, 
이혁준, 김성수A

2015.06.29~ 2015.12.31

2015-OR-15 현안 도시외교 기본 전략 방안 연구 고준호 김선웅, 김문정 2015.05.08~ 2015.11.07

2015-UR-44 수시 아시아 메가시티 도시 관리방안 고준호 　 2015.10.05~ 2015.11.20

2016-BR-13 기초 Walkable and Bikeable Cities: 
Lessons from Seoul and Singapore

이창 유경상, 윤혁렬 2016.02.15~ 2016.08.14

2016-BR-30 기초 Planning for Communities: 
Lessons from Seoul and Singapore

이창 안현찬, 양재섭, 송미경, 싱가포르 
Centre for Livable Cities 외

2016.10.17~ 2017.04.16

2016-PR-20 정책 2040, 서울을 묻다 변미리 구본권, 정하웅, 최남희 정지훈, 
윤영호, 배명훈, 김지석

2016.02.23~ 2016.12.31

2016-CR-14 협력 동아시아 세 도시의 희망과 절망 : 
상해, 서울, 동경을 중심으로

변미리 　 2016.04.18~ 2017.01.31

2017-BR-04 기초 Role of Governance in Urban Transformation 
of Seoul(Best Practices)

이창 정윤주 2017.01.01~ 2017.06.30

2017-BR-10 기초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 꿈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식 변미리 박민진, 김진아 2017.02.13~ 2017.09.30

2017-BR-21 기초 Developing Transport Infrastructure in 
Seoul: Planning Implications on Jakarta, 
Manila, and Ho Chi Minh City

이창 이채원, 정윤주 2017.07.03~ 2017.12.31

2017-BR-24 기초 서울시 북방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이창 변미리 2017.10.02~ 2018.02.28

2017-CR-02 협력 동아시아 청년세대 국제 워크숍 : 
저성장시대 대안적 일과 삶의 모색 

변미리 　 2017.03.01~ 2017.11.30

2017-CR-03 협력 서울의 미래세대 : 
서울은 어떤 미래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변미리 　 2017.03.01~ 2018.03.31

2018-BR-02 기초 Coping with Exploding Housing Demand: 
Experience of Seoul

이창 남원석 2018.01.01~ 2018.06.30

2018-BR-03 기초 Age-Friendly Cities: 
Lessons from Seoul and Singapore

이창 안현찬, 윤민석, 정은하 2018.01.01~ 2018.12.31

2018-BR-04 기초 세계 대도시 우수정책 발굴 및 사례분석(세계와 도시) 이창 정윤주 2018.01.0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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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UR-12 수시 한강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수상시설물 
관리 방향 연구

문인철 　 2019.03.11~ 2019.05.10

2020-PR-02 정책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이민규 2020.01.01~ 2020.08.31

2020-PR-07 정책 세계 보편평화를 위한 서울시의 글로컬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김원호 송미경, 이민규, 문인철, 허지영, 
윤지은, 이경수, 최다은, 윤영상

2020.01.28~ 2021.12.31

2020-OR-02 현안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효율화 및 어워드 개발방안 문인철 이창, 송미경, 이민규 2020.01.01~ 2020.04.30

2020-OR-06 현안 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국제정세와 외교전략 : 
서울시 평화구축 정책환경 분석 중심으로

이민규 　 2020.02.03~ 2020.08.02

2020-UR-28 수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문인철 　 2020.04.27~ 2020.05.31

2020-ER-58 수탁 서울시 도시외교(2021-2025) 기본계획 수립 이민규 변미리, 송미경, 박은현, 이준석 2020.07.30~ 2021.05.30

2021-PR-01 정책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이민규 박은현 2021.01.01~ 2021.08.31

2021-PR-07 정책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방안 문인철 손창우, 송미경 2021.01.01~ 2021.08.31

2021-PR-10 정책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중심으로

변미리 이민규, 박민진, 박은현, 탕웨이, 
김지영

2021.01.01~ 2021.10.31

2021-PR-22 정책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이민규 박은현 2021.05.10~ 2021.12.09

2021-PR-41 정책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 방향과 추진사업 문인철 송미경 2021.09.13~ 2022.03.12

2021-UR-48 수시 2050 미래서울 연구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 
미래도시 이머징 이슈 탐색 

변미리 박민진, 박은현, 우영진, 윤서연 2021.10.01~ 2021.12.31

2021-CR-07 협력 국제사회 시각으로 본 서울시 평화, 안보 이슈 및 
평화 정책 발굴 연구

김원호 문인철 2021.05.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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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PR-67 정책 지역정책 생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과 
협력에 관한 연구

홍일표 　 2011.12.20~ 2012.05.20

2012-BR-13 기초 ‘서울의 미래’ 기획 장영희 유기영, 이창우, 정희윤, 윤혁렬, 
임희지, 변미리, 윤형호, 백선혜, 
민규량, 최은진, 김윤경, 김소은, 
한예솔, 이항

2012.09.01~ 2013.12.31

2013-BR-11 기초 공유야 놀자! : 공유도시와 서울의 미래 유창주 유창주, 한예솔, 민규량 2013.12.16~ 2014.12.31

2013-PR-71 정책 해외 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김윤규 주형태, 배정윤 2013.10.29~ 2013.12.28

2013-OR-01 현안 세계 주요 도시 혁신사례 연구 : 파리, 싱가포르 라도삼 반정화, 송미경 2013.01.16~ 2013.04.15

2014-OR-22 현안 민선 6기 정책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수립 연구 신창호 김영란, 장남종, 이신해, 정병순, 
김인희, 최봉, 주진우

2014.07.16~ 2014.12.15

2015-PR-22 정책 민선 6기 서울시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김인희 　 2015.04.10~ 2015.12.31

2015-PR-30 정책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김인희 김종진, 권미경, 권혜원, 조수진, 
김인아, 강은애, 양경욱, 백지연, 
이송은, 홍성훈, 신용철

2015.06.15~ 2015.11.30

2015-PR-47 정책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경희 변미리, 김종진, 엄규숙, 황윤옥, 
이동연

2015.12.15~ 2016.10.30

2015-UR-06 수시 서울의 정체성 및 이미지 관련 문헌사례 연구조사 금기용 　 2015.02.23~ 2015.03.20

2015-UR-14 수시 푸드트럭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인희 　 2015.03.18~ 2015.03.31

2015-UR-15 수시 은퇴한 전문인력 현황 및 활용방안 김인희 　 2015.03.18~ 2015.04.07

2015-UR-19 수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활성화 방안 김인희 변미리 2015.04.03~ 2015.04.30

2016-BR-01 기초 민선 6기 서울시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II

김인희 김의진, 김윤경 2016.01.01~ 2016.12.31

2016-BR-02 기초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신창호 신창호, 전말숙, 고준호, 김인희, 
정지은, 양지선, 송도숙

2016.01.01~ 2017.06.30

2016-PR-38 정책 서울시 인구변화와 정책의제 김상일 변미리, 민보경, 성수연 2016.05.20~ 2016.12.31

2016-PR-57 정책 민선 6기 서울시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Ⅲ

유기영 고준호, 윤혁렬, 김인희, 안누리, 
김의진, 문신주, 김윤경, 김의진

2016.12.22~ 2017.08.30

2016-UR-03 수시 부서지기 쉬운 도시와 총체적 위험 : 야망의 도시 김인희 　 2016.01.20~ 2016.03.31

2016-UR-12 수시 서울시 정책사례의 학술적 평가 김인희 　 2016.03.04~ 2016.04.30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1994-AR-01 협약 서울21세기구상 (1차년도) 한영주 신창호, 송석휘, 권일, 박도경, 
강미란, 동길무, 이숙례, 서수정, 
육종미, 김제국, 서종균, 서민, 
신기동, 장명희, 고택경, 윤태욱

1993.09.01~ 1994.12.31

1995-AR-01 협약 서울21세기구상 (2차년도) 한영주 최상철, 정의철, 송석휘, 육종미 1995.01.01~ 1995.12.31

1995-ER-08 수탁 서울 모습 사진기록화 김광중 　 1995.06.09~ 1996.12.15

1996-ER-05 수탁 국제환경 세미나 학술 한영주 육종미 1996.05.23~ 1996.08.22

2002-PR-08 정책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참가국 정보 및 
도시마케팅 방안

한영주 신성희, 강예린, 류재현, 임아영 2002.02.01~ 2002.12.31

2002-PR-26 정책 지표로 본 서울 김광중 　 2002.12.15~ 2003.12.14

2003-PR-02 정책 서울시 미래상 연구 
-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장영희 안효상, 이창우, 이호영, 박은철, 
용해경, 유상균

2003.01.01~ 2004.03.31

2005-PR-24 정책 서울시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 연구

김원용 　 2005.09.08~ 2006.02.17

2006-PR-13 정책 꿈과 상상력으로 준비하는 세계도시 서울 
: 서울 100년 계획 미래 토론회

조권중 강영옥, 송석휘, 원종석, 이석민, 
라도삼, 신상영, 백승만, 이창희, 
백선혜, 장무경, 윤신희

2006.03.22~ 2006.12.15

2006-PR-20 정책 유럽 주요 도시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서울특별시에의 시사점

한종수 　 2006.07.13~ 2006.12.12

2006-ER-44 수탁 서울마케팅 전략수립 및 
서울형 마케팅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금기용 라도삼, 정병순, 노은이, 백선혜, 
이란희, 장윤희, 오정근, 김현례, 
조민호

2006.11.17~ 2007.12.15

2007-PR-26 정책 서울의 미래경쟁력 비전 연구 조권중 라도삼, 변미리, 백선혜, 김민정A, 
최지원

2007.07.23~ 2008.03.31

2007-PR-45 정책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 Ⅰ 장영희 　 2007.12.28~ 2008.04.27

2008-SR-01 전략 서울비전 2020 수립 연구 조권중 조용모, 김선웅, 윤혁렬, 라도삼, 
김선자, 조달호

2008.02.01~ 2008.05.31

2008-PR-28 정책 서울비전 2020 수립 연구 Ⅱ 이세구 조용모, 김선웅, 윤혁렬, 정병순, 
김찬동, 김선자, 홍석기

2008.06.09~ 2008.08.31

2009-PR-48 정책 21세기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과제와 제언 김호기 　 2009.09.11~ 2009.12.11

2010-PR-23 정책 서울시 도시브랜딩전략 연구 이경미 김찬동, 김소은 2010.05.15~ 2010.10.15

2010-PR-60 정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방향 손태원 　 2010.11.04~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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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6-UR-36 수시 민선 5기 이후 서울시 정책과 핵심사업에 대한 
국내외 평가와 개선방향

김인희 　 2016.06.22~ 2016.11.30

2016-UR-55 수시 서울정책사 25년 편찬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김인희 　 2016.12.02~ 2017.02.28

2017-BR-03 기초 지표로 본 서울 변천 3 이석민 이정호, 노승철, 윤형미, 권기현 2017.01.01~ 2017.12.31

2017-PR-41 정책 서울시정의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Ⅰ 정병순 김흥주, 최희진A, 민규량 2017.07.17~ 2017.12.31

2017-PR-45 정책 민선 6기 서울시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Ⅳ

고준호 김윤경 2017.08.25~ 2018.01.31

2017-OR-20 현안 개방형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1단계)

정병순 송성수 2017.09.14~ 2017.12.31

2017-UR-18 수시 미래서울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 기획연구 유기영 이신해, 고준호, 윤혁렬, 변미리 2017.05.15~ 2017.09.30

2017-UR-58 수시 서울시 정책이슈와 서울시정연구 추진방향 고준호 유기영, 안누리, 노승철, 심아름, 
황인창

2017.11.15~ 2017.12.20

2017-CR-06 협력 한국의 정치·사회적 이슈 탐구와 
서울에의 시사점

고준호 　 2017.05.15~ 2017.09.30

2018-BR-26 기초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혁신사례 조사 라도삼 장동열, 조양호 2018.09.01~ 2019.02.28

2018-PR-27 정책 서울시정 주요 현안 및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라도삼 　 2018.03.20~ 2018.12.19

2018-PR-33 정책 2018년 서울시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Ⅰ

남원석 안누리 2018.04.05~ 2018.12.31

2018-UR-01 수시 서울시 정책이슈와 서울시정연구 추진방향 Ⅱ 남원석 유기영, 안누리, 노승철, 심아름, 
황인창

2018.01.01~ 2018.02.28

2018-UR-05 수시 서울 정책연구 25년 경향 분석 남원석 권영덕, 김원호, 송인주, 고준호, 
이혜숙, 김묵한, 정상미

2018.01.15~ 2018.04.30

2018-UR-45 수시 EU 혁신사례 조사 라도삼 오찬섭 2018.12.12~ 2019.03.15

2018-ER-26 수탁 미래 시정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연구

라도삼 오찬섭, 장동열, 이행석, 조경민, 
이강오

2018.05.31~ 2018.12.31

2019-BR-10 기초 서울을 바꾸는 실험과 도전 사례 연구 라도삼 이정현, 박민진, 이정용, 김상균, 
윤형미, 이보경, 이윤혜, 오승훈

2019.04.01~ 2019.12.31

2019-PR-18 정책 2019년 민선 7기 서울시정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방안 컨설팅

라도삼 남원석, 안누리, 장동열 2019.01.10~ 2019.12.31

2019-PR-53 정책 2020년 민선 7기 서울시정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방안 컨설팅

라도삼 김원호, 오찬섭 2019.12.16~ 2020.12.31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9-UR-08 수시 국내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체계 검토 남원석 오찬섭, 이보경, 안누리, 이윤혜 2019.02.25~ 2019.05.31

2019-UR-09 수시 해외 싱크탱크 및 민간의 R&D 혁신사례 검토 남원석 오찬섭, 이보경, 안누리, 이윤혜 2019.02.25~ 2019.05.31

2019-UR-40 수시 한일 경제전쟁 이슈와 서울시 대응방안 구상 라도삼 오찬섭, 장동열 2019.08.05~ 2019.09.30

2019-UR-54 수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서울의제 보완 연구 라도삼 장동열 2019.10.21~ 2019.12.31

2020-BR-24 기초 [초연결사회x전환도시] 
1. 생활방식의 전환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 
2. 교육의 전환 : 호모에루디티오로 살아가기, 
3. 에너지의 전환 : 분산에너지와 ICT의 만남, 
4. 거버넌스의 전환 : 디지털 시대의 민관협력

김원호 이정현, 박민진, 이정용, 유인혜, 
장윤희, 김수진B, 이윤혜, 
이영주A

2020.07.16~ 2021.03.15

2020-OR-23 현안 미래 시정방향 구상 연구 유기영 양재섭, 신성일, 김원호, 이신해, 
이석민, 송인주, 라도삼, 변미리, 
김인희, 조달호, 백선혜, 최유진, 
김승준, 반정화, 안기정, 윤민석, 
남원석, 유경상, 오찬섭, 이보경, 
안누리, 정상혁, 신민철, 오은주, 
손창우, 김승연, 황민섭, 주재욱, 
홍상연, 김고운, 이준영, 김진하, 
문인철, 임현정, 한영준, 김호기, 
신가희, 변금선, 양재환, 윤서연

2020.08.17~ 2021.02.28

2020-UR-22 수시 코로나19 이슈와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연구 김원호 이석민, 라도삼, 변미리, 김인희, 
박희석, 김범식, 정현철, 장윤희, 
오찬섭, 윤형미, 신민철, 손창우, 
김승연, 장동열, 김진하, 문인철, 
황민영, 한영준

2020.04.02~ 2020.06.30

2020-UR-62 수시 서울시정(2011~2020)의 가치체계 변화 연구 김원호 장동열, 임현정 2020.09.28~ 2020.12.31

2021-BR-38 기초 서울연구원 30년사 양재섭 전말숙, 김상일, 백재호, 백선혜, 
성수연, 이보경, 안누리, 황민섭, 
한지혜A, 김수

2021.11.01~ 2022.10.31

2021-PR-17 정책 2021년 서울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라도삼 오찬섭, 황민섭 2021.03.15~ 2021.12.31

2021-OR-08 현안 서울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의제 발굴 라도삼 유기영, 임희지, 박희석, 김묵한, 
이정현, 윤민석, 오찬섭, 이보경, 
안누리, 김승연, 장동열, 황민섭, 
홍상연, 변금선

2021.05.10~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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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AR-03 협약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주재홍 윤형호, 이세구, 권용훈, 김병수, 
반동인

2010.11.29~2018.07.31

2011-ER-35 수탁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 문화복합 공간조성 
타당성 검토

김진 김태현 2011.09.30~ 2012.03.27

2012-BR-09 기초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 : 
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주재홍 신창호, 서영웅, 엄지연 2012.08.06~ 2013.03.05

2012-BR-10 기초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박영민 신창호, 김현엽, 이륜정 2012.08.16~ 2013.02.15

2012-BR-11 기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 신창호, 권용훈, 장경원, 장재웅 2012.08.16~ 2013.02.15

2012-BR-17 기초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Ⅳ (환경·에너지)

박영민 신창호, 이륜정, 김지훈, 김현엽, 
어한나, 장경원

2012.12.10~ 2013.08.10

2012-BR-18 기초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Ⅲ (도로·주차장)

권용훈 신창호, 김한준, 고광화, 장병철, 
김지훈, 전지영

2012.12.10~ 2013.08.10

2012-BR-19 기초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Ⅱ (보건·복지)

주재홍 신창호, 엄지연, 서영웅 2012.12.10~ 2013.08.10

2012-PR-08 정책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신창호 김묵한 2012.01.01~ 2012.06.30

2012-ER-28 수탁 세빛둥둥섬 조성 · 운영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분석 김진 김현엽 2012.04.19~ 2012.07.18

2012-ER-48 수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부지 매입 타당성 조사 주재홍 엄지연, 장경원 2012.06.29~ 2012.08.28

2012-ER-73 수탁 도림고가차도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박영민 김지훈, 김현엽, 이륜정, 장경원 2012.10.23~ 2013.02.19

2013-BR-13 기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 연구

주재홍 이세구, 문승운, 서영웅 2013.12.16~ 2014.08.31

2013-BR-14 기초 공동주차장 타당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연구

권용훈 이세구, 장병철, 고광화, 김한준, 
전지영

2013.12.16~ 2014.02.28

2013-BR-15 기초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다기준분석 연구 권용훈 이세구, 김한준, 전지영, 장병철, 
고광화

2013.12.16~ 2014.06.15

2013-OR-09 현안 영등포시장로타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주재홍 서영웅 2013.03.15~ 2013.04.14

2013-OR-10 현안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민자사업 인가신청서 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3.03.20~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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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ER-36 수탁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상구간 터널형 등의 
방음벽 설치 타당성 조사

박영민 장경원, 김지훈, 김현엽, 어한나 2013.05.24~ 2013.11.20

2014-BR-18 기초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박영민 이세구, 어한나, 장경원, 정윤혜, 
이진아

2014.11.24~ 2015.08.23

2014-BR-19 기초 서울시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보행시설 유형별 경제성 분석방안

권용훈 이세구, 장병철, 고광화, 김한준 2014.12.01~ 2015.05.31

2014-IO-01 현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블루스퀘어 증축사업 제안서 검토

주재홍 조혜경, 문승운 2014.06.30~ 2014.08.31

2014-OR-02 현안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한 검토 의견

권용훈 고광화 2014.01.13~ 2014.08.31

2014-OR-05 현안 스마트조명도시 서울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김현엽 2014.02.10~ 2014.04.10

2014-OR-09 현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박영민 장경원 2014.04.10~ 2014.05.10

2014-OR-11 현안 강남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조혜경, 김지훈 2014.04.29~ 2014.06.28

2014-OR-12 현안 잠실종합운동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4.05.07~ 2014.05.23

2014-OR-16 현안 2014년 1차(3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3인 2014.02.13~ 2014.03.07

2014-OR-17 현안 2014년 2차(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3인 2014.04.08~ 2014.04.30

2014-OR-18 현안 한강공원 자양나들목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의견서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4.05.27~ 2014.07.26

2014-OR-23 현안 2014년 3차(8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2인 2014.07.15~ 2014.08.14

2014-OR-24 현안 2014년 4차(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2인 2014.08.11~ 2014.09.12

2014-OR-25 현안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김현엽 2014.08.18~ 2014.10.15

2014-OR-26 현안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김현엽 2014.08.18~ 2014.10.15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3-OR-23 현안 2013년 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

신창호 주재홍, 박영민, 권용훈 2013.04.18~ 2013.05.10

2013-OR-24 현안 서울기록원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문승운 2013.05.28~ 2013.06.27

2013-OR-25 현안 서소문 역사유적지 기념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서영웅 2013.05.28~ 2013.06.27

2013-OR-31 현안 2013년 8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

신창호 박영민 외 13인 2013.07.05~ 2013.07.24

2013-OR-32 현안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주재홍 문승운 2013.07.18~ 2013.08.19

2013-OR-33 현안 창동 복합공연장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협약 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3.07.30~ 2013.08.29

2013-OR-35 현안 양재 시민의 숲 수변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김현엽 2013.08.19~ 2013.10.18

2013-OR-37 현안 2013년 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

신창호 박영민 외 14인 2013.08.19~ 2013.09.12

2013-OR-51 현안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 입찰방법 
평가의뢰에 대한 검토

권용훈 전지영 2013.10.14~ 2013.10.31

2013-OR-52 현안 2013년 10월(수시)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

신창호 박영민 외 14인 2013.10.15~ 2013.10.31

2013-OR-56 현안 남현동 민자주차장 건설 관련 실시협약변경(안) 검토 주재홍 문승운, 서영웅 2013.11.12~ 2013.12.12

2013-ER-03 수탁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 타당성 조사 권용훈 김지훈, 김한준, 고광화 2013.01.11~ 2013.07.02

2013-ER-04 수탁 견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주재홍 조혜경, 엄지연, 문승운 2013.01.24~ 2013.07.23

2013-ER-05 수탁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변경 타당성 조사 박영민 권용훈, 김현엽, 김지훈, 장경원, 
어한나

2013.01.30~ 2013.07.29

2013-ER-06 수탁 서남하수열 이용 지역냉·난방 공급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권용훈 박영민, 김한준, 김지훈, 고광화 2013.02.01~ 2013.07.31

2013-ER-23 수탁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 외 2개소 타당성 조사 권용훈 고광화, 김지훈, 김한준 2013.03.27~ 2013.11.26

2013-ER-25 수탁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권용훈 장병철, 전지영, 김한준 2013.03.20~ 2013.11.20

2013-ER-34 수탁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 주재홍 신창호, 엄지연, 문승운 2013.05.13~ 2013.12.13

2013-ER-35 수탁 청구역 외 1개소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 박영민 김지훈, 김현엽, 어한나, 장경원 2013.05.23~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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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OR-27 현안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문승운, 서영웅 2014.08.18~ 2014.10.18

2014-OR-29 현안 제물포길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4.09.15~ 2014.12.31

2014-OR-30 현안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산정에 대한 검토 의견

권용훈 고광화, 김한준 2014.09.15~ 2014.10.31

2014-OR-36 현안 블루스퀘어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서(안) 검토 주재홍 조혜경 2014.10.01~ 2014.11.30

2014-OR-41 현안 2014년 5차(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2인 2014.10.06~ 2014.10.31

2014-OR-49 현안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주재홍 김병수, 김지훈 2014.11.25~ 2015.10.31

2014-ER-14 수탁 여의도 순환자전거경기장 및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권용훈 장병철, 고광화, 김한준, 전지영 2014.03.19~ 2014.09.14

2014-ER-17 수탁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권용훈 고광화, 전지영, 김한준, 장병철 2014.03.21~ 2014.09.20

2014-ER-29 수탁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타당성 조사 박영민 윤혁렬, 김승준, 유경상, 김현엽, 
허은진, 장경원, 정윤혜, 어한나

2014.04.14~ 2015.02.07

2014-ER-32 수탁 북부여성창업플라자 타당성 조사 주재홍 서영웅, 김지훈 2014.05.07~ 2014.11.07

2014-ER-40 수탁 SH공사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영민 이세구, 장경원, 정윤혜, 어한나, 
김현엽

2014.06.05~ 2015.02.27

2014-ER-74 수탁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주재홍 조혜경, 김병수, 손준익 2014.12.04~ 2015.07.03

2014-ER-77 수탁 망원초록길 사후평가 권용훈 김한준, 고광화, 장병철 2014.12.22~ 2015.08.20

2015-BR-28 기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업무성과 분석 박영민 이세구, 김동성, 이진아, 어한나, 
장경원, 정윤혜

2015.11.23~2016.02.22

2015-UR-02 수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의견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5.01.06~ 2015.02.28

2015-UR-03 수시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김지훈, 조혜경 2015.01.13~ 2015.03.12

2015-UR-05 수시 대형공사 입찰방식
(제물포길 친환경공간 지하차도 시점부 공사) 검토

권용훈 장병철 2015.02.16~ 2015.03.15

2015-UR-07 수시 2015년 1차(3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2인 2015.02.16~ 2015.03.27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5-UR-08 수시 서울시향 클래식 전용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정윤혜 2015.02.23~ 2015.04.24

2015-UR-09 수시 서울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과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의견서

권용훈 고광화 2015.02.23~ 2015.04.22

2015-UR-10 수시 사당로 도로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김한준, 고광화 2015.02.24~ 2015.04.23

2015-UR-12 수시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김동성, 조혜경, 손준익 2015.03.10~ 2015.05.09

2015-UR-18 수시 집단에너지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김현엽 2015.03.25~ 2015.05.25

2015-UR-20 수시 강북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주재홍 2015.04.08~ 2015.06.07

2015-UR-21 수시 2015년 2차(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4인 2015.04.06~ 2015.05.28

2015-UR-24 수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5.05.28~ 2015.06.26

2015-UR-26 수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재공고문(안) 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5.06.23~ 2015.07.22

2015-UR-28 수시 밤고개길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고광화 2015.06.29~ 2015.08.28

2015-UR-30 수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5.07.09~ 2015.09.08

2015-UR-31 수시 2015년 3차(8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5인 2015.07.08~ 2015.08.28

2015-UR-33 수시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반동인, 조혜경 2015.07.29~ 2015.09.28

2015-UR-35 수시 2015년 4차(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5인 2015.08.05~ 2015.09.23

2015-UR-40 수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반동인, 조혜경, 김범수 2015.09.08~ 2015.11.07

2015-UR-41 수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강지희 2015.09.09~ 2015.11.08

2015-UR-45 수시 위례선 경전철(트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장병철 2015.10.05~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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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UR-46 수시 2015년 수시(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5인 2015.10.05~ 2015.10.30

2015-UR-48 수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장병철 2015.11.24~ 2015.12.23

2015-UR-49 수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5.12.07~2016.01.06 

2015-UR-50 수시 청계천 상류 지천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5.12.28~ 2016.02.26

2015-ER-26 수탁 대행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박영민 이세구, 장경원, 정윤혜, 어한나, 
이진아

2015.04.02~ 2015.09.30

2015-ER-32 수탁 강일2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박영민 이세구, 정윤혜, 장경원, 어한나, 
이진아, 김현엽

2015.04.17~ 2015.08.15

2015-ER-37 수탁 동북권, 동남권 50+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김동성 주재홍, 이승용 2015.05.07~ 2015.10.08

2015-ER-71 수탁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권용훈 이세구, 김동성, 고광화, 장병철, 
김한준

2015.10.05~ 2016.04.04

2015-ER-73 수탁 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주재홍 이세구, 반동인, 김병수, 심효섭 2015.10.15~ 2016.04.16

2016-BR-20 기초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박영민 김나리, 장경원, 어한나 2016.05.02~ 2017.03.31

2016-OR-09 현안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주재홍 이세구, 우상미, 반동인, 김병수, 
심효섭

2016.05.09~ 2016.11.30

2016-OR-10 현안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세구, 이승용, 강지희, 박용철, 
이주혜

2016.05.09~ 2016.11.30

2016-OR-16 현안 동서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권용훈 이세구, 장병철 2016.07.04~ 2017.07.03

2016-OR-17 현안 벚꽃길 연장 타당성 조사 권용훈 이세구, 장병철 2016.07.04~ 2017.07.03

2016-OR-20 현안 서울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소방훈련시설 및 
서울소방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박영민 장경원, 최승비, 어한나, 김나리, 
고은비

2016.10.03~ 2017.04.03

2016-OR-22 현안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김동성 이세구, 박영민, 이승용, 박용철 2016.11.21~ 2017.06.20

2016-UR-02 수시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2016.01.20~ 2016.03.21

2016-UR-08 수시 2016년 1차(3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6인 2016.02.16~ 2016.03.25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6-UR-10 수시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6.03.03~ 2016.04.02

2016-UR-11 수시 망우역 북측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6.03.03~ 2016.05.02

2016-UR-14 수시 2016년 2차(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6인 2016.03.30~ 2016.05.20

2016-UR-15 수시 서남권 시민청·청소년드림센터 복합건물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어한나, 장경원, 김나리, 최승비 2016.04.01~ 2016.05.31

2016-UR-17 수시 밤고개로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6.04.11~ 2016.06.10

2016-UR-18 수시 강동구청 구청사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 검증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장경원, 최승비 2016.04.14~ 2016.06.13

2016-UR-19 수시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검증 권용훈 김한준 2016.04.19~ 2016.06.18

2016-UR-20 수시 서울시 삼청각 개편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박용철 2016.04.22~ 2016.06.21

2016-UR-22 수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6.04.29~ 2016.06.28

2016-UR-26 수시 오현적환장 지하화 등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검증 의견서

권용훈 고광화 2016.05.20~ 2016.07.19

2016-UR-27 수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증 박영민 장경원, 최승비 2016.05.24~ 2016.07.23

2016-UR-28 수시 2016년 3차(7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5인 2016.05.24~ 2016.07.27

2016-UR-29 수시 금천소방서 건립 입지 및 
경제적 편익 분석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주재홍 반동인, 우상미 2016.05.25~ 2016.07.24

2016-UR-31 수시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6.05.27~ 2016.07.26

2016-UR-32 수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주재홍 김병수, 심효섭 2016.06.09~ 2016.08.08

2016-UR-33 수시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6.06.13~ 2016.08.12

2016-UR-34 수시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6.06.13~ 2016.08.12

2016-UR-35 수시 서울특별시 감염병 전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장경원, 최승비 2016.06.23~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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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UR-37 수시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박용철 2016.07.19~ 2016.09.18

2016-UR-38 수시 동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검증 권용훈 김한준 2016.07.20~ 2016.09.19

2016-UR-39 수시 뚝섬공공승마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6.07.25~ 2016.09.24

2016-UR-40 수시 서서울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주재홍 반동인, 심효섭 2016.07.27~ 2016.09.26

2016-UR-41 수시 2016년 4차(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7인 2016.07.18~ 2016.09.28

2016-UR-43 수시 인재개발원 다목적 실내교육장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장경원, 최승비 2016.08.10~ 2016.10.10

2016-UR-44 수시 아동친화 행복성장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장경원, 최승비 2016.08.10~ 2016.10.10

2016-UR-45 수시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6.08.24~ 2016.10.23

2016-UR-46 수시 강북구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심재영 2016.09.06~ 2016.11.05

2016-UR-48 수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풍상가~진양상가) 
보행네트워크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증

주재홍 김병수, 우상미 2016.09.22~ 2016.11.21

2016-UR-49 수시 헌릉로 확장 타당성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6.10.10~ 2016.12.09

2016-UR-50 수시 2016년 수시(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9인 2016.09.30~ 2016.10.25

2016-UR-52 수시 망우리공원 관리소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6.11.03~ 2017.01.02

2016-UR-53 수시 2016년 수시(11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이세구 박영민 외 14인 2016.11.08~ 2016.11.18

2016-UR-57 수시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인프라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6.12.15~ 2017.01.14

2016-ER-07 수탁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주재홍 이세구, 윤형호, 심효섭, 반동인, 
김병수

2016.02.17~ 2017.05.31

2016-ER-48 수탁 SETEC 일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권용훈 이세구, 고광화, 김한준, 장병철, 
심재영

2016.09.09~ 2017.05.08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16-ER-55 수탁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 연구

주재홍 이세구, 윤형호, 반동인, 김병수, 
심효섭, 우상미

2016.11.24~ 2017.03.24

2017-PR-22 정책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주재홍 윤형호, 박영민, 권용훈, 김동성, 
반동인, 김병수, 우상미, 심효섭

2017.02.13~ 2017.08.12

2017-PR-29 정책 서울시 교통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 분석 권용훈 윤형호, 김동성, 고광화, 장병철, 
심재영, 민서현

2017.04.06~ 2017.12.31

2017-OR-06 현안 청년드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권용훈 심재영, 고광화, 장병철 2017.02.20~ 2017.08.19

2017-OR-07 현안 남부순환로(시흥IC교 주변) 보행로 신설 타당성 조사 박영민 어한나, 신형준, 장경원, 김나리 2017.02.20~ 2017.08.19

2017-OR-09 현안 한강 수륙양용버스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주혜, 박귀원 2017.04.06~ 2017.10.15

2017-OR-10 현안 한강 리버버스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승용, 박귀원 2017.05.10~ 2017.12.31

2017-OR-12 현안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일본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김동근 주재홍, 강우석, 신영현, 윤새봄, 
우상미

2017.05.25~ 2017.10.31

2017-OR-19 현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권용훈 고광화, 심재영, 민서현, 장병철 2017.09.06~ 2018.05.05

2017-OR-29 현안 북악산로(보타사 앞) 도로선형 변경 타당성 조사 김동근 강우석, 신영현, 윤새봄 2017.12.01~ 2018.07.31

2017-OR-30 현안 서울소방행정타운 3단계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고은비 2017.12.01~ 2018.09.30

2017-UR-01 수시 로봇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장경원, 최승비 2017.01.01~ 2017.02.28

2017-UR-02 수시 안양천 횡단연결로(보도교) 신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7.01.01~ 2017.02.28

2017-UR-03 수시 금천구 도로구조 개선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김한준 2017.01.01~ 2017.02.28

2017-UR-04 수시 2017년 1차(2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20인 2017.01.11~ 2017.02.28

2017-UR-05 수시 내부순환도로(월곡IC)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7.02.13~ 2017.04.12

2017-UR-06 수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7.02.13~ 2017.03.12

2017-UR-07 수시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김동성, 심재영 2017.03.07~ 2017.04.06

2017-UR-08 수시 통일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7.03.13~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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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UR-10 수시 2017년 2차(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20인 2017.03.24~ 2017.05.30

2017-UR-12 수시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검증 주재홍 우상미, 심효섭 2017.04.05~ 2017.06.04

2017-UR-13 수시 신양주차장부지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강우석, 신영현, 윤새봄 2017.04.14~ 2017.06.13

2017-UR-14 수시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최승비 2017.04.17~ 2017.06.16

2017-UR-15 수시 노들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7.04.21~ 2017.06.20

2017-UR-16 수시 철산교 확장 외 1개소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권용훈 고광화 2017.05.08~ 2017.07.07

2017-UR-17 수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최승비 2017.05.10~ 2017.07.10

2017-UR-23 수시 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강우석, 신영현, 윤새봄 2017.05.16~ 2017.07.15

2017-UR-24 수시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7.05.30~ 2017.06.29

2017-UR-25 수시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강우석, 신영현, 윤새봄 2017.05.30~ 2017.07.29

2017-UR-26 수시 2017년 수시(6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2017년 3차(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윤형호 주재홍 외 21인 2017.06.01~ 2017.07.31

2017-UR-29 수시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7.06.08~ 2017.07.07

2017-UR-30 수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증 주재홍 김병수, 반동인, 심효섭, 우상미 2017.06.16~ 2017.08.15

2017-UR-33 수시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7.07.10~ 2017.09.09

2017-UR-34 수시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민자 발전사업 
실시협약서(안) 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7.07.20~ 2017.08.19

2017-UR-35 수시 2017년 4차(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22인 2017.08.01~ 2017.10.13

2017-UR-37 수시 미래창업융합관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윤새봄, 
신형준

2017.08.23~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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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UR-38 수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검증

김동근 강우석, 신영현, 윤새봄 2017.08.23~ 2017.10.20

2017-UR-43 수시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간이)조사에 대한 검토 주재홍 김병수, 반동인 2017.09.11~ 2017.11.10

2017-UR-44 수시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검증 검토 의견 권용훈 고광화 2017.09.18~ 2017.11.17

2017-UR-45 수시 2017년 수시(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21인 2017.09.25~ 2017.11.05

2017-UR-49 수시 양곡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박귀원, 이주혜 2017.10.13~ 2017.12.12

2017-UR-50 수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운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심효섭,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2017.10.12~ 2017.12.11

2017-UR-54 수시 유출지하수 활용 개화산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검증

김동근 강우석, 신영현, 윤새봄 2017.10.30~ 2017.12.29

2017-UR-55 수시 예술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7.10.30~ 2017.12.30

2017-UR-57 수시 청년창업오피스텔 추가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김나리, 장경원, 어한나 2017.11.07~ 2017.12.31

2017-UR-59 수시 은평구 진관동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우상미, 반동인 2017.11.22~ 2018.01.22

2017-UR-60 수시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2017.12.05~ 2018.01.04

2017-UR-61 수시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및 
재무모델 검토

주재홍 김병수, 심효섭 2017.12.13~ 2018.02.12

2017-UR-62 수시 한남IC 연결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7.12.19~ 2018.02.18

2017-UR-63 수시 봉화산길 중화역주변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7.12.21~ 2018.02.20

2017-UR-64 수시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7.12.26~ 2018.02.28

2018-BR-13 기초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개정2판) : 4. 보건·복지

김동성 윤형호, 이승용, 박귀원, 신형준 2018.03.19~ 2018.12.31

2018-BR-14 기초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개정2판) : 5. 도로·주차장·보행시설

권용훈 윤형호, 고광화, 장병철, 김동성, 
이주혜

2018.03.19~ 2018.12.31

2018-BR-15 기초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개정2판) : 2. 문화·체육

김동근 윤형호, 신영현, 심효섭, 박귀원 2018.03.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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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BR-16 기초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개정2판) : 3. 행정·공공주택·산업

박영민 윤형호,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8.04.01~ 2018.12.31

2018-BR-17 기초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개정2판) : 1. 일반지침

주재홍 윤형호,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2018.04.16~ 2018.12.31

2018-OR-01 현안 새남터 및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권용훈 장병철 2018.01.01~ 2018.07.31

2018-OR-12 현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Ⅱ) 타당성 조사 권용훈 고광화, 고은비 2018.04.19~ 2018.08.18

2018-OR-23 현안 서울시 중부소방서 재건축 사업 타당성 조사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8.10.18~ 2019.05.31

2018-OR-24 현안 난곡사거리 유휴부지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박영민 어한나, 김남수, 장경원, 김나리 2018.10.18~ 2019.06.30

2018-OR-25 현안 금천경찰서 이전적지 공공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도서관, 공공주택)

김동성 신형준, 김남수 2018.10.18~ 2019.12.31

2018-OR-29 현안 대학로(이화사거리 남단) 확장 타당성 조사 주재홍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공주 2018.11.20~ 2019.06.20

2018-OR-30 현안 동부간선도로(탄천1교 주변) 확장 타당성 조사 권용훈 고광화, 유민지 2018.11.19~ 2019.06.18

2018-OR-31 현안 임차청사 해소를 위한 서울시 청사확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8.12.01~ 2019.09.30

2018-UR-02 수시 2018년 수시(1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7인 2018.01.02~ 2018.01.19

2018-UR-04 수시 서울대 앞 도림천 복개철거 및 하천정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박귀원 2018.01.10~ 2018.03.09

2018-UR-06 수시 서남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8.01.11~ 2018.03.12

2018-UR-10 수시 2018년 1차(3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7인 2018.01.19~ 2018.03.29

2018-UR-13 수시 내부순환로(사근연결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8.02.12~ 2018.04.11

2018-UR-14 수시 신영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윤새봄, 신영현, 강우석 2018.02.20~ 2018.04.20

2018-UR-16 수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연구 주재홍 윤형호, 심효섭, 반동인, 우상미, 
김병수, 강향숙, 고주형

2018.02.26~ 2018.05.25

2018-UR-18 수시 중랑 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주재홍, 신영현, 김병수 2018.03.05~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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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UR-20 수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18.03.05~ 2018.04.04

2018-UR-21 수시 가재울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윤새봄, 신영현, 강우석 2018.04.02~ 2018.06.01

2018-UR-22 수시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8.03.28~ 2018.05.28

2018-UR-23 수시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검증

김동성 신형준 2018.04.02~ 2018.06.01

2018-UR-24 수시 2018년 2차(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7인 2018.04.03~ 2018.06.08

2018-UR-25 수시 민간투자사업 협약종료 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가이드라인」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8.04.16~ 2018.07.15

2018-UR-26 수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속초) 증축 및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강우석, 윤새봄, 신영현 2018.05.08~ 2018.07.07

2018-UR-27 수시 장위동 219-23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고광화 2018.05.09~ 2018.07.08

2018-UR-28 수시 2018년 3차(7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7인 2018.05.29~ 2018.08.03

2018-UR-29 수시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8.07.03~ 2018.09.02

2018-UR-30 수시 BT-IT 융합센터 조성 타당성조사에 대한 타당성검증 김동근 신영현 2018.07.16~ 2018.09.15

2018-UR-31 수시 2018년 수시(8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8인 2018.07.25~ 2018.09.24

2018-UR-32 수시 2018년 수시(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7인 2018.07.25~ 2018.10.24

2018-UR-33 수시 석관동 332-17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8.08.07~ 2018.10.06

2018-UR-34 수시 양화 한강공원 부상형 자전거도로·산책로 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8.08.08~ 2018.10.07

2018-UR-38 수시 2018년 수시(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6인 2018.09.27~ 2018.11.27

2018-UR-39 수시 신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8.10.11~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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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UR-41 수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8.11.19~ 2019.01.18

2018-UR-42 수시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남부권역 추가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한 타당성검증

김동근 박귀원 2018.11.19~ 2019.01.18

2018-UR-43 수시 독산로 보도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권용훈 고광화 2018.11.22~ 2019.01.21

2018-UR-44 수시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3차)

권용훈 연제승 2018.11.27~ 2018.12.25

2019-BR-05 기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김동근 이주일, 심효섭, 박귀원, 신영현 2019.02.11~ 2019.09.11

2019-BR-21 기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업무 매뉴얼 권용훈 윤형호, 연제승, 고광화, 장병철 2019.07.25~ 2019.12.24

2019-PR-42 정책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박영민 신민철,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박성문

2019.08.05~ 2020.04.04

2019-OR-05 현안 여의도공원 하부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주혜 2019.02.16~ 2019.08.15

2019-OR-12 현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제도와 계약방식 연구

주재홍 윤형호,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2019.05.13~ 2019.08.13

2019-OR-13 현안 살곶이길~천호대로 간 횡단보행교 설치 타당성 조사 김동근 심효섭, 박귀원, 신영현 2019.05.20~ 2019.11.19

2019-OR-14 현안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타당성 조사 김동근 심효섭, 박귀원, 신영현 2019.05.20~ 2019.11.19

2019-OR-15 현안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승용 2019.05.27~ 2019.12.31

2019-OR-33 현안 범안로 확장 타당성 조사 김동성 신형준 2019.11.16~ 2020.07.15

2019-OR-35 현안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승용, 장익현 2019.12.03~ 2020.05.31

2019-OR-36 현안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 복합시설 건립 
1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김동근 심효섭, 박귀원, 신영현 2019.12.16~ 2020.09.15

2019-UR-01 수시 2019년 수시(1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6인 2019.01.02~ 2019.01.31

2019-UR-02 수시 재정사업 검토 효율화를 위한 자료 활용방안 연구 김동근 심효섭, 고주형 2019.01.21~ 2019.03.20

2019-UR-03 수시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9.01.22~ 2019.03.21

2019-UR-04 수시 2019년 1차(3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8인 2019.01.18~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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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UR-05 수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9.01.23~ 2019.02.22

2019-UR-06 수시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9.02.07~ 2019.04.06

2019-UR-11 수시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어한나, 김남수, 김나리, 장경원 2019.03.04~2019.05.03

2019-UR-14 수시 관악 창업 공간조성 타당성용역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검증

김동근 신영현 2019.03.18~ 2019.05.17

2019-UR-15 수시 서울시 산악관광안전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2019.03.24~ 2019.05.24

2019-UR-16 수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9.03.22~ 2019.04.30

2019-UR-17 수시 2019년 수시(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9인 2019.04.01~ 2019.05.31

2019-UR-18 수시 2019년 2차(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3인 2019.04.01~ 2019.06.30

2019-UR-19 수시 행당동 292-54일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신형준 2019.04.05~ 2019.06.04

2019-UR-20 수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권용훈 고광화 2019.04.08~ 2019.06.07

2019-UR-21 수시 2019년 2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1인 2019.04.15~ 2019.05.15

2019-UR-22 수시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9.04.22~ 2019.06.21

2019-UR-23 수시 송정동 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연제승 2019.05.07~ 2019.07.05

2019-UR-24 수시 잠실한강공원 자연형물놀이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우상미, 김병수, 반동인 2019.05.08~ 2019.07.08

2019-UR-26 수시 인헌고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9.05.29~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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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UR-27 수시 옥수동 빗물펌프장(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9.05.30~ 2019.07.29

2019-UR-28 수시 2019년 3차(7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6인 2019.05.28~ 2019.08.28

2019-UR-29 수시 중화1재정비구역 공원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심효섭 2019.06.03~ 2019.08.02

2019-UR-32 수시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신형준 2019.06.27~ 2019.08.26

2019-UR-34 수시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연제승 2019.07.05~ 2019.09.04

2019-UR-36 수시 2019년 4차(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9인 2019.07.26~ 2019.10.26

2019-UR-37 수시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9.08.01~ 2019.09.30

2019-UR-38 수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이전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19.08.02~ 2019.10.01

2019-UR-39 수시 2019년 3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7인 2019.08.01~ 2019.09.30

2019-UR-42 수시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및 복합화시설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연제승 2019.08.06~ 2019.10.05

2019-UR-43 수시 홍제천 나들목 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9.08.08~ 2019.10.07

2019-UR-44 수시 강변북로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2019.08.12~ 2019.10.11

2019-UR-45 수시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심효섭 2019.08.21~ 2019.10.20

2019-UR-46 수시 광운대역 월계로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9.08.30~ 2019.10.29

2019-UR-47 수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 공고문(안) 사전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9.09.03~ 2019.10.16

2019-UR-49 수시 행당교 신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19.09.18~ 2019.11.18

2019-UR-50 수시 2019년 수시(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7인 2019.09.19~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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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UR-51 수시 2019년 수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1인 2019.09.24~ 2019.10.24

2019-UR-52 수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효과 분석 박영민 장경원, 김나리 2019.10.07~ 2019.11.07

2019-UR-53 수시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권용훈 고광화 2019.10.17~ 2019.11.16

2019-UR-58 수시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19.11.11~ 2019.12.31

2019-UR-62 수시 성북근현대문학기념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주재홍 우상미, 김병수, 반동인 2019.11.29~ 2020.01.29

2019-UR-63 수시 암사초록길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19.12.13~ 2020.02.12

2019-AR-02 협약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주재홍 김범식, 윤형호,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2019.11.01~2021.08.31

2019-ER-20 수탁 남현동 주택가 민자주차장 타당성 및 적격성 재조사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유민지 2019.03.25~ 2019.11.24

2019-ER-39 수탁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

주재홍 윤형호, 김동근,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심효섭, 박귀원

2019.06.12~ 2019.12.08

2019-ER-59 수탁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수요예측 및 
민자적격성 재조사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김남수 2019.10.10~ 2020.06.05

2019-ER-62 수탁 반포천 복개·신월3동·신월4동·암사1동·면목2동·
구로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BTO)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장경원, 사경은, 
김한준

2019.10.18~ 2020.12.17

2020-BR-09 기초 이력 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 분석

주재홍 반동인, 김병수, 우상미 2020.05.20~ 2020.12.20

2020-BR-13 기초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주요 재정사업 특성 분석 

김동근 심효섭, 신영현, 박귀원 2020.06.08~ 2020.12.07

2020-BR-16 기초 타당성 조사 편익 산정을 위한 기초 경제이론 권용훈 윤형호,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20.07.01~ 2020.12.31

2020-OR-12 현안 서울시의회 별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20.03.16~ 2020.09.15

2020-OR-18 현안 서원아파트~수락산로 및 주변 연결 타당성 조사 권용훈 윤형호,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20.04.13~ 2020.10.12

2020-OR-19 현안 경인선 철도 남북 관통도로(오리로) 확장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주혜 2020.07.01~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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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OR-25 현안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주재홍 우상미, 반동인, 김병수 2020.09.09~ 2021.05.09

2020-OR-27 현안 진흥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사경은 2020.11.01~ 2021.06.30

2020-OR-32 현안 성암로 보도 미개설구간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김동근 심효섭, 신영현 2020.12.29~ 2021.06.28

2020-UR-01 수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검증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20.01.03~ 2020.06.15

2020-UR-02 수시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신형준 2020.01.03~ 2020.03.02

2020-UR-03 수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 
공고문(안) 사전검토

박영민 장경원, 어한나, 김나리 2020.01.06~ 2020.02.20

2020-UR-04 수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반동인, 김병수, 우상미 2020.01.06~ 2020.03.05

2020-UR-05 수시 2020년 1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9인 2020.01.06~ 2020.02.05

2020-UR-08 수시 창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연제승 2020.01.15~ 2020.03.14

2020-UR-09 수시 2020년 1차(3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9인 2020.01.21~ 2020.04.21

2020-UR-10 수시 전농천 악취저감 취약환경 개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검증

김동근 박귀원 2020.01.28~ 2020.03.27

2020-UR-11 수시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심효섭 2020.01.30~ 2020.03.29

2020-UR-12 수시 고척2동, 개봉1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근 심효섭 2020.01.30~ 2020.03.29

2020-UR-17 수시 호암로 지하통로 확장 및 
주변도로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김나리, 장경원, 어한나 2020.02.11~ 2020.04.10

2020-UR-18 수시 벚꽃로 확장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20.02.12~ 2020.04.11

2020-UR-19 수시 도림고가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반동인, 우상미, 김병수 2020.02.17~ 2020.04.17

2020-UR-20 수시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간선도로망 
구축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장병철, 연제승 2020.03.05~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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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UR-24 수시 2020년 2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9인 2020.04.02~ 2020.05.01

2020-UR-25 수시 2020년 3차(4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9인 2020.04.02~ 2020.06.01

2020-UR-26 수시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20.04.03~ 2020.05.15

2020-UR-27 수시 지하철 내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대한 타당성검증

김동근 신영현 2020.04.20~ 2020.06.19

2020-UR-29 수시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4차)

권용훈 고광화, 연제승 2020.04.29~ 2020.05.28

2020-UR-31 수시 답십리동 471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김나리, 장경원, 어한나 2020.05.04~ 2020.07.03

2020-UR-32 수시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스포츠MICE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주재홍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2020.05.06~ 2020.07.06

2020-UR-33 수시 2020년 4차(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9인 2020.05.06~ 2020.07.03

2020-UR-34 수시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주재홍 우상미, 김병수, 반동인 2020.05.08~ 2020.07.08

2020-UR-37 수시 화계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고광화 2020.05.26~ 2020.07.25

2020-UR-38 수시 2020년 수시(6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윤형호 주재홍 외 19인 2020.06.03~ 2020.07.31

2020-UR-41 수시 신뚝섬 나들목 설치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20.06.25~ 2020.08.24

2020-UR-42 수시 신반포 나들목 설치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20.06.25~ 2020.08.24

2020-UR-43 수시 성북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2020.06.29~ 2020.08.28

2020-UR-44 수시 녹번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승용 2020.06.29~ 2020.08.28

2020-UR-47 수시 2020년 정기(7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9인 2020.07.02~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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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UR-48 수시 석관동 332-19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김나리, 어한나, 장경원 2020.07.09~ 2020.09.08

2020-UR-49 수시 하월곡동 일원(구 숭곡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김나리, 어한나, 장경원 2020.07.09~ 2020.09.08

2020-UR-50 수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주재홍 반동인, 우상미, 김병수 2020.07.16~ 2020.09.15

2020-UR-51 수시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

김동근 심효섭, 신영현 2020.07.23~ 2020.09.22

2020-UR-53 수시 2020년 3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8인 2020.08.04~ 2020.10.03

2020-UR-55 수시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신형준 2020.08.25~ 2020.11.24

2020-UR-56 수시 2020년 정기(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8인 2020.08.27~ 2020.11.26

2020-UR-57 수시 서울숲 보행교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2020.09.01~ 2020.11.30

2020-UR-58 수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

김동성 이주혜 2020.09.01~ 2020.10.31

2020-UR-59 수시 반포천 복개 민자주차장 실시협약 변경(안) 
사전검토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2020.09.08~ 2020.10.07

2020-UR-61 수시 2020년 수시(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7인 2020.09.22~ 2020.12.21

2020-UR-63 수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산정에 대한 검토

권용훈 장병철 2020.10.05~ 2020.11.04

2020-UR-64 수시 시립청소년진로체험센터 추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주재홍 김병수, 반동인, 우상미 2020.11.04~ 2020.12.31

2020-UR-66 수시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 외 
2건(5월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2020.11.12~ 2020.12.11

2020-UR-67 수시 2020년 수시(11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6인 2020.11.16~ 2020.12.15

2020-UR-72 수시 2021년 1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3인 2020.12.04~ 2021.02.03

과제코드 과제유형 연구보고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과제기간

2020-AR-03 협약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황민섭, 연제승 2020.07.27~ 2020.10.26

2020-ER-05 수탁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 위탁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김동성, 이승용, 
심효섭, 이주혜, 신형준, 연제승

2020.01.03~ 2020.04.01

2020-ER-44 수탁 연남동 일대 지하주차장 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내용 검토

김동근 심효섭, 박귀원, 신영현 2020.05.20~ 2021.01.14

2020-ER-46 수탁 주차서비스 플랫폼 3.0 구축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김동성 신형준 2020.05.18~ 2021.01.17

2020-ER-64 수탁 중곡1동·거여동·시흥본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BTO)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박영민 윤형호, 어한나, 이기태, 사경은, 
김나리, 김한준

2020.12.21~ 2021.12.20

2021-BR-10 기초 공공투자사업 사회적비용 산정의 
쟁점과 대응방안

권용훈 김범식,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김병수

2021.01.18~ 2021.09.17

2021-BR-13 기초 선택실험법 활용한 공원사업 투자심사  
편익 추정방안

김동근 김범식, 김원주, 신영현, 심효섭, 
김한준

2021.02.01~ 2021.10.31

2021-BR-34 기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업무 성과 
분석(2020~2021)

박영민 김범식, 권용훈, 김동성, 김동근, 
최영은, 사경은, 김나리, 어한나

2021.08.01~2022.04.30

2021-BR-35 기초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패턴 변화와 대응 전략 최영은 김범식, 박영민, 권용훈, 김동성, 
김동근, 김병수, 반동인, 윤영학

2021.08.16~ 2022.04.15

2021-BR-42 기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속 및 부대사업 유형 연구

권용훈 김범식,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성태엽

2021.12.20~ 2022.09.19

2021-BR-43 기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적정 규모 산정 방법론 연구

김동근 김범식, 권용훈, 심효섭, 홍상연, 
박귀원, 신영현

2021.12.20~ 2022.09.19

2021-PR-16 정책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김동성 김범식, 주재홍, 이승용, 우상미, 
이주혜, 신형준, 허자연

2021.03.01~ 2021.12.31

2021-OR-05 현안 서울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21.04.12~ 2021.12.11

2021-OR-06 현안 양녕로~신림로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김동성 이승용, 이주혜, 신형준 2021.04.20~ 2021.11.19

2021-UR-03 수시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

김동성 이승용, 이주혜 2021.01.15~ 2021.04.14

2021-UR-04 수시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타당성조사에 대한 타당성검증

권용훈 고광화, 연제승 2021.01.19~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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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UR-07 수시 묵1동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김한준, 사경은 2021.02.01~ 2021.04.30

2021-UR-09 수시 2021년 정기(3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4인 2021.02.24~ 2021.05.23

2021-UR-10 수시 2021년 2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1인 2021.03.05~ 2021.05.04

2021-UR-11 수시 2021년 수시(4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1인 2021.03.15~ 2021.06.14

2021-UR-15 수시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

김동근 신영현 2021.03.31~ 2021.06.30

2021-UR-16 수시 구로거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김동성 이주혜, 신형준 2021.04.07~ 2021.07.06

2021-UR-18 수시 2021년 정기(5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5인 2021.04.15~ 2021.07.14

2021-UR-21 수시 2021년 수시(6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4인 2021.05.13~ 2021.08.12

2021-UR-22 수시 2021년 3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김범식 주재홍 외 17인 2021.05.18~ 2021.07.16

2021-UR-28 수시 2021년 정기(7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박영민 외 13인 2021.06.10~ 2021.09.09

2021-UR-31 수시 도시고속도로 사고위험지점 연결체계 개선 적정성 
검토

최영은 김병수, 윤영학 2021.07.07~ 2021.10.06

2021-UR-32 수시 2022년 6차(8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박영민 외 16인 2021.07.19~ 2021.10.18

2021-UR-34 수시 2021년 4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김범식 박영민 외 12인 2021.07.29~ 2021.09.28

2021-UR-36 수시 2022년 7차(9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김범식 박영민 외 18인 2021.08.12~ 2021.11.11

2021-UR-42 수시 2022년 8차(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 교통 및 물류분야

김범식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21.09.24~ 2021.12.23

2021-UR-43 수시 2022년 8차(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김범식 김병수, 반동인, 최영은, 윤영학 2021.09.24~ 2021.12.23

2021-UR-44 수시 2022년 8차(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 문화 및 관광분야

김범식 심효섭, 김동근, 신영현, 김한준 2021.09.2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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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UR-45 수시 2022년 8차(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 사회복지 등 분야

김범식 김동성, 이승용, 우상미, 이주혜, 
신형준

2021.09.24~ 2021.12.23

2021-UR-46 수시 2022년 8차(10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의견서 - 일반공공행정분야

김범식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사경은 2021.09.24~ 2021.12.23

2021-UR-52 수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최영은 김범식, 주재홍, 반동인, 우상미 2021.10.21~ 2021.12.20

2021-UR-53 수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2차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최영은 김범식, 김병수, 반동인, 윤영학 2021.10.21~ 2021.12.20

2021-UR-54 수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검증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2021.11.25~ 2022.02.24

2021-UR-55 수시 2022년 1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김범식 박영민 외 13인 2021.12.06~ 2022.02.04

2021-AR-02 협약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

박영민 김동성, 최영은, 어한나, 김병수, 
이승용, 반동인, 김나리, 우상미, 
이주혜, 신형준, 연제승, 사경은, 
윤영학

2021.06.07~ 2022.02.06

2021-ER-18 수탁 주차서비스 플랫폼 3.0 제3자 공고안 작성 김동성 신형준 2021.05.04~ 2021.05.31

2021-ER-33 수탁 동작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김동성 이승용, 신형준 2021.07.29~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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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The Seoul Institute 
30 Years of History

1992 2022

주요 간행물과 
시민참여 연구

01. 단행본
02. 정책리포트
03.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



출판년월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2000. 6.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 (국문/영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7. 지도로 본 서울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12. Urban Management in Seoul 권원용, 김광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1. Building Good Governance: Reforms in Seoul 마크 홀저, 김병준 편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1. 서울 20세기 생활·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1. 서울 20세기 공간 변천사 (국문/영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6.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해설집 전기성, 오준근, 이발래, 성충익, 
피석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7. 21세기 세계 대도시 도시관리 방향 이희정, 이현정, 박내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2. Changing Profile of Seoul 
(<지표로 본 서울 변천> 영문판)

김광중, 강범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2. 지표로 본 서울 변천 김광중, 강범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2.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2. Can Seoul Become a World City?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3. 줄리아니 시장의 뉴욕시정 개혁 루돌프 줄리아니, 조셉 로타, 
마이클 카피넬로

강황선, 이종규 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12. 도시물류론 이우승, 이광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12. 스마트 도시성장을 위한 토지시장 모니터링 냅 게릿 신상영, 황병화, 
김준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12. 도쿄의 도시정책 이치가와 히로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12. 북경역사문화명성 보호계획연구 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5. 첨단버스체계 BRT 계획과 적용 로이드 라이트 박진영, 이상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7. 서울의 미래를 읽는다 : 델파이 리포트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10. 서울버스개혁과 갈등관리 이야기 송석휘, 김경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12.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교통의 Barrier-Free 와히라 요시히로 이신해, 도군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12. 성과지향적인 지방정부 구현방안 블레인 라이너 외 송석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2. 상업용도복합개발개론: 판매 - 엔터테인먼트 목적지개발 마이클 베야르 임희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2. 누가 지불할 것인가? 피터 헬러 최경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출판년월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2006. 7. 도시설계 개론 르웰린-데이비스 김경배, 이제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12. 서울의 도시계획·설계 임희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6. 지도로 본 서울 2007 정문건 　 법문사

2008. 8. 마을만들기 디자인게임 사토 시게루 외 민현석, 최윤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2. 뉴욕시 조닝 핸드북 뉴욕시 도시계획국 배웅규, 정종대, 
김지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1. A City and its Stream 피터 로우, 김세훈, 정상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3. 11. 전환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3 이유진 　 한울

2013. 11. 산악문화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15 김선미 　 한울

2013. 12. 지도로 본 서울 2013 서울연구원 　 법문사

2013. 12. 도시농업: 미래서울 연구총서 4 안철환 외 　 한울

2013. 12. 협동조합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5 김현대 　 한울

2013. 12. 인권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6 우필호, 강을영 　 한울

2013. 12. 보행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7 임금선 　 한울

2013. 12. 혁신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8 장영희, 유창주, 조권중 　 한울

2013. 12. 고령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11 김은홍 　 한울

2013. 12. 소통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12 유창주 　 한울

2013. 12. 책 읽는 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13 양리리 　 한울

2013. 12. 투명사회 정보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14 전진한 　 한울

2013. 8. 행복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1 이정전 　 한울

2013. 8. 재활용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2 김재영, 유기영 　 한울

2014. 2. 공동체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9 우미숙 　 한울

2014. 2. 건강도시: 미래서울 연구총서 10 박봉희 　 한울

2014. 3. 한성의 정체성 회복 이야기 임희지 　 한울

2014. 3. 도쿄의 미래전략 : 세계 최대 도시권의 대변혁 이치가와 히로, 쿠보 타카유키 이주일 서울연구원

2014. 6. 푸드앤더시티: 도시농업과 먹거리 혁명 제니퍼 코크럴-킹 이창우 삼천리

2014. 7. 통계로 본 서울주거: 서울통계연구 4 이재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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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통계로 본 서울인구: 서울통계연구 1 변미리, 은기수 　 서울연구원

2014. 7. 통계로 본 서울경제: 서울통계연구 2 박희석, 김범식 　 서울연구원

2014. 7. 통계로 본 서울교통: 서울통계연구 3 이신해, 김태중 　 서울연구원

2014. 8. 서울! 이야기하다: 공간 김영식, 파절이, 설재우 　 날마다

2014. 8. 서울! 이야기하다: 시간 신원호, 최종현, 유영봉 　 날마다

2014. 8. 서울! 이야기하다: 일상 임완수, 최홍규, 류진곤 　 날마다

2015. 2. 공유야 놀자! 유창주 외 　 서울연구원

2015. 5. 서울의 재발견: 
시민이 행복해지려면 도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승효상, 오영욱, 조한, 권기봉, 
조용헌, 로버트 파우저, 이현군, 
유재원, 고미숙

　 페이퍼스토리

2016. 10. 함께 걷는 노동: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김종진 　 서울연구원

2016. 11. 재정건전화: 서울시 살림살이의 새로운 밑그림 정창수 　 서울연구원

2016. 11.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소비도시에서 에너지생산도시로 이유진 　 서울연구원

2016. 12.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경희, 변미리 외 　 서울연구원

2016. 12. 저성장 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양재섭, 김예성, 성수연 외 　 한울

2016. 12. 마을공동체: 살 맛 나는 도시 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서울연구원

2016. 2. 서울의 인문학: 도시를 읽는 12가지 시선 조세형 편저 　 창비

2016. 2. 2045 서울미래보고서 01: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변미리 　 서울연구원

2016. 2. 2045 서울미래보고서 02: 미래기술과 미래서울 변미리 　 서울연구원

2016. 4.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조한혜정, 엄기호 외 　 창비

2016. 7.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6. 7. 공공임대주택: 집 걱정 없는 서울 안균오 　 서울연구원

2016. 8. 걷는 도시 서울: 걷는 즐거움의 재발견 이신해 　 서울연구원

2016. 8. 중산층 흔들리는 신화 조권중 　 서울연구원

2016. 9. 뉴타운 출구전략: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재생 이주원 　 서울연구원

2017. 1. 사회혁신: 서울을 바꾸는 힘 김병권 　 서울연구원

출판년월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2017. 10.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한 권으로 보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든 것

정희윤, 하민지 　 서울연구원

2017. 11. 서울 교통정책 변천사 1953~2016 이광훈 　 서울연구원

2017. 2. 사회적 경제: 경쟁을 넘어 협동으로 함께 꾸는 꿈 이은애 　 서울연구원

2017. 2. 진화하는 교통: 성숙도시 서울 김원호, 이신해, 이창 　 서울연구원

2017. 2. 도전받는 공간: 성숙도시 서울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7. 2. 소통도시 서울: 시민과의 소통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 김병희 　 서울연구원

2017. 3. 50플러스 세대: 오십 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 남경아 　 서울연구원

2017. 3. 서울사회학: 서울의 공간, 일상, 그리고 사람들 서우석, 변미리, 김백영, 김지영 
엮음

　 나남

2017. 5. 국공립어린이집 +1000: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

백선희 　 서울연구원

2017. 6. 우리 곁의 난민: 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 문경란 　 서울연구원

2017. 6.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박현찬, 정상혁 　 서울연구원

2017. 6. 여성안심특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조영미, 임경진 　 서울연구원

2017. 7. 한양도성: 시민과 함께 서울의 역사를 걷다 전우용 　 서울연구원

2017. 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도시를 만드는 우리 동네의 변화

이태수, 강혜규, 김진석, 김형용, 
남기철, 엄의식

　 서울연구원

2017. 9. Seoul Labor Policy 김종진 　 서울연구원

2018. 10.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박원순, 전병유 외 　 서울연구원

2018. 10. Rewriting the Rules of the Korean Economy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영문판)

박원순, 전병유 외 　 서울연구원

2018. 11. 서울 감성 여행 1. 일제 강점기 민현석 　 서울연구원

2018. 11. 서울 감성 여행 2. 경제 성장기 민현석 　 서울연구원

2018. 11. 서울 감성 여행 3. 개항 이후 민현석 　 서울연구원

2018. 12.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s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영문판)

이태수, 강혜규, 김진석, 김형용, 
남기철, 엄의식

　 서울연구원

2018. 2. Citizens Shaping Seoul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영문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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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40, 서울을 묻다 변미리, 구본권, 정하웅, 최남희, 
정지훈, 윤영호, 배명훈, 김지석

　 서울연구원

2018. 3. The 50-Plus Generation (<50플러스 세대> 영문판) 남경아 　 서울연구원

2018. 3. 서울시정 임팩트 리포트 김인희, 안누리 　 서울연구원

2018. 5. The Seoul City Wall 전우용 　 서울연구원

2018. 5. 비노동사회를 사는 청년, 니트 이충한 　 서울연구원

2018. 6. 서울의 공간경제학: 산업과 공간으로 본 서울의 경제 김범식, 남기범 엮음 　 나남

2018. 7. 아이돌 연습생의 땀과 눈물 이종임 　 서울연구원

2018. 7. Social Economy: Dreaming Together Beyond 
Competition

이은애 　 서울연구원

2018. 9. 동대문 네팔 타운의 희노애락 육성철 　 서울연구원

2019. 1.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 도시로 가는 길 정병순 　 서울연구원

2019. 10.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1권 : 일반지침 주재홍, 윤형호 　 서울연구원

2019. 10.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2권 : 문화체육 김동근, 윤형호 　 서울연구원

2019. 10.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5권 :
도로·주차장·보행시설

권용훈, 윤형호 　 서울연구원

2019. 2. 통계로 보는 서울 인구와 가구 변미리 　 서울연구원

2019. 4. Community Empowerment (<마을공동체> 영문판) 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서울연구원

2019. 4. 서울연구원 25년 정책연구의 기록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9. 5. Social Innovation (<사회혁신> 영문판) 김병권 　 서울연구원

2019. 5.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원전 하나 줄이기> 영문판)

이유진 　 서울연구원

2019. 7. The City of Communication, Seoul 
(<소통도시 서울> 영문판)

김병희 　 서울연구원

2019. 8. A City of Walkers, Seoul 
(<걷는 도시 서울> 영문판) 

이신해 　 서울연구원

2019. 8. 가깝고도 먼 우리, 함께 살기: 서울의 중국동포 여성 이야기 신경희 　 서울연구원

2019. 9. 노인을 위한 동네: 고령친화 지역사회 만들기 백선혜, 안현찬 외 　 서울연구원

출판년월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2020. 1.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3권  :
행정 공공주택 산업

박영민, 윤형호 　 서울연구원

2020. 1.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4권 : 보건·복지 김동성, 윤형호 　 서울연구원

2020. 11.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20. 11. 서울광장의 재조명 최상철, 한영주 　 서울연구원

2020. 12. 디지털 시대의 서울 경제: 
서울,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다

김묵한, 주재욱 외 　 서울연구원

2020. 12. 서울시 통행 변화 20년: 1996~2016 김순관 　 서울연구원

2020. 2. 예술과 삶: 마이너리티 아티스트 7인 이야기 이동연 　 서울연구원

2020. 3. 숨 쉬는 도시 김운수, 김정아 　 서울연구원

2020. 4.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2012~2022) 유창복 　 서울연구원

2020. 5. 지표로 본 서울 변천 3 이석민 　 서울연구원

2020. 7. 서울, 거대도시로 성장하다: 198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권영덕, 이보경 　 서울연구원

2020. 9.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 이민규 　 서울연구원

2021. 4. 도시계획학 01 역사편: 도시의 자격 강명구 　 서울연구원

2021. 10. 도시계획학 02 기초편: 도시의 비움 강명구 　 서울연구원

2021. 10. 주거문화의 충돌과 융합: 외래근대주택 100년의 이야기 민현석 　 서울연구원

2021. 5. 미래 서울 행정: 경계가 허물어진 미래, 
뉴거버넌스 시대가 열린다

김귀영, 김상묵 외 　 서울연구원

2021. 8. 서울의 미래세대: 
서울은 어떤 미래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김석호, 변미리 　 서울연구원

2022. 2.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2000년대 서울·도쿄 도시공간정책 비교

양재섭, 아이바 신 외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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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07 1호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Green Initiative 김운수, 조항문, 유기영

2008 2호 서울경제의 새 돌파구 : 생명산업 복합단지(Seoul Biopolis) 조달호, 김세훈

3호 창의문화수도를 위한 서울시의 7대 과제 라도삼

4호 고유가 시대의 Green Transportation 전략 김경철, 이광훈, 손기민, 조항문, 고준호

5호 학습도시 서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혜숙

6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과제 김경혜

7호 사회적기업을 통한 서울시 양극화 해소 방안 정병순, 신경희

8호 용산의 잠재력: 서울의 글로벌 관문이 될 것인가? 김상일

9호 바람직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 교통센서스 결과로 본 수도권 교통현황 김순관, 손기민

10호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물관리 전략 김영란, 김갑수

11호 고유가시대 공공부문의 5대 에너지 절약방안 조항문

12호 한강의 르네상스: 治水에서 利水로 윤혁렬, 박현찬

13호 외국인 100만 시대를 위한 서울시의 다문화 사회 전략 홍석기

14호 개방화 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 정희윤

15호 2008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16호 지역 간 재정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배준식·이세구

17호 시급한 도시계획상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김인희

18호 확충이 필요한 서울의 공공도서관 조권중

19호 서울시 화석에너지 감축방안 : 녹색성장을 위한 Oil Free 전략 김경철, 조항문, 조달호, 이신해, 배준식

20호 서울 관광물가, 고평가되었는가? 금기용

21호 서울 식품 안전 확보전략 신경희

22호 서울 도시디자인 전략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백선혜, 라도삼, 여혜진

23호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서울시 도로시설물 관리 전략 신성일

24호 물산업의 미래 전망과 과제 김갑수, 윤형호

25호 재난 제로, 서울을 위한 방재 전략 김윤종, 원종석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08 26호 어떻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할 것인가? 민현석

27호 올바른 SOC 투자를 위한 도시철도·도로 사업 전략 조달호, 손기민, 김승준, 이광훈

28호 2009년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2009 29호 서울,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인가? 김선자

30호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31호 주택 재건축의 또다른 대안 : 도시형 타운하우스 이성창, 임희지, 김상일

32호 서울, 과연 외국인 친화 도시인가? 홍석기

33호 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34호 서울시 방과후학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혜숙

35호 지속가능한 한강수계 관리방안 : 수질총량관리제 조용모, 조항문

36호 서울의 전통시장,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김찬동

37호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김원주

38호 음식폐기물 처리용 오물분쇄기 도입방안 유기영

39호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김상일

40호 미래지향적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 전략 윤형호

41호 한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서울경제 : 2009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42호 서울시 노인 여가스포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노은이

43호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시사점 홍석기

44호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의 다핵화 전략 이주일, 김인희

45호 서울산업의 거점공간으로서 산업입지 공급전략 정희윤, 김상일

46호 미래지향적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전략 이혜숙

47호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 생활권을 중심으로 김찬동

48호 2009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49호 서울시, 한-EU FTA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달호

50호 한강지천의 르네상스 : 물을 매개로 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방안 박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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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09 51호 교통데이터로 본 서울시의 중심성 김원호, 이신해, 김승준

52호 서울시의 그린카 보급촉진 전략 고준호

53호 2010년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2010 54호 시민의 자전거 이용문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홍석기

55호 서울시 저출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선자

56호 옛길 어떻게 가꿀 것인가? 민현석

57호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 진상현 박은철

58호 포스트(Post) 교통수요관리 시대의 교통정책 방향 신성일

59호 2010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60호 통합적 디자인 계획을 통한 서울시 중심지 활성화 방안 임희지

61호 Zero Waste 도시, 서울의 새로운 도전 유기영

62호 서울-인천 간 물류·유통의 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안기정, 신성일

63호 관광산업의 신성장 모델: 저탄소 녹색관광 금기용

64호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김선자

65호 2010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윤형호, 김범식

66호 서울시 소득 양극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김경혜

67호 도시환경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양재섭, 김상일

68호 지표로 본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 맹다미

69호 서울 대도시권의 확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원호, 이신해, 김승준

70호 서울시 사회적 자본: 현황과 정책과제 조권중

71호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도시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변미리

72호 2010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윤형호, 김범식

73호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서울시 추진전략 라도삼

74호 서울의 CCTV,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석민

75호 ‘Zero Waste’를 위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산업 육성 방안 유기영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0 76호 강·산·역사를 아우르는 서울시 경관 전략 이성창, 박현찬

77호 건물 전면공간 디자인을 통한 보행활성화 전략 여혜진, 한광야

78호 2011년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윤형호, 김범식

79호 건물에너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김민경

2011 80호 초고령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I)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전략 김경혜

81호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무엇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김묵한

82호 서울시 자영업: 특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 박희석

83호 서울시 서비스업 고용구조: 다섯 가지 특징과 향후 정책방향 김범식

84호 초고령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II) : 기회요소의 활용전략 김경혜

85호 2011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86호 대기질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오염물질 통합관리 최유진

87호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박은철

88호 도시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녹화전략 송인주

89호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신상영, 맹다미

90호 주상복합건물의 계획적 관리방향 양재섭

91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전략 이성창, 박현찬

92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93호 서울시 사업체 창업의 행태 변화(1997-2008) 김묵한

94호 분뇨정화조 운용 개선방안 유기영

95호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 분석 김범식

96호 기상이변에 대응한 서울의 수해방지전략 신상영, 이석민, 박민규

97호 서울시 택시서비스 향상방안 안기정

98호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99호 자전거 관광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방향 홍석기

100호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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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1 101호 지속가능한 지하녹색공간 활성화 방안 송인주

102호 경관자가점검제도를 통한 서울시의 경관관리 전략 이성창, 박현찬

103호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변미리

104호 SDI 2012년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105호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략 이동훈

2012 106호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량적 온실가스 평가 방안 송인주, 최유진

107호 갈등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복지영향사전평가 김준현

108호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전략 신상영

109호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이동훈

110호 서울경제 일자리 창출의 동력,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병순

111호 SDI 2012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112호 서울시 공공 공연장 활성화 전략 백선혜

113호 지하철역에서 길찾기 여혜진

114호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김상일

115호 서울시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도입방안 김운수

116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윤혁렬

117호 불법 운전의 사회적 비용 김원호

118호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119호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찬동

120호 노천카페를 이용한 가로활성화 방안 김도년, 이성창, 정상혁

121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 김   진

122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방안 최유진

123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최    봉

124호 2012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125호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김범식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2 126호 마을문화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라도삼

127호 서울시 도로포장 실태 및 개선방안 배윤신

128호 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정희윤

129호 서울 소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조달호

130호 2013년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131호 차없는 거리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민현석

2013 132호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김운수

133호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진흥지구의 서울시 도입방안 윤형호

134호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신상영

135호 주거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이   창

136호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신창호, 김묵한

137호 2013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138호 중소 모바일콘텐츠 기업의 개발 프로세스 분석과 육성전략 최   봉

139호 서울시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방안 신성일

140호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배출특성(PM, NOx)을 고려한 단계별 관리방안 김운수

141호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에 따른 서울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권영덕

142호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노은이

143호 지속가능한 중국관광객의 유치 전략 반정화

144호 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박희석

145호 서울시 소매업의 특성 분석과 자생력 강화방안 김범식

146호 예술시장의 기부실태와 활성화 방안 라도삼

147호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실태와 개선방안 이재수

148호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지원 방안 배준식

149호 서울시 가정용 전력소비의 변화요인과 저감방안 김민경

150호 서울시 대부업체의 현주소와 관리감독 개선방안 윤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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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행물과 시민참여 연구 정책리포트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3 151호 2013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152호 서울시 청년창업의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김묵한

153호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송인주

154호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 추진방안 윤민석

155호 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및 악성화 진단과 대책(Ⅰ)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156호 4/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2014년 경제 전망 박희석

157호 서울시 악성채무가구의 재무구조 실태 및 새 출발 지원 정책방안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2014 158호 서울관광의 질적 내실화 방안 금기용

159호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박은철

160호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최유진

161호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신상영, 조권중

162호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주공(住工) 공생 발전 방안 민승현

163호 서울시 하천 둔치의 이용 실태와 자연성 회복 방안 김진홍(외부)

164호 2014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박희석

165호 서울시 노동시장 분석과 노동복지정책 제언 신경희

166호 선(先) 노상주차 정비를 통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의 추진방안 이광훈

167호 서울노인의 경제·사회적 결핍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김경혜

168호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김범식

169호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맹다미

170호 2014년 2/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박희석

171호 고농도 오존의 시민 건강영향과 대응방안 김운수

172호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분포 현황 및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개선방안 민현석

173호 대규모 복합교통시설의 보행실태와 보행 인프라 구축방안 신성일

174호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이광훈

175호 경관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의 개선전략 박현찬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4 176호 서울시 주차상한제의 적용성 개선방안 이신해

177호 2014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박희석

178호 서울의 생활악취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조용모

179호 성공적인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금기용

180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 출근통행의 질 평가 김순관

181호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김범식

182호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 적정기준 설정 및 배출원 관리정보 구축 김운수

183호 2014년 4/4분기 서울경제 여건 및 2015년 경제 전망 박희석

2015 184호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양재섭

185호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확보실태와 개선방안 맹다미 

186호 서울시 택시 이용 및 운행 실태와 개선방안 안기정

187호 서울시의 잉여건자재 실태와 건자재은행 도입방안 유기영

188호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의 직무배치와 경력관리 개선방안 김경혜

189호 재정분권화를 선도하는 세제개편 방안 배준식

190호 2015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박희석

191호 서울시 교통 SOC 투자실태와 정책제언 김승준

192호 서울시의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정희윤

193호 어린이집·경로당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최유진

194호 서울시 숙박시설의 유형별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금기용

195호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 개선방안 김경혜

196호 2015년 2/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박희석

197호 공유서울의 대표사업, 나눔카의 효과와 운영방향 고준호

198호 노숙 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와 정책과제 박은철

199호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조달호

200호 서울의 추석 경기 진단 및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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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행물과 시민참여 연구 정책리포트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5 201호 해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한 서울시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의 발전방안 고준호

202호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변미리

203호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특성과 정책방향 김범식

204호 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양재섭

205호 2016년 서울시민의 10대 경제 관심사 및 2015년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박희석

2016 206호 역사가 흐르는 공원길 조성을 위한 역사공원 활성화 방안 김원주

207호 승용차 소유와 이용 특성을 고려한 교통수요 관리정책 방향 안기정

208호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비용 산정과 정책적 활용방안 김승준

209호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윤민석

210호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주진우

211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최    봉

212호 버블붕괴 이후 도쿄도 주택시장의 변화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남원석

213호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교차로 개선방안 김원호

214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최    봉

215호 서울시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평가와 관리방안 김운수

216호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맹다미

217호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과 민간확산 방안 최    봉

218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이슈 최    봉

219호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의 쟁점과 개선방향 양재섭

220호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 이    창

221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7년 경제 이슈 최    봉

2017 222호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유기영

223호 서울시민의 비만 실태와 대응방향 손창우

224호 서울시 영상미디어 창조인재의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제언 오은주

225호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정책제언 조달호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7 226호 서울시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협력방안 김운수

227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가계 부채 현황 김범식

228호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김태현, 이태희

229호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과 정책제언 김승연

230호 서울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방안 조용모

231호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 최유진

232호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박은철

233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김범식

234호 서울시 생활문화에술동아리의 특성과 정책제언 백선혜

235호 서울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실태와 방지 방안 윤형호

236호 서울 도심권의 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행태변화 및 정책 시사점 유경상

237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경기 진단 김범식

238호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 제조업의 특성과 정책제언 오은주

239호 서울시 화재 대응력 향상방안 원종석

240호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라도삼

241호 서울시 주요 제조업의 공정특성별 맞춤형 정책방안 김묵한

242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김범식

2018 243호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이혜숙

244호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친화형 시정평가제도의 정립 정병순

245호 포용도시를 향하여_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 변미리

246호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양재섭

247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실태 김범식

248호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 주진우

249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전략 이혜숙

250호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실태와 청년일자리 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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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8 251호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방안 최유진

252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민선 7기 서울시장에 바라는 정책 김범식

253호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이용 실태 손창우

254호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 주재욱

255호 서울시 물길조성 활성화 방안 김영란

256호 4차 산엽혁명 시대, 서울시 노동시장 진단과 대응방향 오은주

257호 서울시 폭염 대응력 향상 방안 조항문

258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경기 진단 김범식

259호 서울시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 역할 강화방안 이신해

260호 서울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정책방향 오은주

261호 서울시 사물인터넷산업 잠재력과 육성방안 조달호

262호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정상혁

263호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비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개편방안 신민철

264호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향 유경상

265호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정병순

266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김범식

2019 267호 서울시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송인주, 윤초롱

268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안현찬, 구아영, 조윤정

269호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효율적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승현, 양지혜, 장준영

270호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이혜숙, 이영주

271호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방안 김승연

272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최    봉

273호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박희석, 정현철

274호 서울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특성과 활성화 방향 오은주, 오승훈

275호 서울시 유출지하수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이석민, 윤형미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19 276호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 김수경

277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최    봉

278호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방안 황인창, 한진석, 고준호

279호 세계 대도시 중심지체계와 육성전략 비교: 뉴욕·런던·도쿄 김선웅, 김희진

280호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이혜숙, 이영주

281호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수정안과 추진전략 이민규

282호 경관사업·경관협정의 활성화와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박현찬, 오지연

283호 서울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도입방안 윤혁렬, 기현균

284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최    봉

285호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책과제 맹다미, 백세나

286호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조달호, 유인혜

287호 고령화와 초미세먼지 건강 영향 황인창

288호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문인철

289호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 방향 민현석, 오지연

290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최    봉, 장윤희

2020 291호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안현찬, 조윤정

292호 사회환경 변화와 서울의 모빌리티 유경상, 정상미, 연준형

293호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손창우, 김정아

294호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방안 홍상연, 박세현

295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윤민석, 문진영

296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1대 총선 관련 경제 영향 및 이슈 최    봉, 오승훈

297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방안 박희석, 반정화, 정현철, 김수진

298호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윤서연, 진화연

299호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통해 본 서울시 신종감염병 관리의 현재와 미래 손창우

300호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김원호, 정상미,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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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20 301호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신상영, 김상균

302호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유정민, 김정아

303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비대면 경제 최    봉, 오승훈

304호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문인철

305호 다세대·다가구주택지 재생을 위한 슈퍼블록단위 통합·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 임희지, 양은정

306호 서울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이석민, 윤형미

307호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 백선혜, 이정현, 조윤정

308호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확보 방향 민승현, 이슬이

309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부동산 대책 최    봉, 오승훈

310호 서울시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방향 오은주, 오승훈

311호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정병순

312호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 김선웅, 김상일, 성수연

313호 걷는 도시, 서울’ 정책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이신해, 정상미

314호 중국 사례로 살펴본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방안 황인창, 백종락

315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최    봉, 오승훈

2021 316호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김진하, 황민영

317호 스마트시티와 서울의 산업 주재욱, 윤종진

318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정립방안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319호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방안 김진하, 황민영

320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도화 수준 종합적 진단과 제고방안 이민규, 박은현

321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보복소비 오은주, 유인혜

322호 코로나19 확산이 서울 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주재욱, 노승철, 윤종진

323호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와 과제 손창우, 윤민석, 김성아, 조윤정

324호 통계분석과 실태조사로 본 서울시 여성기업의 특성과 육성방향 김범식, 장윤희

325호 서울의 1인가구, 에너지 얼마나 쓸까? 김민경

연도 권호 <정책리포트> 제목 저자

2021 326호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김승연, 박민진

327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에 바라는 경제정책 오은주, 유인혜

328호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 황인창, 백종락

329호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방안 윤민석, 이영주, 임상욱

330호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정책과제 백선혜, 조윤정

331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오은주, 유인혜

332호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조달호, 유인혜

333호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유경상, 연준형

334호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 조권중, 최지원

335호 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현황과 안전관리 신상영, 남현정

336호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양재섭, 반영권

337호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고도화 방안 윤민석, 윤혜정, 임상욱

338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2년 주요 경제 이슈 오은주, 유인혜

339호 유럽 경제선진국의 대중국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이민규

2022 340호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김고운, 강원삼, 이혜진

341호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전략 문인철, 송미경

342호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체계화 방향 박은철, 김수경

343호 서울시 AI 생태계 분석 및 정책방안 주재욱, 유인혜

344호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송인주, 윤초롱

345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배달서비스 이용 현황 오은주, 유인혜

346호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윤민석, 이영주

347호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 김진하, 황민영

348호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허자연, 이가인

349호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지원방안 주재욱, 윤종진

350호 디지털 전환 시대,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 도시공간의 변화와 전망 윤서연, 이동하, 진화연, 박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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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행물과 시민참여 연구 정책리포트



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2012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 홍인옥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도쿄의 ‘빈 건물’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남지현 성나연, 이윤서

서울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 이원재 김상철, 황지원, 유희정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방화 5·6단지 커뮤니티디자인을 사례로

정문수 김연금, 박영석, 정유진

마을공동체 사업에 따른 마을형 주거복지 연계방안 연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을 중심으로

이주원 정상길, 김우성, 김정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 사례 연구 - 도쿄도 시모키타자와(下北沢), 
키치조지(吉祥寺) 상점가 사례를 중심으로-

임화진 김종수

문래예술공단 환경조형물 제작 생태계 조사 연구 김    강 김윤환, 권범철, 장창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문진수 　

개미이웃 이유정 　

2013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의 타당성 연구 김지연 박상병, 우대경, 최혜자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김준현 김용수, 김형숙, 배현지, 안성하, 윤현옥

서울 학교 햇빛발전 실태조사와 개선방향 연구 박규섭 이지언, 조주은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적 구성 : 홍대 공간을 중심으로 김수아 백미숙

서울시 사대문 안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기초 연구 이윤희 황민혜, 최시인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구조와 생활세계 연구 김봉렬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 이부영 홍도미, 변명기, 이명승, 홍양선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인의 서울관광동향 분석 
-일본에서 출판된 서울 지역 관광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백리나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찬 성승현

도쿄는 어떻게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는가? 이헌석 타카노 사토시, 이영경

서울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송효원 이경환, 이기원, 황금별, 이가현, 이상윤, 
송진우

2013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 
서울시민, 건강권을 선언하다! 쪽방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손정인 김정숙, 김슬기, 조승화

행복중심 용산생협 활성화 방안 연구 장    진 최윤정, 권혁문

살아 숨쉬는 서울시 이미지 연구: 소셜 웹공간에서 재현된 ‘공간실천’을 중심으로 홍석경 박지영, 김선주

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2013 시민소통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서울시 재난 안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정규진 김용희, 김지원, 송민선

온·오프라인 융합형 마치즈쿠리의 가능성: 일본 지역 SNS 사례 연구 윤주선 정일지

익선동 한옥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코 뮤지엄 구상 배은석 박진선, 심보금, 이지현, 신나영, 김재영, 
동범준

패시브 버스정류장 모형 개발 김정수 고도현, 이지언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연구 유영민 김승순, 최승희

불용건자재뱅크 도입 가능성 분석 최승철 김란수, 이성훈, 임판순, 유황남

2014 서울시의 도시 브랜드 개성 : 주요시와 비교를 중심으로 이희복 　

서울의 소외된 삶터: 옥탑방의 현재와 미래 고세범 　

Made in Korea 봉제패션 현황 및 경쟁력 지수 조사 
-동대문패션시장을 중심으로-

한경구 　

대기업의 서울시내 전통시장과의 상생 실태조사 이광희 손준희, 홍명숙

외식산업과 다문화 장소성: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을 중심으로 최윤정 이금숙

주민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 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윤호창 　

골목주차 vs 골목화단: 주체별 인식 및 행태에 따른 
‘골목형 공공성’ 정립에 관한 연구

윤서연 배선혜, 배영욱, 채진해

일본 쉐어하우스의 운영실태 분석 신병흔 박종현

마을단위 어린이 공공 공간 구축 위한 도시 공간 구조 분석 및 연구 : 
광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김지혜 이영선, 고영기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김윤이 문경일, 강민성, 김세익, 배상재, 이지원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방향 제언 김정우 김종하, 공다은, 박이헌, 백종현, 이경재, 
이정우, 정승연

GIS 기반의 아기지도를 활용한 육아환경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림 김아름, 손정민

청년금융복지상담 모형 개발 및 적용과 효과 한영섭 조금득, 이혜진

재개발을 앞둔 104마을의 현재 장    봄 한    나

황학동ㆍ동묘 벼룩시장’의 사회문화적 의미 천혜정 이지연

서울, 근대 문학과 미술의 장소 홍수영 양지원

IoT 시대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한 세계 각 도시의 주요 과제 현황 및 
전략 분석과 시범사업 방향 제시

한상기 　

뜨는 도시의 역설: 서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분석과 도시재생 정책의 시사점 음성원 박새미

도시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과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정경진 조수연,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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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행물과 시민참여 연구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



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2014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보행권 단위의 통합적 개선방안 연구 

하    춘 김혜정

사라져가는 서울의 지명 연구,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박민영 김성연

2015 청년창업지원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본 서울시 청년창업가들의 꿈과 삶 김정민 김철연, 김보준

서울 시민의 꿈과 삶-’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옥라 이아라, 이재희, 임현지, 김한결, 성한솔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소준철 서종건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최영미 　

동네 서점이 동네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지원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 동북 4구의 관광연계 지역발전 전략 연구 정건화 이기민, 이재경, 정준화

거리와 협의 -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에 나타난 갈등조정 과정에 대한 연구 - 박설아 박대승, 이다솔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참여자 확대를 중심으로 - 권유미 김지수

생태발자국을 통한 협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환경행동 비교조사 박숙현 한순금

아차산마을 단독주택지 어린이 보행특성 분석 이영선 김지혜

사운드 디자인 관리를 통한 도시브랜드 전략: 
서울·도쿄 지하철 소리풍경 중심

김주호 손주영, 이은정

서울시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방안 최선경 조경연, 정순희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임영상 김우경, 주동완, 한상진, 김승수, 박성희, 
손유진, 이영아, 이은지

성수동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김상현 이한나, 정가림

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본 양천구 마을활동 분석 주형선 최진웅

서촌 금천교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남기범 권범철, 김민수

건물·주택 에너지효율화 ‘하얀지붕 캠페인’ 실적조사 조윤석, 
하연선

김진선, 김효석

2016 사례분석을 통한 서울시 베이비부머 협동조합 활성화 과제 김복남 김종남, 강순영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한 안내 Sign 디자인 요소 개선방안 이영아 고지훈

핫 플레이스를 만드는 사람들 윤혜수 　

서울시 ‘집밥&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 제언 김소연 김지연, 임아혁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 내 자원의 흐름 소준철, 
이민재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에 의한 지역주민 갈등관리 연구 김천호 이은지

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2016 동네 슈퍼마켓의 커뮤니티 코어로서의 가능성 구축 김병재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제언

이진아 구자민

청년창업자의 노동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법 김정민 김철연

서울시 사회적경제 mapping: 담론과 전략 이은선 정규진

이화여대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신지영 이정선, 한유경

성산-망원동 일대 공공자전거(따릉이)와 개인자전거 이용패턴 비교 분석 최이명 강현미

2017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커뮤니티 연구 정호경 박성희

청년 비전형 노동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김민수, 
나현우

김병철, 김영민, 이기원, 김강호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연구(현장과 정책의 연결) 김소연, 
김순영

김민아, 김윤경, 박경선, 박소연, 박희명, 
소혜순, 이정선, 정현

서울시 도심 빈집 실태 리포트 홍다솜 이호욱

능동 에너지 재생 지도 만들기와 지원정책 사례 추소연 이우주, 김준오

2018 미세먼지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청년참여 개선방안 박선아 강다영, 김수현

소통형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생활 전파 제도 ‘우리동네 미세반장’ 종지선 임애리, 김다히

이주 고려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대책 김병혁 김우경, 남궁원, 강성주, 박민역, 조미영

마을만들기와 사회복지서비스 조미형 이인선, 이정은, 최보라, 조영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김은영 신현정

서울시 마을기업 정체성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방안 강명신 전선영, 강순영

도시 흔적 남기기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설유경 이재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 활용방안 조병섭 김동연, 손종태, 오헌근, 홍선희

시민호흡권 개선 위한 흡연부스 운영방안 김진아 　

효율성·형평성 고려한 폭염위험도 구성과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최적입지 도출 심혜영 　

걷고 싶은 골목길이 만드는 시원한 우리 동네 추소연 이우주, 김준오

비수도권 출신 서울 대학생의 도시애착 형성 요인과 정책 과제 최기훈 양준혁, 이하림, 김연수, 유지윤, 이서연, 
정유지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 -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중심으로 하    춘 김혜민

제로페이 현황과 개선방안 길진세 김성진, 박장배

빅데이터 심리분석 활용한 부동산가격 변동 분석 백송희 방설아,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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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2018 아동참여형 놀이터의 특성과 시사점 김희진 허지정

서울 아동천식환자 생활위험 노출평가와 개선방안 최길용 김채봉, 이기원, 조국, 이수민, 강기원

공익신탁 활용한 유휴부동산 이용 활성화 방안 정수현 이동완, 이철빈

2019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

박재윤 김진영, 박송아

코호트별 고가 하부 유휴공간의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석준기 김수희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새로운 경로로서 서울형 마을관리소 이재경 송하웅, 원석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시장 임소형 김태현

화곡본동 공간 짬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정책 제언 김숙희 김성희, 엄태인, 조정림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정책 제언

박상아 박수정, 김연주

홈리스(노숙·가출·가정 밖) 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 이형기 이승범, 한상준, 김태훈, 유한석, 진성일, 
조범수

CO-LIVING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고주형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일과 삶: 금속가공기술자의 구술생애사 최혁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활용 및 갈등 완화 방안 마련 김승현 나예진, 이소연, 모창현, 장찬우, 김준석, 
박현아

양육 당사자가 만드는 갈등 없는 아이 키우기 임애리 김다히, 이효진

사람들은 왜 신촌을 떠났을까 하정희 　

서울시 거주 장애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홍서윤 문영민

서울의 숨겨진 작은 브랜드 연구 이한나 김지현, 성은영, 박항기

장애물이 없는 도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로 및 대피소 실태와 개선방안 윤소연 박종화

지구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착한소비 확산 이병길 김영석

들어봐! 이게 서울의 자연소리야!! 최세준 기경석

2020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마음 돌봄을 위한 공적 심리상담 지원체계 제안 허소임 이정란, 이아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가정 내 돌봄과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엄지연 홍은정

ICT 활용 리빙랩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한소리 　

18세 청소년 참정권 참여 경험과 의미 곽미영 박종윤, 송재화, 박은주

취준준생의 등장 윤성민 하선영

문화활동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환경에 대한 연구 이도원 정하영, 박민철

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진

2020 행복주택 입주 청년들의 문화진흥 정책연구 임주왕 김은지, 김샛별

사회적 거리가 노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탐색 황민지 최민재, 배고은, 원송은, 박영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수현 이현영, 이호연, 김재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변동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노숙인 중심으로 최지원 우지원, 김동희, 이미연, 박영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청각장애 대학생 당사자가 경험하는 학습의 도전 김선희 박재홍, 김규미

언택트 교육 환경에 따른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습 지원 환경 실태조사 김지현 윤난, 조우리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연구 김일현 문영록, 임소라, 최용완, 윤창섭, 조유영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참여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인식연구 - 
강동 공동체정원을 대상으로

채진해 허윤경, 이현정, 김영일

비대면 시대, 어떤 집단이 더 주변화되는가 변혜리 　

서울시 청년의 사이드 프로젝트 활동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 고찰 노가빈 이소민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서울 전시 공간 아카이브 개선방안 연구 배준형 배선아, 이재황

야생동물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정적 조치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성민규 안재하, 안선영, 이상미

자원순환성과 재활용품 수집 노인 복지를 함께 개선할 수 있을까 윤민지 　

2021 기후위기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김효진 송미령, 한유미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주거기준과 평면 제안 이도윤 권오정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서울시 상권 지원·관리 방안 문형주 장창호

서울시 로컬 소상인을 위한 MZ세대 고객 경험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 제안 최지훈 　

원활한 농산물 소비를 통한 도시재생 이동주 김성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서울시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와 도시계획적 시사점 구한민 이상원, 김주영

MZ세대의 구독문화에 의한 공간 이용방식 변화 연구 최해인 　

포스트 코로나, 셰어형 공간의 필요와 쓸모 송주민 양선혜, 이동현

대학생의 채식 생활 가능한가 이현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청소년의 시각을 중심으로 김우희 우정흠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한 인터넷 댓글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 분석 서나래 주종웅

평생교육기관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와 과제 이지현 김현주, 박한나, 유경혜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분리배출 개선방안 연구 이동학 김세미, 안지선

일상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참여 확대 방안 연구 윤기성 신아영, 심가은, 지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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