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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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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발간사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정책, 도시
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및 관리, 공간정보체계 구축,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통
일 한반도 공간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과 국민행복의 향상, 국토자원 보
전·관리 등의 책무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시대를 이끈 물리적 개발 중심의 국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을

지역발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불평등과 차별

수행하였습니다.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용자 중심의

이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발전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주민친화적

패러다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19년도

활용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사업 목표를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토 정책
연구’로 정했습니다.

이번 2019년 연차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분권화시대

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혁신적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미래국토 설계’,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정책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추진’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하에 국토 발전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한 총 176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분권화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발을 위해 ‘국토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국토정책을 선도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국토균형발전을

기여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국민과 정부의

‘지방분권 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신뢰를 받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적 미래국토 설계를 위해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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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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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국토연구원 소개

연혁

1970

’78. 04. 17
’78. 09. 13
’78. 10. 04
’78. 12. 05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설립자: 대통령)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 공포(법률 제3140호)

1980

’81. 06. 01
’81. 12. 05
’84. 12. 05
’88. 08. 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흡수 통합(정부출연기관정비계획에 의거)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제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90

’92. 04. 23
’93. 03. 30
’93. 09. 07
’94. 04. 27
’97. 03. 26
’97. 07. 29
’99. 01. 29
’99. 12. 06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안양시 평촌 소재)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2000

’02. 05. 10
’02. 12. 06
’05. 05. 26
’05. 12. 06
’06. 05. 02
’06. 07. 10
’06. 12. 06
’07. 06. 15
’07. 07. 17
’08. 04. 07
’08. 04. 07
’08. 06. 18
’08. 10. 01
’09. 05. 08

‘경제사회연구회 2001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경제사회연구회 2004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2회 연속 선정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 평가’ 우수 연구기관 선정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10. 02. 05
’10. 12. 30
’11. 06. 18
’11. 12. 14
’12. 08. 08
’13. 08. 19
’15. 06. 30
’17. 01. 16
’18. 07. 10
’19. 02. 28
’19. 05. 09
’19. 05. 07

‘2009년도 우수 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설립
제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출연·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제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제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세종시 신청사 이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제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
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한반도·동아시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
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
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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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 주택,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 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05

06

07

08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09

10

11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련 부대사업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0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새 C.I. 선포 및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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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국토연구원 소개

조직도
국토연구원은 연구부서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
본부,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가균형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발전지원센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국토지식센터와 행정부서인 기획경영본부, 행정지원실로 구성되
어 있다.

경영목표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원장

감사

감사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원장

추진전략
국토빅데이터팀

국토지식센터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주도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활력 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도시연구본부

국토환경·자원
연구본부

•국토계획평가센터

•도시재생연구센터

•국가방재연구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공유지연구센터

•수자원·하천연구센터

주택·토지
연구본부

건설경제산업
연구본부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예산현황
공간정보사회
연구본부

2019 수입

(단위 : 백만 원)

2019 지출

(단위 : 백만 원)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

기획경영본부

•스마트공간연구센터

•연구기획·평가팀

•국토시뮬레이션센터

•예산경영팀
•인재개발팀

1. 정부출연금

19,279

1. 인건비

20,452

2. 자체수입

16,641

2. 사업비

14,046

3. 경상운영비
4. 시설비

35,920

1,408    
14

35,920

•홍보출판팀

어린이집건립추진단

4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국토계획·지역
연구본부

지식관리팀

행정지원실
•총무관리팀
•재무회계팀
•청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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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 실적
2019년 연구수행 현황

국토분야 중점 국정과제 연구사업 수행 비중

국토연구원은 정부현안에 대응하고 국토분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국정과제와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토

국토분야 정책수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목표를 수립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19년 176건의 연구 사업을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총 171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연인원 1,063명의 인력을 투

수행하였다.

입함으로써 특화된 국정과제 수행을 강화하였다.

기본연구

26

수시연구

건

23

건

일반연구

176

수탁연구

건
연구개발적립금

171

국정목표별
주요 연구성과

건

7

건

113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건

61

7

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2

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1

건

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

건

전체 연구사업 중 국정과제 지원
연구사업 비율

정부정책과제 주요 성과

정책지원

99

건

112

연구사업수

171

투입인력

1,063

95.0

예산

309

99.4

97.2

%

건

시범사업

민생지원

13

건

13

건

법·제도 제·개정

11

명

%

건

건

억원

%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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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확산 실적
연구관련 행사 개최

국토연구원은 연구의 정책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의 내용, 성격 등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국민, 지역사회, 언론을 대상으로 세미나, 발표회, 설명회 등을 개

동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2019년도 협동연구과제 수는 125건이며, 전체 연구과제 대비 71% 수준이다.

최하고 있으며, 질 높은 연구성과 생산을 위해 간담회나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795

협동연구과제수

125

71

국토연구원
주관 협동연구

%

건

예산

274

117

타기관 협력
협동연구

건

8

회

건

투입인력

818

88.2

%

억원

명

73.1

%

정책
연구협의회

23

청와대·정부·
위원회

694

회

국회

72

회

MOU

6

회

건

외부 전문가 참여 현황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국토연구원은 연구심의회에 외부심의위원을 의무적으로 구성,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 94명, 중앙부처

국토연구원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기자간담회

공무원 107명, 연구기관 73명, 공공기관 8명 등 다양한 부문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적, 학문적 연

와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 초청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였고, 6,447회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구의 질을 제고하였다.
보도자료 배포

110

289

명

지자체 공무원

107

7

명

명

학계

연구기관

94

명

언론인 초청
전문가 특강

6

언론인 대상
아카데미 개최

2

회

중앙부처 공무원

건

73

명

공공기관

8

명

언론보도

기자간담회

15

회

6,447

건

방송 출연 및
인터뷰

회

45

기고

18

건

건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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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구성과 확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2019년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에서는 46만 2,696건의 뉴스레터 발송을 비롯, 연구보고서, 원
문, 연구보고서 국영문 요약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 등 행사자료를 제공하여 누구나 연구성과를 열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2,427

건

2,000

국토용어해설자료

678

권

제7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제1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5,216

48

제24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제20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대회

4,039

2,229

제6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어린이 국토체험학습

358

235

청소년·대학생 국토교실

시민 대상 교육

70

6 278

편 응모

연구보고서

국토희귀정책자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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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4,033

세미나·공청회자료

669

건

편 응모

명 참가

건

명 지원

전문가특강 및
독서발표회 자료

785

편 응모

뉴스레터

71

건

회

명 참여

명 참여

회

명 참여

연구성과물 배포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성과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7만 5,052건을 배포대상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트의 방문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 세계 선진도시와 도시재생 사
례, 도로정책자료, 해외리포트, 상상대로 제안자료 등을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자
종별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비정기간행물
이슈페이퍼

910,000

배포처별

2,464
63,992
2,712
117

건

행정기관

건

공공기관

건
건

75,052

건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배포부수

대학·학회·연구기관
공공도서관
국외
기타

2,210
435
2,172
116
279
555

명

뉴스레터 회원

유튜브 조회수

10,091

명

6,430

회

건
건
건
건
건
건

페이스북 게시글 도달수

559,159

건

도시재생연구센터 블로그 방문자

24,600

명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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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해외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실적

국토연구원은 2019년 연구성과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국토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해외 유수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및 심화로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 발굴을 확대하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공동워크숍, 동북아협력 콜로키움,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CGIS) 등 국제세

면서 단순한 실적증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후속사업 발굴,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미나를 개최하였고, TRB 국제세미나, 한-러 극동포럼, 조선반도(한반도) 포럼, 국제교통포럼(ITF) 등 다양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였다.
국제공동
연구

7

건

국제행사 개최

36

건

외국
수탁연구

연구인력
교류

건

명

14

17

국제행사 참여

45

건

81

건

해외 네트워크 구축

해외정책교류 시행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신규 MOU 체결 확대 및 기존 MOU를 강화·내실화하였다. 중국 연변대학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

등과 신규 MOU를 체결하였고,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기존 MOU 체결기관과는 공동연구, 교육·연수,

팅, 교육,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6차례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6개

정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협력사업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162명이 참여하였다.

6

회

신규 체결

강화 및 내실화

7

7

건

MOU

건

해외정책교류

36

개국

16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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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성과

H

1. 2019년도 연구사업 및 2020년도 연구방향

29

2. 분야별 주요 연구

33

3. 색인

S

109

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9년도 연구사업 및
2020년도 연구방향

KRIHS

2019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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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는 연구사업 목표를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토 정책 연구’로 정하고, 이를 위해 ‘분권화시

경제특구 조성방안 제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사업 제안,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협

대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혁신적 미래국토 설계’,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정책 추진’이라

력분야별 인프라 구축전략 제안 등으로 이어졌다.

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사업 목표 하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등 33건의 기본·일반연구과제,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 23건의 수시과제, ‘국토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국가적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도 연구사업목표는 ‘인구감소·

2020년도
연구사업목표

저성장에 대응한 혁신적 포용국토 연구 선도’로 설정하였다. 연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세부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국토정책 연구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국토 구축’, ‘국민 삶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연구’,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등

질을 높이는 포용적 균형발전정책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본부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권화시대

7건의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국민 삶

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등 113건의 수탁과제를 비롯하여 총 176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다.

의 질 및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종합연구,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
토지연구,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특히 2019년에는 국정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171건의 연구·사업에 연인원 1,063명을 투입하였다. 국정목

공간정보사회 실현, 균형발전정책 지원체계 구축,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

표별로 보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61개 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1개 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구, 국토·도시분야 글로벌 개발협력 거점기능 강화 등 연구분야별 핵심 연구테마를 설정하였다. 국토연구

42개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개 과제 등 5대 국정목표 지원을 위해 전체 연구사업 건수의 97.2%,

원은 위와 같은 목표 하에 2020년에도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의 정책을 선도하는

투입인력 95.0%, 예산 99.4%를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정책 지원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다. 법·제도 정비(11건), 정부정책 지원(99건), 민생 지원(13건), 시범·시
책사업 추진(13건) 등 총 136건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0년도 연구과제 중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6개 과제를 선정하고
대표적인 정책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도시 조
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2020년도
중점연구과제

연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수소시범도시 추진전략’ 수립(2019.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

첫째, ‘지역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별 특성에

토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방안 제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시범사업 3개소 선정 등으로 이어졌다.

부합하는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방안 및 지역노동시장 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정부·지

둘째,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클러스터 분석 및 산업위기 진단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및 낙후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지역산업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2019년 지역
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및 시범사업 선정, 성장촉진지역 재지정(2019.9.) 등으로 이어

셋째,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주거특성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연구를 통해 인구 및

졌다.

가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예측하는 한편,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셋째,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주택

넷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처간 정책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삶의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연구’

질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방안을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저소득가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가처분 소득 제고 방안 제안, 임차인 보호

제시할 예정이다.

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개선 및 의무화 방안 제안, 국토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통합관리 방안 마련
등으로 이어졌다.

다섯째,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로건설 유지비용 조달방안’ 연구를 통해 저성장시대의 도로건설 및 유
지관리 비용을 추계하고 효과적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넷째,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
력지대 구축방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환동해권

여섯째, ‘한국형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쇠퇴현황을

물류시장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진출 방안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남북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완화 및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
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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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연구
1. 국토계획·지역
2. 도시
3. 국토환경·자원
4. 주택·토지
5. 건설경제산업
6. 국토인프라
7. 공간정보사회
8. 국가균형발전지원
9. 글로벌개발협력
10. 한반도·동아시아
11. 국토지식센터

분야별
주요 연구

국토계획·지역
●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기초연구

●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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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19-16

기본

19-07

Location Status and Improvement of Livestock Pens

연구책임
양진홍

연구배경 및 목적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연구진

가축 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환경·토양

이미영, 황은주,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 발생

문창엽, 최돈정
면수
202

가축재난 대비 및 청정국토 실현을 위해 축산 거점지
역별 가축 축사입지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검토하
여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지역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정책안 마련 필요
생산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선진
국형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 필요
이 연구는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에 대비하여 축사
의 입지실태를 점검하여 효과적 방재와 안전한 먹거
리 확보를 위해 생산기반의 개선 대안 마련
청정 국토관리 및 영세농민의 보호와 축산가구의 주
요 소득원인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가축농장 지원·입지 규제 개선안 마련

주요내용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축산물 소비 또한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와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 말레이시
아, 베트남 등 주변국 또한 향후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
필요

연구책임

의 계획적 공급체계 미흡과 생활악취 등 축산환경의

류승한

과제가 있음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와 지역

연구진

발전의 화두로 대두됨

박태선, 장은교

이론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접하거나 축사 간 거리에서 가축전염병 절대위험지대

대책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에 있

에 속한 축산농가는 전체 6,846농가 중 최소 67.8%인

면수

4,639농가가 해당하며 단계적 이전 등 개선조치 필요,

192

안전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462농가로 6.7%에 불과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Associated with the Land Use Development Control as a
Job Creation Strategy

매몰지 부족, ⑥ 축사 간 이격거리 미확보, ⑦ 축산입지

충북지역 축산입지 분석결과, 주거지, 도로, 하천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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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적기에 적절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거나 조정되는

등 축산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6차산
업화에 적합한 업종으로 축산가공 및 수출산업화 전략
의 강화 필요
축산농가의 전통입지·사육형태로 7가지 문제점 ① 축
사와 농가 공존, ② 축사와 마을 혼재, ③ 축사와 도로
인접, ④ 축사 밀집, ⑤ 축사부지 및 규모의 영세성과

정착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총량 못
지않게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으며, 국토분야 제도는 개발절차의 간소화와 토
지 이용의 유연화 등을 통해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사례도 적지 않음.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구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

조 개선 노력과 더불어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이 적기

장이나 산업구조 측면의 접근과 더불어 일자리 수급

정책제안

에 적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불일치를 위한 공간정책이 병행될 필요

축산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토

이에 이 연구는 국토분야 제도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계획 및 동물복지측면에서 생산 환경의 획기적 개선

창출을 실현하는 중요한 물리적 조건이 된다고 보고

과 계획적 입지공급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분야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

축산시설 관리·활용 측면에서 첨단환경기술을 반영하

고자 함

고, 산업 및 공간계획측면에서 거점지역별 스마트축

•우리나라 일자리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

산단지 조성과 생산형 문화·복지·교육의 연계를 통해

고, 변화 동향을 살펴본 후 이에 발맞추기 위해 국토

지방경제 활성화

분야 제도가 지향할 방향과 과제 검토

영세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복잡한 유통구조 개
선을 위해 농축수산업의 협동조합형 생산조직 구축·
활성화, 지방거점도시의 식품가공산업 육성, 그리고
대도시의 소비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농 간 생산-가
공·수출-소비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

•현행 제도가 일자리 창출 촉진 방향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 도출
•설문조사, 사례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타나는 사업추진 실태와 개선과제 구체화
•현황 및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
건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
산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지방 시·군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종사자의 지역

정책제안
국토분야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도시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토지이용의 유연화 등을 병행할 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생활 여건의 정비와 문
화적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정책은 지
역·도시공간에 대한 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필요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의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기준
정비 필요
토지이용 유연화를 위해서는 복합용도지구, 입지규제
최소화구역의 활용 제고, 네거티브 입주기준 확립 등
필요

주요내용
일자리 동향과 공간 분포 특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국토분야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분야 제도 개선방안 제시
일자리 문제는 대도시와 그 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양
상으로 나타나며 대도시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연
계하는 지원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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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기초연구

19-23

기본

19-25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연구책임
양진홍

연구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향후 5년 동안

39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Developing New Industrial Spaces for Hosting Young Adults Workers

매우 낮아진 상태,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한계에 직면

연구책임

하고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조성철

연구배경 및 목적
제조업발 고용한파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

연구진

추진할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형 지역

영국의 GOR 운영사례의 시사점은 현재 중앙부처의

연구진

데,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산업인력에서 이탈하

이미영, 정우성, 김병국,

균형발전”의 추진을 제시한 바 있음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단위의 특별지방행

강호제, 박정은,

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임정빈, 전용태, 최민나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추진체계는

정기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김다윗, 탁혜영

진행되는 추세

면수
198

다기화되어 있어 분절화 현상이 노정되어 있음. 특히
중앙-지방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이를 조절하는 데 많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
부처와의 상호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지역발전 사업의 통합적 추

한 정부 지원의 체감 효과는 저조한 실정임

진체계의 단계별 구축 필요

분절적 지역발전지원사업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지원사업의 지역
실행조직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단위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면수
188

•교외화된 산업단지 등 고립된 입지의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저조한 가운데, 제조업 경
기악화와 최저임금 악화 같은 외부조건의 변화에
따라 청년 산업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
따라서 청년 산업인력의 필요에 부응하여 기존의 산

정책제안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 단
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법 또는

업공간을 재편하는 전략을 논의할필요가 있지만, 국
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청년 고용과 산업공간의 실태
를 조망하고 정책방향을 진단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의 문화·사회·경제적 트렌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역발전

행정기관과 중앙부처와의 상호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드 변화에 대응한 기존 산업공간의 재편방안 및 청년

지원사업을 지역단위(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것이 필요

친화형 산업공간의 육성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특히 국토
교통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
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방국
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향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범 중앙부처 차원으로 확대하
는 것에 기여하는 기초적 연구를 행하고자 함

지역발전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동일 시·군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권화

주요내용

에 기초하여 지자체의 정책수용능력을 제고해 나가

밀레니얼 세대의 일터관과 직업관은 산업화 시기에

야함

형성된 산업공간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으며, 코워킹

지방기업파트너십(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을 응용하여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권 및 생
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지원

커뮤니티 등 대안적인 일터 공간 형성
•청년세대는 문화적 측면에서 획일화된 공간을 지양
하고 로컬 문화의 활력과 다양성 추구
•사회적으로도 학습·성장을 위한 느슨한 커뮤니티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도시공간 선호

주요내용

※ 청년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개성과

지역발전정책이 그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흥미에 따라 유연하

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등

게 결합했다가 자유롭게 해산하기를 반복할 수 있

지역의 정책여건을 고려해야 함

는 ‘느슨한’ 연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정책 흡수력이

•경제적으로 청년세대는 자유노동·공유경제 패러다
임을 포용하며 새로운 일터 문화 선도

청년 산업인력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살펴봐도 전통
적인 산업집적지에서의 청년인력 유출은 빠르게 진행
되는 반면, 창조적인 거리 등 대안적인 산업공간에서
의 청년생태계 부상이 관찰
시흥시와 창원시에서의 현장연구 결과, 전통적인 산
업집적지 내 청년 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통합, 다
양한 경험과 학습 가능성이 허용되는 일터공간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기존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기초해 청년 산업
인력에게 초점을 맞춘 산업공간의 개념과 육성전략
도출

정책제안
(창조적인 거리를 축으로 한 신산업입지) 청년 창업
가·창작가가 몰리는 도심골목을 축으로 장인대학, 창
업플랫폼 등의 공간인프라를 공급하는 거리단위 범부
처 연계사업 추진
(기존 산업입지의 네트워크화·융복합화) 지역자율적
인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통해 지역 내 혁신·교육기관,
생활기반시설을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산
업단지 재생방식 추진
(대학·연구기관과 연계된 혁신생태계) 대학 및 연구기
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육단계 이수의 혁신기업을
위한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학습·훈련·창업이 연계된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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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

19-24

A Study on Vitalizing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책임
류승한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 발전에서 융·복합적 혁신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
는 2019년 3개 부처 협업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
를 도입하고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3개 대학을 선정

연구진

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조성철

대학이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혁신생태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의 역량

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개발방식과 지원제도를 도

면수
143

대학을 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로
2019년 도입한 ‘캠퍼스 혁신파크’의 제도화를 지원하
고 그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체계화는 물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
한 제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기업입지 및 성장공간으로
서 대학캠퍼스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
의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둘
째,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의 중장기 운영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궁극적 목적은 기업입지, 성장공간으로서 대학 캠퍼
스가 가지는 잠재역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
캠퍼스를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 삼아 혁신 기반
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할 필요

●

 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

정책제안

●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 후 관리방안 연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입하여 캠퍼스 중심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활성화

단기적으로는 대학별 공모방식을 적용하되, 장기적으
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모든 대학이 그 캠
퍼스를 기업혁신과 성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
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보급
대상 부지의 확보 기준 유연화, 계획 기준의 현실화 등
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 전
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국토교통부의 입지지원과 더불어 교육부 및 중소벤처
기업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기 가시화하여, 대

주요내용

학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혁신 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대학을

대학 캠퍼스 활용 경험이 부족한 대학의 계획 수립을

지역경제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

지원하고, 선정 대학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전

한 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

문기관을 활용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등

우리나라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대학을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학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주체 간 협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는 미진
대학캠퍼스를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공간이자 기업

도시

을 추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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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19-28

수시

19-21

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연구책임
박정은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43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Changes of Urban Planning and Policy Issues

연구책임
이범현

연구배경 및 목적

균형발전 정책을 분산에서 분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중소도시 맞춤형 지원 확대) 타 사업 추진의 기

연구진

는 상향식 국토균형발전, 소규모 네트워크형 국토균

반이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

연구진

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제

임상연, 송지은, 김태영,

형발전을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가장 대표적

방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확대

김상조, 김중은, 김동근

정·추진하였으며, 시대적 여건 변화의 대응을 위해 필

강혜규, 김륜희, 박주영,

인 방법으로 마을만들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

조미향, 진영효, 양세훈

업대상으로는 그동안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지방중소도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면수
282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의 마을만들기 개념과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요에 따라 관련 규정 사항 등을 정비

(‘주체’ 발굴 및 육성 중심의 사업 지원) 잠재력은 있으
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03년에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 및 비도시 지역

면수
244

국토계획법 시행이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최근 도
시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
기 위해 법령 변천사의 시사점을 도출

현 도시계획체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
구단위계획 등 ‘계획체계’와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심
의·허가관련(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
시설 등 ‘도시관리 및 운영’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
여 관련 분야별 제도들의 변천사 중심으로 제시
관련 정책의 효과로서, 계획체계는 도시와 비도시지
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용도지역
제, 심의·허가, 도시계획시설 등 관리 운영제도는 도시
의 무분별한 성장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체’, 즉 ‘사람’으로, 지방중소도시에서 필요로 하

도시계획법의 제정 이후(1962년)부터 현재의 국토계

추구,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도시시민의 편리성을 제

둘째, 그간의 부처별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성과와

는 사업을 찾아내고, 당초 의도대로 사업이 원활히

획법까지 법제도의 변경과 관련된 주요 변천사, 국토

공하는 데 기여

한계 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 관련 핵심과제를 도출

추진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국비지원 이후에도 활

계획법 제정 시 주요 제도와 입법 사항 등을 정리하며,

하고자 함

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의 주요 제도의 변경 사항 등을

셋째,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심

(추진과정 매뉴얼 작성·배포) 주체 발굴·육성, 주민조

층 실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지방중

직 확장성 극대화 방안 마련

도소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처별로 추진하는 7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사업
별 2개소씩 총 14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냄
•마을 내 공동체는 강한 편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주
민조직, 리더 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중간지
원조직 형성 및 지원, 유관사업 연계 추진 등은 취약
한 편임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4가지
핵심과제 도출
•① 사람중심의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②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③ 주민주도 계획 수립 활성화 및 계획내
용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④ 중간지원조직 활성
화 및 지원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메뉴판식 가이드라인
보다 사업 발굴과 추진을 담당할 주체를 길러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단기적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지양) 마을만들기 사업

시대별, 제도별로 분류하여 정리

정책제안

이 연구는 저성장 기조, 규제 개선, 인구 감소, 제4차

변천사 정리를 통해 저성장 기조, 인구 감소, 고령인구

산업혁명 도래, 신산업 등장 등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증가, 저출산,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새로운 여건 변

향후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기

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체계 및 관리·운영 개선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지이용규제 근간

의 필요성을 제시

인 국토계획법의 도입 취지와 변천사 등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
링 체계 구축

주요내용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 및 강화) 전문가 컨설팅 풀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구축·운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국비지원

도시공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시대

종료 후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 재교육 및 파견), 성과

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15년간

관리 체계 구축 등

운용되어 왔음

(관련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국토교통부 소규모

최근 급격하게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

체계적으로 도시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

업,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등 가이

존 도시정책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

드라인 개정방안 제시

도시계획법 제정과 국토계획법 제정 사항 등 우리나
라 도시계획 주요 사항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체계적
으로 정리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
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계획체계와 관리·운영 방식
이 필요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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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9-04

기본

19-31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Innovative Utilization of
Vacant Lands in Urban Areas

연구책임
이승욱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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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Vitalization of Urban Hot Springs Tourism Districts

연구책임
이승욱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한때 지역의 주요 성장동력 역할을 했던 온천관광지

온천관광지구의 재생을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
모 재생전략보다는 ‘장소마케팅’, ‘택티컬 어바니즘’,

정부의 주요 국가정책 실천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 (가칭) 「유휴부지 관

연구진

하고자 하는 정책수요가 증가

리 및 개발·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 개

연구진

구가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내 일자리가 급

송지은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19.3.31)하여 국

발·활용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법·제도 기

김태환, 조판기, 김중은,

감하고 대규모 유휴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전반의

‘DIY(Do it yourself) 어바니즘’ 등 단기적 적용으로 장

반을 마련

안소현, 정연준, 윤준도,

경제적 침체와 경쟁력 저하를 불러옴

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전략 제시

국내 온천관광지구의 쇠퇴 현황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온천+신산업, 온천+비즈니스, 온천+스마트시티, 온천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온천관광지구의 활력

+자연친화 및 레포츠, 온천+헬스케어, 온천+도시관광

을 증진하여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등 지역의 자원을 결합한 6가지 ‘온천+@ 지역성장모

계획을 수립

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델’ 제시

소유 주체에 따라 개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휴부지의

•국내 온천관광지구를 유형화하고 대표 사례지역을

관광지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개발과

통합개발, 교환, 매각, 추가부지 매입 등을 위해 「유휴

선정하여 구체적인 경쟁력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

선정지표 개발, 도시 활력 저하를 초래하는 대규모 유

부지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

로 온천관광지구 경쟁력 확보 모델 개발

휴시설의 가용성 개선을 통한 공적활용방안 모색, 관

유재산 개발범위를 토지까지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면수
78

정책목표를 적극적인 활용(선도사업 국유지 11곳을

국가는 유휴부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혁신적 활용을

개발 추진)으로 전환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초지자체는 유

유휴부지의 유형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유
휴부지 개발·활용사례를 조사하여 핵심이슈 및 정책
과제 도출
국.공유지의 활용과 개발에 관련된 정부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주요내용
도시 내 유휴부지는 도시쇠퇴와 시설의 노후화, 신시
가지 개발과 시설의 이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휴부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차원의 종합적인 활용

임영식, Timothy Lee
면수
383

해 50년 이상의 장기임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광경쟁력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정책

마련

주요내용

방안 제시

유휴부지 전담기구인 대통력 직속 「유휴부지관리위원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온천

국가차원의 (가칭)국제 온천관광 거점지구 조성사업,

회」를 설치하여 유휴부지 기본방침 수립, 활용계획 및

관광지구는 재생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 연령 친화적 온천관광지구 조성 및 가이드라인 개

구역지정 승인, 소유주체 간 갈등 조정 등의 역할 수행

온천관광지구의 쇠퇴특성을 살펴본 결과 온천이 가진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

잠재력과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부흥기 이후 급격한

부지 개발·활용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침체를 겪은 온천관광지구는 다른 관광지 유형과 달

있음

리 회복세를 잡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남

도시 내 유휴부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

도시경쟁력과 관광경쟁력을 진단한 결과 온천관광지

리되고 있어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

구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체험요소가 없으며, 지역특

하며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사업으로 진행되

산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활
용 방식을 탈피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 필요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가 평균 29.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온천자원만으로는 도시의 성장동력으로서 한계가 있
으므로 온천과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
기존 도시재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재생전략 필요
도시 내 온천관광지구의 활력증진과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유성, 수안보, 동래 등
중점사례지역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언

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특구
제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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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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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9-34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for Industrial Cities in Crisis

Enhancing Social Value and Publicness in the Fields of National Territory and
Urban Policy

연구책임
조판기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연구책임
박소영

연구배경 및 목적

의 대응방식과 각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

포용적 도시정책의 구현과 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 해

(사회적 부동산) 토지의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의 사

연구진

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미

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의 목적, 설립 요건, 운영

연구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외생적 여건 변화에 쉽게

강혜경, 이승욱,

래 지향점을 실현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 실천과 공공

기준, 자금 조달, 자산 운용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부

김동근, 권규상, 정은진,

충격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2016년 조선업발

탈산업화를 경험했던 미국, 유럽, 일본의 산업도시 중

박소영, 최명식

성 강화가 요구됨

동산관리조직법」 제정

민범식, 송아현, 박소현

경기침체를 계기로 지방 산업도시에서 대규모 공장이

쇠퇴 이후 재구조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험한 도

폐쇄되면서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고, 지역

시들로부터 재생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면수
142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방식은 도시별 전문성을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자체 차원
형 종합적 도시재생 지원정책 제시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사회적 가치 실천의 핵심 수단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시

인 공공성을 반영한 국토·도시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설 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지 돌아보고, 국토·도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등의 최종적 효과를 모니터링

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실천적·정책적 측면에서 달

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사업부지 측면의 국

역’, ‘고용위기지역’ 등 국가차원의 대규모 지원정책과

(정책 기본방향) 제조업 기반의 도시특성 유지 및 회

성 가능한 정책 방향과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지적 접근이 아닌 도시 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복력 제고, 지역 주도-중앙 지원, 도시권 차원의 통합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국유지 활용) 국유지 활용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

등 다양한 유관사업들이 산업위기지역에서 동시에 추

적 추진

하고 국유지 개발·활용, 사회적 부동산, 도시재생 분야

준 마련 필요

로 나누어 핵심 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시

주요내용
국토·도시 분야에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사회
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지를 파
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시
사회적 가치는 동시대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대정신
을 의미하며,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의
성장, 집중, 개발에서 세계화, 지속가능성 등을 거쳐
포용, 공정, 정의, 공유 등의 가치로 진화하고 있음
공공성은 정부, 시장 및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도구이며, 국토·도
시 분야 제반 정책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형평성 제고
정책 강화 필요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AHP 분석
결과,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 부동산시
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이 공
공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도출됨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의 제도화, 국유지 개발·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국유지 활용의 사회적 가치와 공
공성 강화를 위한 도입기능,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국유지 개발·활용 특별법」 제정 등

면수
260

경제 전체가 쇠퇴하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조선업발 산업위기를 계기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

진되고 있음

정책제안

(산업 부문) 산업공동체 기반의 산업구조 다각화 및

기존 주요 정책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증적 단기 대책

업그레이딩 지원,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지역 재창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

를 위하여 필요한 신산업 선정 및 집중 육성

자원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공간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산업위기지역을 개별적
으로 지원하여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함
•지방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제
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들은 향후 구조적·기능적·공
간적인 취약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

(도시 부문) 산업도시의 재창조와 관련된 산업분야를
연구하고 인재들을 육성하며 기업과 연계하는 핵심주
체로서 지역대학의 역량 제고 및 기존 노동자들에 대
한 재교육 및 인력 훈련 확대
(거버넌스 부문) 중앙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추
진체계를 개편하되 단위 도시 내 거버넌스에 머물지
않고 통근통행 및 기업 간 거래에 기반한 기능적 경제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 중소 산업도시들을 대상으로

권 영역까지 포함.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금융 등

당장의 위기를 넘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외부 충격

민간부문 참여 및 역할 확대

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지
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내용
지방 산업도시의 구조적·기능적·공간적 취약성 분석,
기업 간 거래, 통근통행을 바탕으로 기능적 경제권 설
정 및 분석

(지원 정책)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
업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 지
원, 안정적·지속적 재정 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
약과 민-관 합동 산업구조개선 펀드 활성화, 삶의 질
개선과 정착유도를 위한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여가
등 복지·생활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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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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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9-19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Strategy for User-Oriented Management and Supply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 Study on Facilitation of Urban Regeneration in Station Areas
towards Energy Efficient Cities

연구책임
서민호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 내 철도역세권(철도역과 주변지역)은 대규모 업

연구진

무·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경제·사회·통행의 거점

배유진, 박대한, 이건원,

으로서 그 기능은 지속 확대 중이나 우리나라 주요 도

서준석, 김고은, 이상훈,

시들의 구도심에 위치한 철도역은 신도심 형성이나

안수범, 김진화
면수
269

•철도역세권의 쇠퇴가 도시 평균에 비해 심각하고
도시공간구조적 단절로 불균등한 대중 교통·보행

연구책임
김중은

접근체계가 형성되었으며, 노후건축물 집적으로 에

연구배경 및 목적
고도성장기에서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도 과

연구진

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

김은란, 김동근, 윤정재,

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민관 협력형 역세권 앵커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을 도

이경주, 임주호, 조돈철,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

교외 개발로 인해 도심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가 가속

시재생 관점에서 연계 추진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

조미향

적 문제들이 발생

화되는 실정

유형에 맞는 계획·사업기법 적용과 특화된 사업구조

그간 철도역 복합개발과 도시재생 등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철도역세권의 본격적 재생을 활성화하
기에는 많은 한계
이에 이 연구는 구도심에 입지한 철도역세권의 도시
공간 및 기능적 실태와 유관 정책·사업 추진의 쟁점과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도시재생 측면의 활
성화를 위한 계획모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과 사업화
방안,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 거버넌스와 법·제
도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발굴
•궁극적으로 역세권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공간의 구
조적 재편과 도심 기능 회복, 나아가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 마련

주요내용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
의 전기 마련을 위해, 국내 도시 구도심 철도역세권의
공간·기능·에너지 활용 실태와 잠재력을 분석하여 정
책 개선방안 제시
인구구조 변화, 공간적 양극화, 철도망 확대로 지역 거
점에 입지한 철도역세권의 발전 잠재력과 역할 확대
가 예견되나, 철도역·부지 복합개발과 주변 도시재생
사업 간 괴리가 제약요인

너지 소비 효율은 낮은 상황

와 거버넌스 마련 중요

면수
113

정책제안
(대도시 및 중소도시 유형별 차별적 계획·전략 수립)
대도시는 철도역·부지 중심의 중규모 유휴부지 공급
과 기금 지원으로 민간 주도적 계획·사업 여건 조성,
중소도시는 공공시설 우선 공급·정비와 도시계획시설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
한 용어 정의 없이 단순히 시설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어 시설체계 개편 및 공급·관리 기준 설정이 어려움
또한, 다른 법령에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개
념을 준용·차용하거나 유사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

및 대중교통체계 재배치로 기능 회복 중심 계획·전략

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급·관리기준 설정이 가

수립

능하도록 현재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사업구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리츠 방식 우선 활

을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정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
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
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
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 필요
기존의 총량적 원단위 방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공
급의 적정성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근
성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

정책제안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도시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
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의 유형 및

용) 민간 또는 지자체·공기업을 주 사업자로 기금이

성숙·안정기에 도시의 기능·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

부대·편익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민간의 시설 관리·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 형성과 혁신지구를 통한 일

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영 권한 확대, 기부 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괄·신속 추진 유효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NPO 중심 거버넌스로 기획-계획-시행-운영 전 단계
관리) 타운매니지먼트를 위한 민관 협력체 및 NPO 구

주요내용

성 병행과 사업협력자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 참여의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법적 지위 보장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

(민간주도-공공지원형 혁신지구 유형 추가 신설)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성 제어 레버리지 강화
(공유재산 활용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유연화) 도시계
획시설 재배치 지원 목적에서 결합개발에 의한 공유
재산 처분 통합·간소화와 공공성 담보 사업에 한해 기
금 내부 수익률 차등화

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
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
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
성숙·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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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19-16

기본

19-37

A Research on Encourag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Job Creation

연구책임
임상연

연구배경 및 목적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양상과 문제점을

연구진

파악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이진희, 권규상, 최정윤,

질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코

손경주, 송준환

자함

면수
219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을
제안
•도시재생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조
직, 민간기업, 주민 조직 등 다양한 섹터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공공성, 사
회적 가치, 고용의 질 등의 규범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안

주요내용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과
를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 및 지속성, 질적 수준을

연구책임

자리 DB 구축 방법론 마련, 일자리 분야별 지원정책

김중은

차별화, 일자리 지표 구축 방안 도출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 7월 1일 실효 예정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절반

역특성, 창출 분야가 모두 상이
•공공 분야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전문 인력이 다수 창출되고 있으나 일자리의
양이 많지 않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 필요
•사회적경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주민공모사업과
부처연계사업 추진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사업
확장
•지역산업 분야는 청년, 여성 등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나, 민간기업 고용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시간 소요 예상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부지 활용 측면, 도시관리
측면 및 집행 재원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

이상이 도시공원으로, 실효 이후 토지소유자의 등산

김동근, 구지영, 김성희,

로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평소에 공원을 이용해 오던

도시공원 해제지역을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크

임상수, 장남종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실효 부

게 ① 공원 조성 필요지역과 ② 계획적 도시관리 필요

지의 난개발 문제가 예상됨

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 두 가지 유형을 부지의 개발

한 일자리 계획 마련 후, 운영관리단계까지 정기적으

면수

로 일자리 구조 및 양과 질적 속성에 대한 정량·정성적

194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
공원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능 여부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개발이 불가
능한 지역으로 재구분

공원조성이 시급한 지역과, 해제하여 계획적으로 관

우선 공원 조성 필요지역은 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 확

(일자리 유형별 정책 지원) 공공, 사회적경제, 민간산

리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전

보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낮은 계획적 도시관리 필

업 분야의 일자리 유형에 따른 정책지원 차별화를 통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요지역은 계획적 개발 유도와 현행 법제도 내에서의

해 공공 분야의 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계협력 사업확대, 민간산업 분야의 민간활
력 제고 및 외부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 체계에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시설
이용 측면과 해제 후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유형을 구
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제시
•나아가 시설이용 측면에서 공원으로 이용가치가 높
은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는 사업유형, 지

피한 해제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제도가

연구진

(일자리 구조 모니터링) 계획수립단계부터 창출 가능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 후 관리방안 연구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Sites Released from Urban Parks Unexecuted for a
Prolonged Period

사업단계별 일자리 창출 구조(흐름) 파악을 토대로 일

정책제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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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여 구축된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GIS자료 등을 활용하여 7개 특·광역시(서울·부산·대
구·인천·광주·대전·울산)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
원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결정 실효 방지 대책보다는
실효 이후 해당 부지의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
되, 기존 실효 방지 대책 중 실효 이후에도 적용이 가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전략 수립 필요

정책제안
(공원 조성 시급지역) 공원 조성 특별회계 운용이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재원 확보 노력과
더불어 근린공원 접근성이 국가적 최소기준에 충족되
지 않은 지역에 공원부지 매수를 위한 국비 지원, 다른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등을 추진
(점진적 공원 조성 유도지역) 공원 기능의 유지를 위
해 임차공원 지정, 녹지활용계약 체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보전녹지로 용도지역 하향조정 등을 추진
(계획적 개발 유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
안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의 「국토계획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관리하되,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채
납을 통해 공공시설 확보

능한 대책은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방안

(지속적 도시관리 필요지역) 도시공원 해제 이전과 동

으로 제안

일하게 행위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성장관리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 시행(2000.7.1.) 이후, 장
기미집행 상태 해소 및 미집행 발생 방지와 함께 불가

방안을 수립하거나 보전녹지로 용도지역 하향조정을
추진하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성 높은 기초생
활 인프라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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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19-07

기본

19-23

Improvement Strategies for Management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연구책임
김중은

연구배경 및 목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심의

연구진

기구이나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인해 주

배유진, 김지현, 김재호

요 심의 대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공공
주택지구 지정 등의 일부 안건에 편중되고 있음

면수
111

연구책임

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②

구형수

위원 인선 시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로 인한 위원
차·기준의 미흡으로 인선의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

또한 심의 위주의 운영으로 정책자문 및 조사·연구 기

직에 대한 행정적 위계와 인력·예산상의 한계도 지적

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되고 있음

안건 유형별로 심의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체크
리스트가 없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심의가 곤란하
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여건 변화에 맞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서울·경기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나
영국·일본 등의 유사기구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강
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을 재정립하고 위상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A Strategy for the Provi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at the Regional Level

(운영 측면) ① 위원회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분

회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위원 인선과정에서 평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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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

연구진

지 못하거나, 이미 건립된 시설마저도 제대로 활용되

이다예, 박정은

지 못하면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
정임

면수
226

이용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
국 곳곳에 건립된 시설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다수로, 결국 생활 SOC
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적

직영보다는 위탁 방식의 운영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
났으나, 현재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

정책제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
준과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최저기준을 이미 달성한 시설
에 대해 지역최저기준 마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재)배치 및 서비스 전달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

체계를 다루는 계획제도를 도입하고, 광역·기초생활

따라서 생활 SOC정책을 추진하는 데 공급의 형평성

터링하는 체계 구축

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책제안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문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 강화) ① 안건 유형별 심의

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국

기준을 내규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침화, ② 규정 상 자

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문대상 안건을 명시하고 필요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공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외지역에 생활 SOC를

역할 재정립과 위원회 운영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제

가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 ③ 심의시간 단축과 심도

공급하더라도 해당 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이면서 지

시하고자 하였음

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

지역공동체(혹은 사회적 경제조직)가 생활SOC를 직

조정하거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을 활

구하고자 함

접 공급·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사회적 금

또한, 주요 안건 유형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제시하여 중
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지
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능 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 권한이 대부분 지자체
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유형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에 편중되고,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되어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
로 소홀하며,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
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

권 단위로 서비스 수요와 공급수준 변화를 상시 모니

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접근성 강화 및 쇠퇴·낙후지

있음

역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부처 간

주요내용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

평가하기 위해 ‘(가칭)민간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

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떠한

영, ② 심의결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과 연차보고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

발간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유도, ③ 운영지원 부
서의 인력 확충,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조직
내 위상 제고

체계 구축

융의 활용과 중간지원조직 육성 도모

성화
(위원회의 운영지원 강화) ① 민간위원 구성과정에서

예산의 통합 집행과 원활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는

군(郡)은 물론이고, 시(市)·구(區) 중에서도 형평성 수
준이 낮은 지역이 많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형평성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은 소멸위험이 높음
동(洞)이나 시가화지역에 입지하는 시설의 운영 효율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읍(邑)·면(面)이나
비시가회지역에서의 과소 투자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존재

분야별
주요 연구

국토환경·자원
●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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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19-08

기본

19-32

한우석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복잡화 등

연구진

으로 자연재해가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병재, 조만석, 정연희,

지고 있음

김태훈, 라정일
면수
176

•복합재난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되어 동시다발적·
연쇄적 사회재난으로 재난범위가 확산되는 재난으
로, 대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며 장기간에 복
구가 필요한 재난임
기후변화, 도시화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후 재해취약성 분석) 및

정책제안

전국 및 서울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002

도시 내 바람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 및 환경

연구진

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계획 수립 시 유사한 공간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

박태선, 김은란, 이상은,

을 기점으로 정체되어 있음

의 조사·작성·평가·시행단계에서 상호 계획을 반영해

안승만, 이정찬, 성선용,

미세먼지 저감은 배출원 규제 정책이 주를 이루며,

연구책임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복합재난 대응단계별

박종순

특징과 연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제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윤은주, 남성우, 주현수,

에 복합재난을 고려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김재진, 이건원

포함되도록 개정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제도가 수립.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복합재난 관리 및 지역 맞춤형 대책 제시에는 한계가

을 발굴

있음

연구배경 및 목적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와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연계·

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A Study on Integration of Spatial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Mitigate Particulate
Matter: Focusing on Ventilation Corridors

A Research on Natech Disaster Management Coped with Calamity :
Focusing on Disaster Management Mapping and Application

연구책임

57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야함

2012년 전후 배출량과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성이

•(국토계획) 도시의 대기오염 현황, 도시기후를 감안

낮아지고 있어, 도시공간적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

하여 바람길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정량적인

면수

바람길을 고려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작성되고,

188

이를 연결고리로 두 계획체계가 연계될 때 바람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이 연구에서는 도시 내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바람
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공간계획에 안착시키

바람길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
•(환경계획) 도시 대기환경에 대한 기초자료 생성 및
바람길의 대안을 제시하고, 개발사업이 대상지 내
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미치는 대기환경 영향
파악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주요 문제점(재해 예방형 도시

기 위해 국토 및 환경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바람길을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축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재난의 대응단계별(예방, 대응,

계획 수립 미흡,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교육 등)

자함

물의 배치·고도,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수고·수종

단기복구, 장기복구) 특징을 고려하여 복합재난 관리

개선 필요

지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방재 정
책과 연계한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향
을 제시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복잡화 등으로 자연재해는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능
성이 매우 높음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도시방재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

선정 등 바람길을 고려 및 반영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주요내용

계획수립지침 개정

방재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예산을

바람길 조성의 궁극적인 미래상을 ‘친환경 녹색도시

강화 필요

약 20% 이상씩 늘리고 있지만, WHO의 권고기준(20

조성’으로 설정하고, 향후 바람길의 정량적 효과에 대

㎍/㎥)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국민 체감도는 나아지

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범도시 구축 추진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

지 않고 있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원 규제 정책뿐
만 아니라 도시공간상의 농도관리가 필수적이며, 독
일, 미국, 홍콩 등 사례를 볼 때 도시 내 바람길을 적용
할 경우 도시의 통풍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음
세종시의 모의실험 결과, 도시의 바람환경은 지형 및
지세의 영향을 받으며, 블록 단위 차원에서는 건축물

복합재난 대응 단계는 크게 재해발생 전인 예방단계,

배치 및 높이, 동간 간격 등과 미세먼지 농도는 상호

재해가 발생한 직후인 대응단계, 재해발생 후 단기복

연관성을 가짐

구와 장기복구 단계로 구분

한편 우리나라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이원화되어

복합재난 대응단계별 주요 취약 및 지원시설의 중요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효과적인 바람길을 적용하는

도를 도출하여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방법을 개발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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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19-10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Life-Oriented River Management
and Its Policy Applications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책임
조만석

연구배경 및 목적
국민의 하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산

연구진

책, 자연체험, 수면 이용, 휴식공간 등)에 따라 하천이

김창현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편익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하천사업의 다면적인 성과 측정이 필요한 시점임

면수
128

시설물 정비 기준이었던 기존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주민친화적 성과지표의 마련과 도입·적용이 필요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기존 현황 검토, 유사 사례 검토, 방법론 및 지표
설정 범위 검토를 수행하고,
주민 입장에서의 하천사업 성과 및 편익 반영을 위
한 새로운 유형의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 방안을 도출
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하천관리 성과지표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
극적인 목표임

•(방법론) 요인분석법과 사례지역 대주민 설문조사
를 통해 만족도 조사 평가영역(최소친수기반, 안전·
청결성, 친수활동 지원 정도) 및 평가영역별 세부항
목 체계 제시
평가지표체계를 사례지역에 시범 적용한 결과, 국가
를 확인하여 제안된 성과지표의 변별력 및 활용성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을 검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및 각 하천별로 주민의
만족도(편익)가 서로 다른 것으로 식별되어, 본 평
가지표체계를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특히 ‘방문유인 제공’, ‘친수활동지원 시설관리’ 지표
등에서 하천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국가사업이
진행된 국가 하천의 만족도 지표 평가결과가 대체
로 지방 하천에 비해 높음을 확인

정책제안

고소득·저성장 시대 도래, 정부 재정지출 활동에 대한

(주민친화적 하천사업 성과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성

국민 인식 제고 등 여건변화와 함께 하천이 자연·생태

과지표의 정기적 조사·분석 및 시계열 자료 확보·축적

환경의 중요 축이자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

으로 하천관리 성과의 기간 간 비교, 사례 공유, 대국

으로 위상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삶의 질 제고 및

민 홍보에 활용

요성 증대

●

하천-지방하천 간 성과지표 차이 및 평가영역별 차이

주요내용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지역·주민친화적 하천관리 필

주택·토지

(국가재정투자근거로 활용) 주민만족도 성과지표 체
계 및 조사 내용은 하천사업 재정평가의 참고자료이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

자, 사업 간 우선순위 결정, 계획 수립·집행 근거자료

여 제시

로 활용 가능

•(필요성) 하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편익 가치

(성과지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하천기본계획 수립

를 사업 우선순위 결정, 정비·관리사업 방향 결정 등

지침 등에 만족도 조사를 지정하고, 정례화 및 조사 방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편익과 연계되는 지표의

법 등을 명시하여 일관성·신뢰성 높은 성과측정 체계

개발 및 적용이 필요

구축 도모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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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19-30

기본

19-15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 Use Planning System

연구책임
김승종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연구진

을 위해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필요

김동근, 최명식, 조정희,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

이승복, 임동일, 최혁재,
문    채, 박윤호, 이기평
면수
109

구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
화되는 추세
•또한 마을 과소화 등 농촌의 공동화와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주민 삶의 질 저하 우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비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적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으
나 도시·군기본계획상 농촌지역의 공간계획은 사실
상 부재

따라서 현행 농촌계획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농촌
계획의 계획체계,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할 필요
이 연구는 농촌계획의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계획의
위계를 재정립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Managing Idle Land of Rural Areas in the Depopulation Era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계획은 계획의 체계, 내용,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

연구책임

과의 관계에서 위계·연계가 부족

최   수

•(체계) 계획 간 위계가 불분명하고 계획 내용과 수

연구진

2030년에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0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휴토지 관

이형찬, 안승만, 안다연,

에는 5,10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리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하였으며, 유휴

이동우, 김은경

인구감소시대에는 특히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증가가

립권자가 부합하지 않음
•(내용) 농촌공간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고 토지
이용계획이 부재
•(절차) 계획수립 실적이 저조하고 수립지침 및 고시
절차 등 부재
•(관리) 농촌지역의 공간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부재
•(도시계획과의 관계) 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법적으
로 불분명하고 내용·수단상 연계 부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은 공간계획적
성격이 부족하고, 개별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

61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면수
20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예상됨. 즉, 빈집 및 빈 건축물 증가, 유휴농지 증가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농촌지역의 유휴토
지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유휴토지에 대한 문헌 검토와 유휴토
지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및 빈 건축물, 유휴
농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
하는 유휴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제안

제시하고자 함

(기본방향) 농촌계획의 계획체계 단순화, 계획내용의
종합화, 계획절차의 투명화, 관리수단의 제도화, 계획

주요내용

연계의 구체화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2040

(계획체계) 개별적인 계획을 단순화하고 계획 간 위계
를 정비

년까지의 농촌인구를 전망한 결과, 2020년까지는 농
촌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계획내용)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토지이
용계획 등을 마련

을 위해 현행 농촌계획 실태를 분석

(관리수단) 농촌형 용도지구 등 관리수단을 마련

를 말함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국토계획과의 연계)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1,545㏊ 발생했

마련

음. 이는 매년 약 7,835㏊ 발생한 것이고, 경작지의 약

규정

정책제안
(유휴농지 관리방향) ①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
제를 위한 행정적 대응체제 구축 필요, ② 최대한 농업
적 용도로 활용, ③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관련 시
설용지로 활용, ④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등
(유휴농지 관리방안) ①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
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② 농지 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③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
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④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⑤ 임차인 규
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⑥ 농지의 다
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필요 등
(빈집 관리방안) 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②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③ 빈집 조사 및 정보제
공시스템 구축, ④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
발적 정비 유도 등

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

별법, 농지법의 5개 법률에서 26개의 농촌계획을

에 반영하였음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⑤ 소유자의 자

투명성을 제고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

토지 관련 문제점 및 현황은 유휴토지 관리 실태 부분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묵힘”을 의미하므로, 유휴토
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호하게 정비되어 있음

사전적 의미에서 유휴(遊休)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계획절차) 계획고시 및 계획평가 등 계획수립절차의

주요내용

선진국(프랑스, 일본)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양

0.4%를 차지하는 수치임. 또한 빈집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전국 빈집은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
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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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9-08

기본

19-20

Enhancing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e Private Rental Market

연구책임
이후빈

연구배경 및 목적
노후주택 거주가구 특성과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을

연구진

비교해서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

박미선

요성 환기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면수
97

공공의 주택개량사업 실시를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핵심 쟁점 도출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서 민

•(사람 중심 관리의 빈틈)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에 초
점을 맞춘 관리체계는 임차가구가 이사를 가더라도

의 법적 권리 강화

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쟁점별 정

임대인 참여 유도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고려한 지원

책방안 제시

조건 조정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서 노후주택 개
량에 주목
•저성장 시대에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재고
관리의 중요성 증대
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
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도시 내 노후주택은 주로 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
하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개량 사업은 주
택소유주 위주로 편중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활성화의
핵심쟁점 도출

연구책임
김지혜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면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검토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

연구진

화를 고려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

이재춘, 이길제,

하고자 함

김정인, 조한진

첫째, ‘양육 친화’와 ‘주거정책’의 개념을 검토하여 양

이해관계 조율의 기본 틀로서 상생협약 도입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임차인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주택개량효과가 잔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정책제안

63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면수
206

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와 범
위를 정의함
둘째, 저출산 대응 정책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지
원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양육가구의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및 주거지원

•(구성요소) ① 주거지원 정책: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을 통한 양육 가구 지원 정책, ② 주거인
프라 지원정책: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
축·지원하는 정책, ③ 주거 서비스 지원정책: 아동
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
는 주거관련 서비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별 지원 현황을 지
역, 주택유형, 아동수, 응답기준 아동연령 등을 고려하
여 분석하고 구성요소별 개선점을 도출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

현황 분석을 통해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거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함

정책제안

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

넷째,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주거지원 정책 발전방안)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을 아

강화

발전방안을 제시함

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단기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 시행, 장기적 측면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과 함

에서는 자력집행권 행사 여부 검토
민간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 중심 관리이력
제도 구축
•지원대상의 이주와 상관없이 물리적 개선효과가 존
재하는 한 공적 관리 시행

께 저출산 대응정책을 출산 장려보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조인 안정적
인 삶의 기반 조성 및 촘촘하고 안정한 돌봄 체계를
위한 주거정책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층 및 세대 혼합을 반영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
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
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 방
안 마련

친화적 주거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

출함

한 주거서비스 확대, 공공부문의 주거 서비스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 제공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정부(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와 임대인(개량에 따
른 임대료 인상)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발생
•(지원조건 부과의 실효성) 개량사업 실시 이후 임대
인이 지원조건을 위반해도 정부가 의무이행을 직접
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미비

주요내용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안)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지

정의

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
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
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 인프라 및 주
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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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19-22

수시

19-01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nhancement of
Housing Right

연구책임
박미선

연구배경 및 목적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

연구진

인 노력에 따라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주

이후빈, 조정희, 정우성,

거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됨

하동현, 최민아
면수
232

중앙정부 중심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체계라는 특징으
로 인하여 단기간 내 양적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정책여
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의 다양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 과다는 여전히

하고,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변세일, 이재춘, 김지혜,

해결해야 할 과제임

방안을 제시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별로 법,

이길제, 이후빈, 박신영,

제도, 조직체계를 통하여 대응방식을 마련 중

최은영

이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경감함으로써 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통

처분소득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 금액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에너지진단의 역할 강화와 상호견제 체계 구축 제안

주거비의 직간접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비 경감을 실

(중소기업 사원임대주택 공급 방안) 매입임대주택의

현하고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전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

구분됨
•지역맞춤형은 재량권 확대의 한계, 지역고유형은
재원 마련의 한계가 노출됨

정책제안

책적 노력과 한계 및 가능성, 주거권 강화를 위한 중앙

(소요 파악 및 계획) 단기적으로는 지역소요 파악 및

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및 장단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의견 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

자함

회 역할 강화. 장기적으로는 상향식 계획 체계로 전환
(집행 및 운영 단계) 지방정부 재량권 확대와 사무이
양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협의과정에 모든 지자체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 주거정책 수단의 지방화

참여하는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비대칭성

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현행 주거정책의 중앙-지방의

완화 및 투명성 강화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역할분담 방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함
인권으로서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
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로서,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사회
의 논의를 거쳐 확대·강화되고 있음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중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

정(‘22년까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김혜승, 박미선, 김민철,

하여 지역 주거소요에 대응한 지역고유형 사업으로

주요내용

연구진

•주거권 요소별 분석 시 지역별 주거문제의 압력이

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지방화의 필요성, 지방에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

(주거급여 대상과 보장수준 확대) 소득기준을 상향조

소득분위별로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주거비 부담에는

사업의 집행을 지방에서 담당하는 중앙전달형이 대부

역맞춤형 사업과, 중앙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고안

이를 위하여 주거권의 이론, 국내외 논의, 주거정책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으나,

앙이 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및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역할에 대한 새

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제안

강미나

•대응방식으로는 지역의 재량을 확대하고 추가한 지

의 내용과 현황 분석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책임

되는 주거소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는 구조로

이 연구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 주거정책 수단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Housing Welfare Policy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

주거정책 수단의 중앙-지방 역할분담을 분석하면, 중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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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지역 소요 대응 및 특화사업 확대를 위해

면수
217

제안

주요내용
주거비 부담 완화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를 위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계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를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승 필요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
감,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경감,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긴요
•저소득가구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처분 소득
의 약 20% 이상,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약 10%

지역별 주택기금 설치 및 장기적으로는 주거부문 예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

산의 일정비율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강화할

(추가 제언) 비적정거처 기준 마련, 주택개량사업 체
계 구축, 부동산교부세 주거복지 지수 도입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안 검토
•주거급여 확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그리고 비주택 주거 지원
사업을 제안

(비주택거주가구 지원 방안) 스프링쿨러 설치와 노후
쪽방의 주택개조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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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9-05

기본

19-38

A Study on the Phenomenon of Inverse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Consolidation of
Protection for Lessees: Focused on Guarantee for a Refund of Jeonse Deposit

연구책임
김지혜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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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The Future Prospects and Stabilization Policy of the Real Estate Market

연구책임
박천규·이수욱

연구배경 및 목적

될 것으로 예상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 현황 및 역전세 위험 노출주택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하여

연구진

규모를 파악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

연구진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한

월세 전환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임차가구에

이길제, 하서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준을 조정

김지혜, 노민지, 이윤상,

편, 미래 부동산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한 주거비부담 완화, 전월세시장 투명화와 안정화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타 전세계약서체결내역 확

황관석, 강성우, 오아연,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가능성

첫째, 부동산시장의 미래상 제시

지역별로 시장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전세가격 하락 현황을 지역별, 주택유형별, 가격별로
면수
107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규모를 추정

인서’ 등의 가입조건 확인 절차를 간소화

최    진, 변나향, 유승동,
이수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해당 주택의 가격이 가입조건

부동산시장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부동산

속되는 가운데 여러 디지털 기술과 건축기술이 접목

•1차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1차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

현행 임차인 보호 방안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

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면수

고 부동산시장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자 함.

고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

가격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

191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시장 미래상에 따라 앞으로

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주요내용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적
으로 약 33.84%(2019년 2분기)의 주택에서 전세가
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은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아파
트가 37.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다가구
25.72%, 연립·다세대 18.5%인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 분석결과,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1% 하락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
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세보
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
보증부 월세도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인 정보 제공이 필요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주택의 개념 정립, 주택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의 개념 재정립 및 주
택분류방식 간소화, 주거기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둘째, 미래 부동산시장 시나리오 분석
•부동산시장 메커니즘 변화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미래 부동산시장 분
석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함
셋째, 미래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
•불확실한 미래 부동산시장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는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드 및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번 2차 연구에서

타남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커뮤니티 활
성화를 위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검토 등 제안
주택성능 및 건축기술과 관련하여 모듈러주택 및 제
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공급확대 기반 구축 등을
제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규제 수단
적용, 우회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회피 방지, 정부보증
장기저축상품 개발 검토 등 제안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세 강화 및 부동
산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탄력적 운영, 다양한 택지공급 전략 수립, 주기적이고

주요내용

호로 분석됨

따라 약 12~16만 호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정책제안

시하고자 함

1차 연구(2018년)에서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트렌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세가격이 하락됨에

될 필요

의 기술 활용과 접목 등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

시 80만 호, 7% 하락 시 83만 호, 15% 하락 시 88만

역전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택의 규모는 크

미치는 변수가 상이하여 지역별 부동산정책이 차별화

는 부동산시장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고 시나리오 분
석을 수행하는 한편, 미래 부동산시장 환경에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을
반영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 주택 문화가 지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검토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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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19-11

A Study on the Public Housing Supply and Management Policy Considering Demand by
Region and Class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책임
이길제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임대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연구진

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임

김근용, 박천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주거복지

김지혜, 진미윤

로드맵에서는 2022년까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7년 기준 253.1만 가구

포함되어 있으나 이후 공급에 대한 수요 및 정책방향

(2017년 추계기준, 2015년 추계기준 사용 시 248.9만

은 아직 제시되지 않음

가구)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생애주기별로는 기타

면수
142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별화 현상 및 가구별 수요의 다
양화로 인해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있어서 지역
여건 및 수요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이에 이 연구는 지역 여건 및 수요계층별 특성을 반영
하여 중·단기 공공주택 수요를 추정하고 향후 공공주
택의 공급 및 관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주요내용
공공주택은 과거 10년(2008~2017년)간 총 123.7만
호(공공임대 99.6만 호, 공공분양 24.1만 호)가 공급되
었고, 연평균 12.4만 호(공공임대 10.0만 호, 공공분양
2.4만 호)가 공급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5.7만 호이며,
2018~2022년 동안 총 104.5만 호의 공적주택(공공

•세종, 전남은 건설형, 인천, 대전은 매입·임차형 공
공임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높음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수도권의 비중은 65.0%, 비
수도권의 비중은 35.0%를 차지
•생애주기별 비중은 기타 저소득 52.8%, 청년
23.9%, 고령 12.1%, 신혼 11.2%의 순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2027년 기준 61.0만 가구(2017
년 추계기준, 2015년 추계기준 사용 시 60.0만 가구)
로 수도권(64.9%)과 기타 저소득가구(52.9%)의 비중
이 높음

정책제안
공공주택 수요를 기초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별 적정 공급목표 수준과 배분 방향 설정 필요
소득수준 및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

임대 69.5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공공지원 20만 호)

가구원수별 적정주거면적 확보와 미임대·공가 감소를

공급 계획

위한 공공임대 활용의 효율성 강화 필요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의 경우 26㎡(2인 가구 최저주
거 면적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중
이 높고, 2018년 기준 LH 공공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가율은 1.1% 수준
주택보급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임대 유형
별 재고 비중 등이 지역별로 상이

건설경제산업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종합·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 간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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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종합·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 간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19-01

수시

19-06

A Study of the Supply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 Reorganization of the Construction
Production Process: Focused on mutual market entry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

연구책임
김민철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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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Measure of Consulting Assistance for Korean SMEs’ Overseas Small Infrastructure
Investment

연구책임
조진철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투자개발형 해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및 기획체계의 핵심은 중소규
모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사업제안 및 사업타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체계 개편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상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업종

연구진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은 건설산업에

의 등록기준 완화

연구진

외진출 촉진을 위해 소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및 모듈

김성일, 윤하중, 조진철,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공사실적 평가기준) 상호시장 진출에 적용할 수 있는

김성일

화 기획, 계획 수립, 국내외 네트워크 마련, 금융지원

당성조사(F/S)에의 참여이므로 중소·중견건설기업과

체계 정비 등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체계 구축에 대해

아들 금융기관의 컨소시엄을 장려하기 위한 F/S 사업

연구하고 정부의 정책 수요에도 대응하고자 함

선정 및 F/S 용역사 선정 시 가점제 적용을 검토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민간금융의 해외진출 여건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육성을 위해

변화, 정책금융 및 정책지원 현황 등에 대해 고찰함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건설 특화펀드 관련 자산

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

운용사(「해외건설촉진법」의 전문집합투자업자) 설립

(중·소규모 건설사업자들의 보호) 개편된 생산체계의

발형 해외진출 활성화 컨설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준을 현재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출 필요

적응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자함

안종욱, 이치주, 문    혁,
권혁진, 강형주
면수
131

업종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업종체계 개
편의 단계별 적용 수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이 연구는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 관
점에서 분석함
•상호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 및 전문건
설업종을 도출하고, 시장 규모를 분석하는 것이 주
요 목표

주요내용
이 연구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
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을 건설업종과 시장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

기존 공사실적의 평가기준 수립
면수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도급형 공공공
사의 발주 증가

119

건설사업자들의 정책적 지원 방안 필요
(기술·기능 인력의 고용 안정화) 상호시장 진출을 위

주요내용

한 직접시공과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고용한 기술 및

그간 정부의 기업에 대한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에

기능 인력들의 지속적인 고용지원 정책 필요

금융지원 등 법·제도적 개선 노력 덕분에 우리 해외건
설의 체계가 글로벌 건설시장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음
다만, 도급시장에 익숙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대기
업과 상생형 해외진출 지원은 자생력을 약화시키므
로 자생력 강화 독자적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을 위한

분석방법은 두 가지로, 건설업종들 간의 겸업비율에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따른 분석, 그리고 건설업종들의 업무 특징과 등록기

있음

준에 따른 분석으로 구성

이 연구는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투자개발형 해외

중소·중견기업은 소규모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모델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4가지 사업화 유형에 따라 모듈화 보고서를
통해 간접학습의 기회를 제공
금융인, 중소·중견기업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가칭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포럼’
을 구성하고,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
과 확산을 시도
중소·중견기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 세종시 중
소·중견기업인 초청연수 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마련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마련과 전용펀드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체계 구축 준비

분석결과,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전문공사 시장진출이

진출을 위해 사업발굴 및 기획체계, 네트워크 구축, 금

많을 것이며,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종합공사 시장진출

융지원체계 정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

컨설팅 인큐베이팅 추진체계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나타남

하였음

에서 의결한 국토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

•종합·전문건설사업자들 모두 건축공사에 관련한 상
호시장의 진출 규모가 클 것으로 분석됨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의 건설산업 여건을 기
반으로 이루어져, 향후 등록기준의 완화와 같은 여
건변화를 반영하지는 않은 한계가 있음

라 해외진출 컨설팅 센터’를 2019년 말 설립

분야별
주요 연구

국토인프라
●

 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

●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

 자율주행 기술수요를 반영한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방안 연구

●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BRT 및 셔틀 도입을 중심으로

●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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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

19-18

기본

19-10

고용석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Assessing the Publicness of the Roadway Infrastructure and Its Applications for
the Policy Development

The Estimation of VOT considering Road Publicity and Future Conditions

연구책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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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육동형

연구배경 및 목적

기존의 도로는 빠른 통행속도와 이동성만을 중시했으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유연성 확보) 통행시간 절감편

연구진

나 최근에는 자율주행 등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익 추정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면 교통 수요가 낮은 낙

연구진

심적 가치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김종학, 김상록,

첨단화된 도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과 동시에, 모두

후지역에 상대적으로 우회율이 높아 통행시간절감효

고용석, 백정한,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고준호, 김진희

가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도로

과가 큰 사업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도로공공

김강수, 김진욱

모호하여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어 왔음

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성 측면에서의 사업당위성 확보 가능

면수
113

면수

공공성은 사회 정의,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기 위한 핵

이와 같이 통일된 공공성의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나 도로투자평가 체계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자율주행차 정책 설계) 자율주행차의 보급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확산에 대비하고 각종 관련 정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이며, 현재의 통행시간가치는 다양한 통행특성을 반

자율주행차 선택요인 분석과 통행시간가치 추정은 합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실제

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주행 관련 정책 설계에 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적인 편익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용할 것으로 기대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별 통행시간가치를 산출하

(예타 지침 개정) 통행시간 감소율, 자율주행차 등 신

는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기반시설임

고 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 시간가치 적용의 필요성 강조 및 기초자료 제공과

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역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고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근거 제시

할을 조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개발되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따라 통행시간가치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일률적
인 통행시간가치보다 최대 142%까지 클 것으로 평가
하였으며, 교통수요는 낮으나 우회단축율이 큰 지역
의 사업타당성 확보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자율주행차의 이용패턴에 따른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완전자동)은 36,744원, 자
율주행자동차(직접운전)은 48,198원, 자율주행공유
자동차는 73,884원으로 제시함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의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거리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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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정책 수립 시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성 개념을 명확히

•특히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임과 동시에 교통권이라

지 못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측정 지

•수평적 지표는 도로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적 접근
에 대해 동질의 교통 서비스를 누리는가에 대한 측
정을 통해 지표화
•수직적 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불의사 대비 통
행료로 표현
개발된 도로 인프라 공공성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
•도로 인프라 투자 정책결정, 도로 인프라 공공성 강
화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 제시

정책제안
도로 투자 계획 시, 이용자 관점의 형평성을 반영할 필
요가 있음
•향후 도로 인프라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
적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그러한 요구 중 형평
은 이용자로부터 야기된 요소

표 개발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요금

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인하는 요금인하 수혜 계층의 사회 경제적 여건, 도로

•도로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개념 수립, 정립된 개념
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각 요
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지표의 활용방안 수립

인프라의 공급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
가 있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국가 전
체적 도로 인프라 공공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

주요내용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정의
•공공성의 주요 3요소 (행위 주체, 분배의 형평, 절차
의 정당)의 본질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로 인프라
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정의

층별 선호경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도 함께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공공성의 주요 3요소 중 분배

강조함

의 형평에 중점을 두고 이를 수평·수직적 형평으로 구
분하여 지표화

하기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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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19-13

수시

19-12

A Study on Changes of Travel Behavior and Transport Strategies after Construction of
GTX in Seoul Metropolitan Area

연구책임
김호정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를

•반경 1~3km 이내 종사자수가 높은 정차역 :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등 → 직장 접근서비스 개선

연구진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등 광역교통

•반경 1km 이내 거주인구수가 높은 정차역 : 망우역,

배윤경, 김정화, 박종일,

망 축을 중심으로 한 신규택지개발 입지선정 결과 등

연신내역 등 → 주거이동 등 변화 대비 정책 마련

홍사흠, 김연규, 김진희,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

홍기만
면수
163

향권 확대를 가정하여 거주지 이전 가능성과 통행행

증가하여 출퇴근 첨두시 도로 정체, 도시철도 혼잡 등

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GTX 축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에 의한 주거이동, 교통수단 전환 등 통행행
태 변화가 예상됨
이 연구는 위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가 가져올 이용

•조사결과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출근통행시간과 비
용이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세
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전망하고, 통행행태 변화에 따
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제안

기존에 구축된 KTX와 SRT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구이

수도권 고속교통시설 공급에 따른 시공간면 변화 분

동, 지가변화, 통행행태 변화 등을 살펴보고, 이를 근

석 결과를 활용하여 수도권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간으로 하여 GTX 개통 이후의 통행행태 변화를 전망

변화 등을 유도하는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

장래 GTX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시공간변화를 분석

GTX 정차역 주변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신혼희

하고, GTX 건설 이후의 거주지 분산 효과 및 통행행태

망타운,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 연계 및 정차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 측면의 문제점에 선제적

역 주변의 토지이용변화, 지가변화 등의 지속적 관리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방안마련 필요

주요내용

정차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도시
재생과 연계한 환승시설 공급계획 등 통합개발계획을

자율주행 기술수요를 반영한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Develop High Definition Map for
Autonomous Driving

연구책임
윤서연

연구배경 및 목적
자율주행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제 기능을 할

연구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배윤경, 김정화

Local Dynamic Map(LDM)이라 하며, LDM에 속하는

로지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성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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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중 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인프라와 도로

있도록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주변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높은 위치정확도로 구축한
입체적 공간정보임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4.26.) 정밀도로지도 구축 효율화 방안을 논의
중임. 2021년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출범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첫 단계인 시범사업 발주를 위
한 사업 범위 및 기술적 사양 도출이 필요함
이 연구는 향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정밀도로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초기대응방안 마
련을 목적으로 함
•공공과 민간에 대한 서면 및 대면조사를 통한 정밀
도로지도의 기술적 요구사항 조사(활용목적, 지도
콘텐츠, 플랫폼, 통신 등)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시범사업 설계: 시범사업
유형, 업무프로세스, 수행주체, 정부지원방안

수도권의 접근성 개선 면적은 최대 36.1%에서 최소

사결정체계 구축 방안 제안

지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

접근 개선으로 국토이용면적 변화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거주인구수와 종사자수 분포
를 조사하여 정차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방향
을 검토

터 구축·갱신으로 비효율 및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의 도로에 대해 정밀도

향후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의 도로에 대해 정밀도로

(36.1%) 접근 개선, 삼성역행 기준 3,243㎢(26.8%)

려우며, 각 민간사가 별도로 구축하면 고비용의 데이

주행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됨. 정밀도로지도

수립·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중심의 의

•GTX A,B,C 노선 완공 시 시청역행 기준 4,366㎢

간의 기술변화와 이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어

정보는 정보센터, 노변정보스테이션, 차량장착센서,

GTX 건설 이후 수도권의 시공간면 변화 분석 결과
7.3%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밀도로지도를 공공에서 구축하면 향후 예상되는 민

면수

GTX A 노선의 개통 이후 정차역 주변 지가상승과 영

서울 주변의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광역권 통행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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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추진 방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밀도로지도는 도로인프라와 도로주변 시설물에 대
한 정보를 높은 위치 정확도로 구축한 입체적 공간정
보로 자율주행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제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됨

정밀도로지도를 대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사가 경쟁력을 추구할 부분을 나누어 지도의 공
동구축 및 갱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공동구축체계를 통해 민간산업 발전과 공공 도로관리
데이터 개선을 도모하고,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데이
터의 활용처 다변화를 동시에 꾀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구축물량을 선확보하는 것보다 갱신방안 마련이 중요
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가 적극적으로 민-관 협업 갱신모델 마련 후 지자체
확산방안 마련 필요
민간산업 이익과 공공데이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간-공공 투자 협력 모델 마련 필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인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유통
을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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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BRT 및 셔틀 도입을 중심으로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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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9-18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A New Framework of Road Management for the Self-Driving Era

Strategies to Implement Autonomous Public Transit:
Focusing on Autonomous Bus Rapid Transit and Shuttle Services

연구책임
윤태관

연구배경 및 목적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기

연구진

초를 마련하고자 함

임영태, 박종일, 이혁기,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정의와 함께 기술개발

연규봉, 정기윤
면수
160

수준에 따른 각 서비스의 도입 시기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첨단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세부적으로 국내외 자율주행 대중교통 관련 선행연구
및 운행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
통의 도입 가능한 서비스를 정의
•잠재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도 분석과 자율
주행 대중교통 도입 시 발생 가능한 효과 분석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예측이므로 경제적 타당성,
운영방식의 결정, 사회적 수용성, 부작용에 대한 대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첨단인프라 측면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대중교

적임
107

교통 관련 기술개발, 선행연구, 실증사례 등의 심층 분
석을 통해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예측) 국내화된 자율주행 대
적 도입을 위한 타임라인 제시

주요내용

도로 인프라 관리분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목

개정도 필요함

대중교통을 위한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도입 가

개선 방안을 제시

김준기, 이재현, 김상록
면수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활용성) 국내외 자율주행 대중

(미래 대중교통 체계 변화) 셔틀이라는 소형버스에 국
한되어 있던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4개의 서비
스로 정의하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미래 대중교통
체계 변화 예측

자율주행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도로 관리에 요구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현재의 도로관리체계를 보완하여

프라와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이 요구되며, 관련 법

정책제안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진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관리, 시설물 개선, 정보통신 인

중교통 서비스의 도입 순서 및 시기 예측을 통해 효율

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첨단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윤서연

책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동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능한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예측하고, 이를 효

연구책임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 지원 수준에 기반하여 새로운
도로 분류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자율주행을 위
한 도로 인프라 구축계획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
시하고자 함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계획에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중요한 축을 차지할 것임
또한, 자율주행지원도로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검토를 수행하고
자함

주요내용
자율주행시대에는 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
관에 따른 현재의 도로 분류보다는 도로시설의 특성
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 통일된 시설관리 기준을 적
용할 필요가 있음

통이 가진 안전 취약문제, 낮은 접근성, 차내 혼잡 등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도입은 해당 산업에 대한 경제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며, 군집주행의 도입이 그 시작

기술개발 완료 시기에 따른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
스 도입 시기 예측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자율주행 순환/셔틀, 자율주
행 간선/BRT, 자율주행 DRT, 자율주행 지선 버스로
정의할 수 있음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위해 자율주행 환경 인
식, 안전, 통신, 시스템 및 기타 기술 개발동향을 분
석한 결과, 2022년경 자율주행 BRT를 시작으로 셔
틀, DRT 서비스순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측됨

점이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인프라 지원 요구가
예상됨
기술 개발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하는 도로 등급을 물리적 특성, 데이터 인프라, 통
신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국내에도 자
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 등급의 마련이 필요함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에 기반한 관리 기준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인프라
에 대한 내용은 현 도로법상 정의하는 관리체계로 지
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
였음

정책제안
도로의 물리적 특성, 데이터 인프라, 통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분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 지원여부 등을
나타내는 자율주행 인프라 분류기준 마련 제안
신규 도로분류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
로인프라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존 도
로관리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 제안
고도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관리분야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관리를
위한 전국 통합 데이터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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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19-21

기본

19-24

A Study on Data-based Investment Strateg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Context of Decentralization

연구책임
김종학

연구배경 및 목적
교통 분야 분권은 통행 연속성과 시설 인접성을 고려

연구진

할 때 단순 권한 이양이 아닌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와

백정한, 김혜란, 최재성,

지자체 간 협력이 더 중요함

김우형, 김익기, 유한솔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시대 생활교통의 편리성

면수
150

연구책임

한 재원부담 기준을 기초지자체 사례로 버스차고지

김광호

공동 운영효과 제시

•기초지자체: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

교통투자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세부 목표는 다

군의 버스차고지 통합운영 시 연간 2.01억 원의 편

음과 같음

익 발생

첫째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둘째,

연구배경 및 목적
교통서비스 접근에 대한 공간적 또는 계층적 격차는

연구진

사회·경제활동의 기회에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상건, 배윤경, 이재현

에서 형평성 측면의 개선 필요

시 ⇀ 서울 41% : 경기 29% : 중앙 30%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연계협력형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 Study on Enhancing Equity of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
Focusing on Shared-use Mobility

(실증분석) 광역지자체 사례로 교통영향권 분석을 통

•광역지자체: 광역철도(위례신사선) 재원부담(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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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교통서비스의 첨단화가 가속
면수
152

화되면서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첨단교
통기술은 교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요인인 동
시에 승객 콜 거부 등으로 인한 공간적 또는 계층적 편

정책제안

차 야기 가능

능한 생활권 설정방법론과 분석결과 제시. 셋째, 사례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전략)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적

첨단교통서비스에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이나 계층에

분석을 통한 연계협력 사업 효과 및 정책방안 제시

용을 위한 6단계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제도도입 초기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 및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공유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의 중앙역할을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모색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계협력형 사업추진이 가

※ 사례분석: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 기준(광역지자
체), 버스차고지 공동운용 효과(기초지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
•전체조건: 필요성 인식과 연계협력을 통한 중앙과

주요내용
(데이터기반 투자전략) 이 연구는 기존의 선언적 측면
이 강한 분권시대 교통투자전략 연구와 차별되게 데
이터 분석 기반의 교통투자전략을 제시
•모바일 빅데이터로 전국의 생활권을 설정해 교통투
자사업의 협력대상 지역들을 선정하고, 교통영향권
분석과 p-median 분석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재
원부담 기준과 지역 간 협력사업 효과를 제시
(분권관련 교통투자 문제점) 중앙관리 간선도로와 지
자체 관리 하위도로 간의 안전기능 격차로 통행안전
취약 및 이동권 확보가 미흡
•그 밖에 문제점으로 관리 주체 간 연계협력 노력 부
족,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 지연, 관리주체별 상
대적 투자격차 심화, 연계협력 교통사업 추진을 위
한 재원조달 제도 미흡 등을 적시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상호신뢰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협력체계 구분→사업 발
굴→재원 조달→사업 추진→성과 모니터링

•첫째,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이용 행태, 첨단교통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분석하여 소득계층 및 지역
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격차를 파악
•둘째,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잠재선호, 전
문가 면담을 통해 형평성 제고 요구사항 파악

•생활권 설정(33개, 대도시권 이외): 강원 6개, 경북 6

•셋째,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편차, 첨단교통

개, 경남 4개, 전북 2개, 전남 7개, 충북 3개, 충남 5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국도, 고속도
로)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
기능 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관련 제도 및 계획 활용)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
달 방안, 생활권 설정 등의 연구내용은 관련제도 개선
및 공간 및 교통계획에서 활용가능
•재원조달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연계
협력계정 신설 제안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주요내용
교통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격차는 사회·경제 활동의
기회에 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최근 카셰어링 등 공
유 모빌리티의 도입 양상은 접근성 격차를 심화할 우
려가 있음
수요응답형교통(DRT)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첨단교통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
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개선방
향 모색

수도권 외곽에 소재한 양주 등 4개의 도시를 중심으
로 기존 교통수단의 이용현황을 검토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요
구사항을 파악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 또는 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DRT의 공간적 확대 방안, 모바일 플랫
폼 기반 서비스 지원방안 등 제시

정책제안
수요응답형버스, 복지택시 등의 공간적 확대를 위해
참여 업체의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고, 기존 또는 잠재
적인 이용자의 지불의사액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현
실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첨단교통서비스 업체가 정부지
원 DRT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자격조건 및 의무사항
규정
수도권 외곽의 경우 첨단교통서비스 업체가 ‘동’ 지역
에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동시에 ‘읍·면’ 지역에 최소서비스를 의무적으
로 제공하도록 규제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가칭)를 도입하기 위해 첨단교통서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정부차원에서 DRT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보
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 교통수단과
첨단교통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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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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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9-40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National Transport Network for Inclusiveness and Innovation of Territory

Study on Impact Analysis between Rise of Green Vehicle and Transportation Fund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

연구책임
최재성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배터리 자동차, 수

면수

소연료전지 자동차) 누적 보급 목표를 전기차 43만

92

대, 수소차 6.5만 대로 확대할 계획
정부는 휘발유,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에 각각 약
35.5%, 약 29.2%를 교통세로 부과하여 교통시설특별
회계의 교통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장기
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재원 확보 등을

미국의 심층적 사례분석에서 도출되었던 자동차

연구책임

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대응방안

김종학

을 국내에 적용해 세입 감소를 보존하는 과세단위  
추정
•운행 단계는 전기차 1대당 21.8∼23.1원/km, 수소
차 1대당 21.7∼21.8원/km
•운행 및 보유 단계는 전기차 1대당 38.6∼39.5원/
km, 수소차 1대당 37.7∼38.1원/km

위한 대응방안이 부재한 상황
•교통세 징수 대상이 아닌 친환경차 보급이 2030년,

정책제안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교통망은 국가균형발전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혁
신 성장을 지원하는 주요 인프라로, 포용과 혁신의 가

(포용적 국가교통망 구상) MST 분석을 통해 포용적

백정한, 배윤경, 고용석,

치를 얼마나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국가교통망을 방패형 교통망으로 제안

김준기, 김익기, 이범규,

현재 남북축 위주 국가교통망은 강원, 경북, 경기 북부

*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연계하는 교통망은 入(들입),

등과 같은 교통소외지역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해결하

지방 권역 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은 人(사람인), 해

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함

안권은 □자 교통망으로, 3개 유형을 합해 방패형

송재인, 유한솔
면수
114

국가교통망은 연장(km) 중심의 양적개념에서 소외지
있으며, 미래교통수단을 고려한 검토 및 정치적 여건
변화로 국토공간구조가 대륙연결형이 될 경우를 대비

교통세를 통한 세입 확보 전략은 미래 재원확보에

을 만들어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1㎞ 주행거리당 세율

하여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의 교통망 구상도 필요함

부정적인 파급효과 예상

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래여건변화에 부합하면서 혁
신적이며 포용적인 국가교통망의 구상안을 제시하고

리오를 2050년까지 추계해 보고, 자동차의 보유 및

(친환경차 등록세 시행) 친환경차는 「지방세법」 제127

개념 정립 및 목표설정, 포용과 혁신가치를 담은 국가

운행 단계, 시기별로 교통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제3항에 의해 낮은 수준의 세액을 부담하므로 단계

교통망 구상안을 제시하고자 함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도출

적으로 정상화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친환경차
등록세’(가칭) 등 새로운 제도 시행 고려

주요내용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시행 및 재원조성 등의 법

과거추세 적용과 정책 보급 목표치와 경제모형을 이

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

용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

모를 추진해 새로운 제도 시행 효과 검증

추계 및 단계·시기별 세입 감소를 2050년까지 분석

(내연기관차 산업 보호정책 마련)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과거추세 적용) 2020∼2050년까지 30년간 누적

에 따른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자동차정비 업체 등

해 보유(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운행(교통에너지

의 내연기관차 산업 파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단계에서 48.4조 원의 세

대응방안 등의 후속적인 대안마련 추진

입이 감소하고, 국세 및 지방세로 분류 시 국세 22.5
조 원, 지방세 25.8조 원 감소 예상

이 연구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활용이 가
능하며, ‘제4차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제2

(Shield)형의 교통망을 구상

역 연계, 혼잡개선 등의 질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자동차주행거리세 시행) ‘자동차주행거리세법’(가칭)

의 조세체계 확대 구축

방 대도시 간, 해안권 도시 간을 추가함

연구진

2040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대할 시 현재

이 연구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는 경우의 시나

* 서울 중심의 교통망에서 탈피하고자 연계유형에 지

정책제안
(교통망의 체계적 관리) TIN 기법을 이용해 공간위계
별로 제시한 교통축은 향후 교통망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 가능
(법정계획 활용)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패형 교통망은
중장기 공간계획, 교통망 계획 등에서 활용 가능
(미래교통망) 미래여건에 대비하여 제시한 한반도, 동

주요내용
(연구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기존 교통수요 중심의
교통망 접근에서 국가성장을 위한 포용 관점에서 국
가교통망을 구상안을 MST, TIN 기법을 적용해 축 단
위의 교통망 구상방법 적용
* MST(Minimum Spanning Tree, 최단거리수형망):
선정 지역들을 최단거리로 연계하는 교통망 도출
*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불규칙 삼각
망): 지역 간 연계를 위한 불규칙 삼각망 도출

•(정책 보급 목표치와 경제모형 적용) 보유와 운행단

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의 관련 부처별 법정계

(연계유형 차별화) 국가차원에서 연계해야 할 지역을

계에서 85.1조 원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39.8조 원,

획 및 중·장기 친환경차 관련 로드맵 수립 시 정책 자

대도시 간, 지방권역별 대도시 간, 해안권 도시 간 등

지방세 45.3조 원 감소 예상

료로 활용 가능

국토균형관점에서의 연계유형을 설정

북아 교통망은 개방형 국토형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가능

분야별
주요 연구

공간정보사회
●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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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19-02

기본

19-03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ing Spatial Information-based
Convergence Industry

연구책임
서기환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세에 맞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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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Value and Publicity of Geospatial Information : Focusing on engagement
of the people disadvantaged in using and accessing geospatial information

경 개선 동향을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연구책임

도출

강혜경

연구배경 및 목적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환자(보호자)는 정보의

연구진

추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2018.06)을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연구진

최신성과 정확성이 중요한데, 장애인·노인처럼 공간

오창화, 사공호상,

마련하는 등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에 노

여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임용호, 조판기,

정보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공간정보 정책지원

김영훈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

김기현, 오영진

이 미흡함. 특히, 중앙에서 공급하는 공간정보를 활용

정책제안

면수

환경 개선 논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으로,
면수
180

공간정보 기반의 융합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

공간정보를 활용한 융합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간정보

142

국 단위 공간정보 구축

사회적 가치(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정보’(주소 등)를

로 민감한 정보이므로 매우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기준 개선(안) 제시

어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의지도 높음

개인위치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해 「위치정보 보호법」

그동안 공간정보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 노인

에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등’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여

등 공간정보 취약계층의 공간정보 접근·활용 지원방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근거를 제시

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

랫폼으로써 공간(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현황과 문제
점 분석, 학술방법론 검토를 통해 규제환경 개선을 위
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가이
드라인(안) 제시

정책제안
공공정보기반으로 공간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전

등)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환경으로의 변화와 더불

이 연구는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합 플

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

있음

공개에 대한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의 세부분류

어진 바 없어 적절한 근거 제시가 요구됨

급주체로서 지역소재 사회적 기업 양성 등 공간정보

하기에는 현실과의 불일치, 정보 누락 등으로 한계가

특히, 공간(위치)정보는 국가 안보 및 정치·군사적으
있으나, 규제 수준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루

화된 최신 무장애 공간정보의 구축, 무장애 서비스 공

하는 포용적 공간정보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커뮤니티 매핑’같은 시민참여형 지도공동체 혹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공개
•위 보건복지부 정보를 지도와 연계하여 무장애 생
활시설 위치정보 공급
•무장애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수시 갱신·검수할 공
간정보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운영
공간정보 접근·활용 편의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
형 특수기술 개발·보급 지원

공간(위치)정보에 대한 규제환경 개선은 세계적인 규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

•자율주행 휠체어, 증강현실 기반 방향 안내 기술, 로

제환경 변화 트렌드를 감안하고, 기존의 관계 법령(위

공하는 지역기반 자립형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봇 기반 ‘휠체어뷰’, 보조기기(휴대폰 화면확대기,

치정보 보호법,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분석을 통

정책방안 모색

경로안내 지팡이) 등 공간정보 접근·활용을 지원하
는 특수기술·장치 개발

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요내용

무장애 공간정보구축·활용을 지원하는 지역기반 민간

고령사회가 되면서 일반 장애인 외에도 65세 이상 노

주체 양성을 위한 법제도·정책 정비

이 연구는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

인층의 장애 발생률 증가로 생활이동이 취약한 계층

(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도 활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으로 전망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정보 서비스는 경

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보안

제성이 낮아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공급이 저조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한 만큼 정부가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공간정보 취약계층의 복
지증진을 위한 지원조항 명시
•공간정보 취약계층 실태조사, 격차조사, 지역경제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
항 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개인위치정보 및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제환

는 정책지원 필요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

주체 양성지원, 시민참여 사업지원(예: 공감e사업,
국민디자인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성과 등
정책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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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19-22

기본

19-06

A Study on the Strategies to Develop Decision Support System for the Innovativ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ies

연구책임
이영주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유재산 관리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유재

연구진

산 가치 증대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목표로 하여

손재선, 황명화,

주요 정책을 추진 중임

이승욱, 정문섭

국유재산 총괄관리를 위한 인프라로서 국유재산 통

면수
149

합 DB 구축 및 인문·사회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
는 GIS 기반의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명시)을 위한 기반연
구 필요
2019년 11월부터 3개년에 걸쳐 개발되는 차세대 예산
회계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
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분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Planning Policy Agenda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erritorial Plan and
Environmental Plan

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업무부하 해소

연구책임

및 상호 정보연계를 위해 대장정보 등 통합관리시스

김동한

템 연계체계 확대 및 고도화가 필요

연구배경 및 목적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구진

주거지 조성, 육상생태계 보전 등 UN 지속가능발전

국유재산 정보를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추진방

안승만, 이다예,

목표(SDGs, 2015)에 맞춰 우리나라도 세부 목표와 지

식 도입, 국유재산의 잠재적 가치분석 및 통합 모니터

이용우, 임지영

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국토 정책에 이를 반영할 필

링을 위한 유연적 개방형 플랫폼 구축, 국유재산 정보

요가 있음

민간개방 및 협력적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면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 가치 제고

149

정책제안
(업무혁신) 국유재산 관리·활용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
로 재설계

석 및 설계 단계부터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수요

(융합DB 활용) 국유재산 통합DB 구축을 위한 국유재

기반의 시스템 구축 지원 필요

산 관련 DB 연계, 표준화 및 인문·사회 관련 데이터 도

장소 기반의 통합적 접근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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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융합 활용 확대

•5개 공통 어젠다인 인구감소, 국토환경 연결성, 기
후변화, 첨단기술, 남북 및 국제 협력과, 5개 전략인
인구감소 시대 국토공간 구조 개편, 국토환경 연결
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관리, 기후변화 대응 저
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 활용 혁신적 국토-환
경 공간 구현, 남북협력·국제협력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를 기반으로 통합관리를 추진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이용과 보전을 통
해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정
책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을 제시

정책제안
(「국토기본법」 개정)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계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추

획 기간을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보전계획과

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지속가

일치시키고,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

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

보하기 위해 계획 위계별로 수직적·수평적 고려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문화

주요내용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선) 지자체 환경보전계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는 계획 간의 통

획과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

로 차세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과학행정 실현)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Place-

합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참조체계와 정

립 지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계획 수립 시 통합관

수 있도록 GIS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 산재된 국유재산

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리가 필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계획에서 제

정보 및 주변 지역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통합 모니

협업하는 것으로 ① 생활환경의 질 제고, ② 지속가능

시한 자료를 활용하고 관련된 계획 내용들을 고려하

터링 수행

한 토지이용 강화, ③ 국토 이용 관련 갈등 완화, ④ 계

여야한다는 내용을 명시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수요
분석 및 유관 정보시스템 관련 이슈 등을 파악하여
GIS기반 의사결정지원 기능과 목표모델 제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개발과 활
용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주요내용
국유재산정책은 국유재산의 활용을 확대·촉진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시스템(도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국유재산 민간 활용도 제고 및 협
력적 개발을 위한 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의 소통 활
성화

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 자료의 공동생산 및 공동이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

분석하고 연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

획)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계획 비교 시 내용상 상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서울 도시생태현황도, 수
원시 사례와 독일·일본·네덜란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현황과 정합성을 분

기반의 국유재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

석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

국유재산은 회계유형, 국유재산 종류 등에 따라 다양
한 기관에서 생애주기에 맞추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국가환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국내외 사례를

제도 개선이 필요. 이미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GIS
이 국유재산을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국토계획평가체계 개선)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의 공통 어젠다를 설정하고 대응전략을 제시

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는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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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19-29

기본

19-09

Develop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for Communications using
Geospatial Dashboard

연구책임
이영주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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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Strategies for Innov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to
Encourage Data Economy

연구책임
김미정

연구배경 및 목적

상호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얽힌 지역의 문제를

(활용단계) 국토의 현황진단 단계에서 협력적 문제 진

연구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

단·발굴 도구로, 정책시행 단계에서 관련 정보공유 및

연구진

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

이보영, 오창화,

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진단과 처

소통의 장으로, 정책효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정책의

허    용, 임시영, 이민파,

방이 필수적이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융

효과성 판단 및 또 다른 이슈 발굴에 활용하는 등 데이

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활용 역량이 곧 경쟁력인 데

이한진, 김승범

양계용, 김지현, 최병남

합적 접근방법론 필요

터 기반 소통형 국토정책 추진도구로 효과적 활용

이터경제 시대에 공간정보가 데이터경제에 부응하고

면수
134

국토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소통·

(활용방안) 협력적 지역문제 발굴 및 갈등관리, 국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결

체감도 모니터링, 소통형 국토정책 지원, 국토교육 지

과를 상호작용기반의 지도·그래프 등 동적 콘텐츠로

원 등 협력형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소통형·

제작하고 탐색적 환경으로 제공

체감형 국토정책지원을 위한 효과적 정보 공유 및 소

※ 인터랙티브 리포트: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존의 정

통의 장으로 활용

적(靜的)인 그림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

(추진과제) 수요 기반의 데이터 생산체계 정립, 데이

호작용 지도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이

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 도구 확대 개발, 개방형 인터랙

해관계자들이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 현안정보를

티브 리포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데이

움직이는(動的) 지도·그래프 등으로 공유하고, 이

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 생태계 조성

에 대한 의견과 지식을 상호 교환하는 참여와 소통
을 촉발하는 물리적 환경 및 이에 포함된 콘텐츠

면수
124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가치의 원천이 되

나아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
으로 새로운 공간정보의 정의와 생산체계 혁신 필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공간정보의 형태와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체계의 발
전방향과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

주요내용
공간정보 역할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위치기반 연
결고리, 현실과 일치하는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의 구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국토 전반에 걸친 이슈를 데이
터 기반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공

준을 진단하기 위해 수치지형도 2.0과 공간정보 관련

과제 도출

반의 협력적 생산체계,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수평
적 생산체계,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
계로 수립
데이터모델, 데이터 생산사양 등의 표준을 기반으
로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LoD1 수준의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 구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3차원 객체형 공간정보의 정의, 구축방법, 추진체계
등을 반영하여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지침

공간정보 생산을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

하고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정책적 활용방안 및 추진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발전방향은 데이터 개방공유 기

분석

터 기반 소통 플랫폼 역할

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의 기본 방향을 도출

정책제안

제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품질, 생산절차, 생산주기

측량 중심의 생산절차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결과를 토대로 국토모니터링

축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로 제시

연계한 새로운 생산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의

며 소통하는 과정의 정보도 수집·활용할 수 있는 데이

와 보육시설’등을 주제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산이 아니라 생산자와 수요자가 모두 협력하여 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체계와 민간의 신기술을

•분석결과 새로운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생활 SOC’, 시대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 ‘영유아 인구

•공간정보의 거버넌스는 공공기관 중심의 일방향 생

폼으로 변화

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적 시의성이 높은 주제인

는 협력적 생산체계로 제시

현,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한 매개체이자 플랫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의 일치성과 연결성 수

주요내용

술과 업무중심, 기존의 수치지형도 등을 융·복합하

업 및 시민들의 협력체계를 통해 생산주체가 변화
해야 한다는 시사점 도출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필요한 형태, 생산방
법과 거버넌스 등의 혁신전략 제시
•공간정보의 형태는 3차원 객체형으로 도출하고, 관
련된 데이터모델, 세밀도 제시
•공간정보의 생산방법은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신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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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19-11

기본

19-14

김동한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시행

연구진

해오고 있지만 이제까지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수

김다윗, 변필성, 안종욱

도권 집중 억제 및 분산, 비수도권 인구 및 산업육성과
유치 지원, 낙후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만으로는 정책

면수
159

목표 달성에 한계

빅데이터의 수집·정제·융합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연구책임

고,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김익회

빅데이터 기반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전 국토를 대상
으로 실증분석 수행
•100m 그리드셀을 최소단위로 하여 개인소득 등 빅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Vitalizing and Promoting Measures of Innovation Ecosystems in
the Korean Smart Cities

Development for Big Data based Analytical Model and It's Application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연구책임

93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연구배경 및 목적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

연구진

업혁명 기술로 인해 스마트도시 구성요소들의 연결성

이재용, 서연미, 이정찬,

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정미애, 김부연

최근의 스마트도시 정책들은 ‘산업 활성화’라는 표현

데이터 분석
면수

대신 ‘혁신생태계 활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스마

공간분산과 격차해소를 위한 개별사업 추진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공간적 다층위성과 상대성을 실증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의 고취, 개인소득

적으로 도출 → 다층적 균형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증대, 삶의 질 제고 등 보다 구체화되고 복합적인 균형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체계 구축과 활용

관련 산업은 범위 및 분류가 불명확하고 혁신생태계에

발전정책을 통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목표를 달성

가능성 제시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어려움

할 필요

193

트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연결하는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추진.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도시

분석결과를 다양한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국토균

따라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구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형발전 온라인 대시보드를 시험개발하고 국가균형발

화하고, 각각의 혁신을 이끌어내며, 이를 연결하여 더

밀접한 미시적이고 세밀한 데이터 활용, 실증적이고

전종합플랫폼(NABIS)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나은 혁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과학적인 분석모형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도 필요

정책제안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학술적 기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계층 프레임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

크를 제시하고, 실제 개인 및 기업데이터를 시범 분석

•첫째, 사람·기업·국토공간에 관한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융합 방법론 제시
•둘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의
개발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수행
•셋째,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자가 국토균형발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상호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대시보드 시험개발 및 정책적 활
용방안 제시

주요내용
개인의 소득·소비, 기업의 생성·소멸 등 국토공간상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활동과 다양한 국토균형발전정책
발굴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에 관한 미시적·동태적인 빅
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하여 기존의 통계자료 기반 정보 생산과 차별화된 모
델·방법론 제시
(빅데이터 구축) 국가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도 전통
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를 넘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대시보드와 같
은 플랫폼 구축
(국가균형발전 정책 활용) 균형발전 상태를 측정·진단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균
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과 같은 기존 플랫폼 고도화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
트도시 산업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산업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
도시 산업은 태동기로서 코어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등 미성숙 단계이며, 스마트도시 산업 개념 및 분류체
계도 재정립이 필요함을 확인

정책제안
(가상 도시 전략) 도시데이터의 플랫폼화, 다양한 비
즈니스 플랫폼들의 플래폼(Platform of Plaforms)
으로서의 가상 도시 플랫폼 구현으로 비즈니스 혁신
서비스 촉진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통한 도시 플랫폼 고도
화와 비즈니스 혁신 창출 촉진
•도시데이터 허브의 구현, 개방 및 전국 확산, 그리고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도시 환경 전략) 개방-공유-협업을 촉진하는 네트워
킹 및 미래형 도시환경 조성

구성요소들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스마

•인재 유인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

트도시 혁신생태계를 조성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정책은 인프라 중심의 물리적 자산 구축
에서 벗어나 정책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시민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관련 내용을 변화하는 시대

구축은 미흡

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능한 도시 플랫폼 구축

프레임워크를 정립함

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축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게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네트워킹 활성화가 가

해당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추진과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의2(지역통계
적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

•핵심은 모든 구성 요소들의 관계 및 흐름을 원활하

플랫폼(네트워킹 자산), 물리적 자산, 가상 자산, 인적
자산, 경제적 자산, 제도, 사회 문화의 7가지 요소를 중
심으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 구성

동산, 교통 등 도시 근본 문제 해결 필요
•인재, 기업가,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소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조성 및 활동 지원
(기업 육성 전략) 민간기업 주도로 스마트도시 혁신생
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강화
•대기업을 기반으로 SMEs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
생하는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시 운영에 참여하고 스마
트도시 혁신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분야별
주요 연구

국가균형발전지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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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19-04

기본

19-05

Positing a Local Fiscal Assistance System in the Policy Schem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연구책임
남기찬

연구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연구진

재정운용 방식을 개편하는 재정분권을 핵심적인 수단

이미영, 정우성, 배인성,

으로 삼고 이를 추진 중임

오민정, 김행선, 정창수
면수
186

그러나, 다양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실제
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환
경 변화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지방
재정 지원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책임

가장 크게 재정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

민성희

차를 완화함을 확인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국토 균형발전은 국토정책에서 가장

•광역권은 전국을 4개(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

이순자, 홍사흠, 차은혜,

간의 격차에서부터,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발전

권)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은 특·광역시를

조정희, 유현아, 임형백

축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의 중심도시로 설정

간 격차까지 관련 논의의 공간단위와 내용적 범위가

고 구체적인 대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면수

기초지자체 재정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150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해옴

설정(18개), 생활권은 주민의 서비스 요구를 고려하
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정

(재정분권의 원칙) 균형발전의 가치 구현과 재정분권

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 인구 및 경제적 기능이 집중하
고 지방 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쇠락이 가속화되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평재정

정조정제도 도입

는 국토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수평재정조정제도) 기존의 광역형 조정제도에 더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국토 관리의 효율성

기초형 조정제도(기초형 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

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발전기금)을 포함한 투-트랙(Two-Track) 운용 체계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 전략이 필요

구축

로 연계성 높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중소도시권

혁명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국토 공간의 불균형이 심화

생·공유재원을 중심으로 한 기초지자체 간 수평적 재

천적인 재정지원제도를 도출하고자 함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이외 지역은, 중심도시 중심으

특히,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 제4차 산업

의 수단을 연계하여 구조화하고, 재정이양과 함께 상

적용 방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수행하여 보다 실

시권, 생활권을 제시

중요한 이슈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

재정분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조정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 도

연구진

기초지자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제안하

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Strateg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여 상생기금의 형태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대안이

정책제안

97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정책제안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권) 간 기능과 역
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 체계 구축
•대도시권은 수도권과의 광역적 격차 해소, 중소도
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정주여건 제고,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그동안의 국토공간정책 및 계획을 되짚어보고 국토를

공급을 각각의 기능과 목표로 설정하고 포용적 측

(균형발전사업 구조전환 및 운영체계 개편) 전면적 포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면에서 균형발전 권역을 설정하여 낙후지역 개선

이 연구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방재정 지

괄보조 재원운용 방식의 도입, 총괄조정기구 및 지역

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하

원제도를 위해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지역 간 재정

발전투자협약의 확대,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통합

여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구상하고자 함

격차 해소,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사업의 복합적 전략

및 국고보조로 분리 등을 제안

주요내용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을 위해 현 광역도시계획의

구조를 검토하였음

주요내용

이에 따르면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을

중층적 공간단위 설정과 그에 따른 공간단위별 정책

실효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지자체 재

목표 달성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

정 여건과 역량에 따라 지역 간 재정격차가 더욱 확대
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
형 권역발전기금(공동세 확장형 또는 특례시 연동형)
등의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
는 방안을 모색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한 여러 시나
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세를 공유 재원으로 하

공간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 단위에서는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해 지역 경제의
균형을 추구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어느 지역에서라도 기초생
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토 균형
발전으로 정의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광역권계획 신설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
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
역기구 도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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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19-15

기본

19-39

Policy Directions for Securing Korean People’s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 and
Improving the Vulnerable Areas in Korea

연구책임
변필성

연구배경 및 목적
국토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

면수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거나(「대

139

한민국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
해(헌법 제34조 제1항)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가
진다’는 내용을 포괄

연구책임

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국토공간 사용은 거주, 생계, 쇼

서연미

핑, 업무, 친교, 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 그리고 그에
결되는, 오염 및 훼손에서 벗어난 생활공간의 자연 환
경에 기초하고,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에 근거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의 안정적인 거주,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이동, 자연환경의 평등한 향
유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임

국토에 대한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지역을 법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국토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

정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권리보장 틀 내에서 국가

하기 위해, 해당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또

가 최소한의 조치인 생활여건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는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인 법률상의 권리로 제도화

추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및 관련 정보

이 연구는 국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 보장, 그리고 환경부정의의 사전 방지를 전제로

연구로서, 해당 권리의 법제화를 예시적으로 논의하

환경오염·훼손의 피해 및 위험 지역 발생 사전 예방대

고, 국가의 공간분야 정책 방향, 특히 국토에 대한 권

책이 우선되어야 함

리 보장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개선시
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에 대한 권리의 정의 및 내용적 범위를  「국토기본
법」 등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권리를 헌법
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상의 권리로서 실현
할 토대를 확보함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
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
게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로 정의 가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틀 내에 한정되지는
않음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상생발전 관점에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 등의 한계점을 드러냄

필요성 및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모델을

김은란, 조은주,

정립하고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활성화를 위

정성훈, 이종호

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을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지원

제고 전략)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재교육 과정 및 특화

면수

•첫째,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와 지역발전을 위한 혁
신도시와 대학의 역할 제시
•둘째,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을 연계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검토
•셋째,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를 사례조
사를 통해 분석

주요내용
전통적으로 대학은 지식의 생산자 및 전수자 역할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국

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과 지

을 대상으로 주거취약지역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하고

역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됨에 따라 대학이 기업뿐만

주거취약지역 정의 및 관련 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지자체 등과 협력할 필요성이

도 보강, 마련해야 함

커짐

대중교통 취약·사각지역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정

정부는 대학이 지역사회·산업과 협력하여 국가경쟁력

의 및 관련 교통·이동권 보장 시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역량강화정책,

마련하고 대중교통 취약·사각지역 모니터링 시행의

지역대학-지역산업 동반 성장 지원, 지역인재 취업지

기반도 보강해야 함

원 정책 등을 추진 중이며,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에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시책 간 제도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미흡, 연계

연구진

189

정책제안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Linkage between 10 Innovation Cities and HEIs in
the Region

국토에 대한 권리가 포괄하는,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

따른 교통·이동을 포함하며,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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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오픈캠퍼스 등 대학이 참여하는 정책을 도입함

적 연결고리 강화 차원에서,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조

지역대학은 주로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

사를 정비해야 하고 권리 보장 기여도에 관한 사전 평

여 사업에 참여하며, 연계의 주목적은 지역인재양성

가를 도입, 운영해야 함

사업으로 나타남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는 사업 도입 초기단계
의 낮은 연계 수준, 지역대학의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에 대한 이전공공기관의 낮은 만족도, 혁신도시 특화

정책제안

분야 입주기업 인력양성지원, 지역인재 채용 대상의
공간 범위 확대, 중소규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체계 구축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
활성화 전략) R&D, 인재양성, 규제특례 등 국가혁신클
러스터 정책과 혁신도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
도시와 주변 대학 간 산학협력 체계 마련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 체계 마련 전략) 혁신
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혁신
도시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연계 거버넌스 구축

분야별
주요 연구

글로벌개발협력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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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19-17

Policy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Urban Sector for
Implementing SDGs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책임
박세훈

연구배경 및 목적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국토·도

토·도시분야 개발 협력이 국내 기업과의 경제협력 확
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연구진

시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향후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을 경주하고 있음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국토·도시 분야 한국의 ODA는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

면수
134

으며, 개발도상국의 한국 개발경험 공유 및 협력 요구
도 증가
그간 산발적, 단편적으로 진행된 우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함
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공헌을 확대하고 효과
적인 원조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원조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새로운
도시의제(NUA) 등 국제사회의 국토·도시분야 정책흐
름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
발협력 추진방향 정립
국내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방향 제안

주요내용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
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
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한 국토·도시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면서도 보편적,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전환 제안
•①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의 조화로, 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 ③ 단위사업 중심에서 종합
적·체계적 지원으로
3개 추진방향 제안
•① 「2030 의제」 체제의 적극적 수용, ② 한국 국토
발전경험의 재구축과 활용, ③ 국토·도시분야 글로
벌 리더십 확대
7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①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마련, ②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수립, ③ 한국 국토발전 경험에 대한 연구 기
획 추진, ④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을 활용한 플래그
십 프로젝트 기획·추진, ⑤ 국제기구의 국토·도시분
야 의제설정에 참여 확대, 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연석회의」 개최

해 인프라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역량개발
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국

실천방안 연구(Ⅱ)
●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해 3대 정책기조

와 KSP, 외교부의 KOICA, 국토부의 인프라 ODA로 나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타 공여국에 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정책제안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⑦ 「국토·도시 개발협력

발전목표과 연계가 부족

●

마련 필요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기재부의 EDCF
누어져 있으며,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지속가능

한반도·동아시아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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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19-27

기본

19-26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Ⅱ

연구책임
강민조

연구배경 및 목적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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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struction of South-North 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 Toward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i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South-North Joint Economic District

합적 계획하에 추진하되,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단계

연구책임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 확보

이현주

연구배경 및 목적
남북은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연구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구상

남한부터 선(先) 개발하는 초기단계, 남북공동사업을

연구진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관

임용호, 오호영, 강호제,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확대단계, 타 지역과 광역형으로 연계개발

서연미, 김민아, 유현아,

계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졌음

양진홍, 홍순직, 박훈민,

1차 년도(2018년) 연구결과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

을 하는 심화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

임을출, 이석기, 김두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판문점 선언에서는 ‘10. 4 합

류지성
면수
207

합발전 기본구상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역별·분야

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관련 규제 완화, 지원

별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제도의 개정 또는 신설,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1차년도, 2018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과학적 공
간분석과 제도적 여건분석 등을 통해 경기북부 지
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종합
발전 기본구상 제시
•[2차년도, 2019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을 위한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남
북협력 초기, 남북협력 확대, 남북협력 심화) 추진방
안과 법·제도 개선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소
요재원 조달방안 제시
•[3차년도, 2020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개발
기본구상에 따른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접
경지역과 접해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방
안 마련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추진 단계·주체 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제시

정책제안
유사사업의 부처별 개별 추진과 지역별 ‘백과사전식’
사업계획을 지양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향상하며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22개 실천사업에 대한 지
원강화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한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한부터 선(先)
개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협력과 균형발
전을 동시에 추구
접경지역 연구 성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범부처 협
의체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 특구법 등의 남북경

주요내용
1차년도(2018년) 연구결과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
광공동특구에 관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음
특히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관련 논의가 진전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더불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실현가능한 조성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가능지에 대해 남북 간에 구체
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나 개성-해주 지역을 유망
한 대상지역으로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과거 10. 4 선언에서 합의
된 사업들을 추진키로 합의

가포르 산업공단(VSIP), 미얀마 띨라와(Thilawa) 특구
의 분석에서도 향후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방안은 다
음과 같음
•개성공단은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
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해주는 ‘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
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로, 남북 양측의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고 북한 당국의 관리운
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과거 남북 간 협력대상지이자, 대북제재 등 여건 개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내

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한 개성공단을 포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기

함하고 있는 지역임

술협력지구’ 조성 추진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해

칭)’ 추진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가능지 중 한 곳인 개성-해주

정책제안

일대에 대한 입지여건을 분석하고 공동특구 조성과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관련된 국내외 사례와 기업수요 조사를 통해 실현가

개선 및 기반 마련

접경지역의 남북 교류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구현과 균형발전 가능 사업을 실

지속가능하고 적시적인 재원조달이 중요하므로 정부

천사업 선정의 기본전제로 설정

예산, 민간투자, 해외자본 등 가용 재원의 특성에 따른
투입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

역 대상 중앙부처 실천사업(6),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남북협력을 위

한 경기북부 지자체 실천사업(11) 및 연구진 발굴 실천

한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및 체계적 업무 수행

사업(2) 등, 총 22개의 실천사업 선정

을 위한 범부처 통합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가

실천사업은 DMZ 및 남북 접경지역 모두를 고려한 종

174

의사업’의 이행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개성공단,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사례인 쑤저우 공단, 베트남-싱

협 관련 법안 제정 및 ‘남북 통합 교류협력 특별법(가

합발전 구상을 반영하여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남북협력을 위한 선행추진 과제(3), 경기북부 접경지

면수

략과 연계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해외 국가

칭)’ 구축

능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주요내용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해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G2G 특구 조성사례 분석 실시 기업수
요 조사에서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전

남북경제공동특구 간 연계와 남북 산업협력지대로의
발전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정책로드맵 마련

분야별
주요 연구

국토지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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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국토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환경 개선방안

19-02

Information Environment Improvement Plan for Land Knowledge Ecosystem Activation

연구책임
김대종

연구배경 및 목적
정보기술은 데이터·정보·지식을 생산·공유하여 소비

연구진

하는 과정과 방법을 변화시켜 왔으며, 누구나 다양한

김동근, 안승만, 임륭혁,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

송정현, 박정기, 김상규,

대가 되었음

이수욱, 김근채
면수
104

그러나 국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의 생산 및 공
유체계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비해 적용 및 활용수준
이 낮음
국토의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
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국토지식을 효율
적,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가 필요
•연구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지식이 자연스
럽게, 체계적으로 축적·공유·관리할 수 있으며 오프
라인의 시공간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환경 구축 필요
국토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의 국토지식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정보환경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생태학에서 정립된 생태계 이론을 데이터, 정보, 지식
분야에 적용하여 국토지식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고, 국토지식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을 시도하였음
정보환경분석결과,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의 기능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검색,
통합 및 연계, 데이터 분석 등 업무와 관련된 개선요구
사항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지침, 규정
등 제도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상호작용(협업 네트워킹) 분석결과, 특정 연구자가 유

사한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며 네트워크 중심성을 강
화시키고 있어 다른 연구자와의 융합 기회가 적은 것
으로 분석되었음

정책제안
국토지식을 생산하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공동으로

3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을 추진해야 함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지식자산을 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간, 공간, 연구자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이 필요함

색인

연구경험, 역량강화 기록 등을 근거로 전문분야가 서
로 다른 연구자가 만나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1. 연구과제명
2. 연구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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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10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36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111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48

70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49

104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6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50

자율주행 기술수요를 반영한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방안 연구

77

ㅇ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86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8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96

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88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78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97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79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8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 후 관리방안 연구

5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42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62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90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63

국토분야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37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연구

64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98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65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60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58

국토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환경 개선방안

108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66

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ㄷ

ㅁ

ㅂ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56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7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9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52

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

74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67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75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44

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

43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4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빅데이터 기반 국토균형발전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미래전망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과제
지방분권 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102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68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99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기초연구

38

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53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81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39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82

ㅋ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

40

ㅎ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57

92
ㅊ

ㅅ

80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46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47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76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93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10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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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명

ㄱ

김상조

43

김성일

70, 71

ㄴ

박천규

67, 68

안종욱

70, 92

이상은

57

임지영

89

최민아

64

박태선

48

임형백

97

최병남

91

최수

61

최은영

65

최재성

80, 82

37, 57

양계용

91

이상훈

강미나

65

김성희

51

남기찬

96

박훈민

104

양세훈

42

이석기

105

강민조

104

김승범

90

남성우

57

배유진

48, 52

양진홍

36, 38, 104

이수욱

67, 108

강성우

67

김승종

60

노민지

67

배윤경

76, 77, 81, 83

연규봉

78

이수진

67

강형주

70

김연규

76

배인성

96

오민정

96

이순자

97

장남종

51

최정윤

50

강혜경

46, 87

김영훈

86

백정한

75, 80, 83

오아연

67

이승복

60

장은교

37

최진

67

강혜규

42

김우형

80

변나향

67

오영진

87

이승욱

44, 45, 46, 88

정기윤

78

최혁재

60

강호제

39, 104

김유식

102

라정일

56

변세일

65

오창화

86, 90

이영주

88, 90

정문섭

88

고용석

74, 75, 83

김은경

61

류승한

37, 40

변필성

92, 98

오호영

104

이용우

89

정미애

93

고준호

74

김은란

49, 57, 99

류지성

104

유승동

67

이윤상

67

정성훈

99

구지영

51

김익기

80, 83

유한솔

80, 83

이은우

102

정연준

45

구형수

53

김익회

93

유현아

97, 105

이재용

93

정연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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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연구활동

▲

2019. 2. 23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개최

▲

2019. 1. 9

제1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

2019. 2. 26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개최

▲

2019. 1. 18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스마트도시·
건축 정책 토론회

▲

2019. 2. 14

‘도시재생협치포럼 제1차 정책포럼’ 개최

119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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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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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Country Report
발표회’ 개최

▲

2019. 3. 19

'도시재생 공동 연구·정보교류 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

2019. 3. 26

'국토연구원-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기업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

2019. 3. 5

▲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선정 공모 지자체 설명회

2019. 4. 1

국토연구원 '노사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
▲

2019. 3. 14

'지도가 증명하는 한국 영토, 독도의 진실 - 독도 특강' 개최

▲

2019. 3. 19

'2019 제1회 전국 도시재생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2019. 4. 8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출범기념
세미나: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자’ 개최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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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7

‘제3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

▲

2019. 4. 19

‘산·학·연 오픈소스 기반 GIS편집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공공구매 제도 활용 업무협약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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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8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

▲

2019. 5. 9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개최

▲

2019. 4. 20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

2019. 5. 15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간담회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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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5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 업종개편'
공청회 개최

▲

2019. 5. 28

▲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

2019. 6. 12

국제 컨퍼런스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개최

2019. 5. 28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

2019. 5. 30

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
세미나

▲

2019. 6. 13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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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4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

▲
▲

2019. 6. 25

2019. 7. 9

노벨평화상 존 번 교수 특강 그린뉴딜 정책 세미나 개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내 첨단국토 만들기 관련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2019. 7. 1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차 공청회 개최

▲

2019. 6. 27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1차 공청회 개최

▲

2019. 7. 1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3차 공청회 개최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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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25

「국토연구원이 이야기하는 우리 국토의 재발견」 강연 개최

◀

2019. 7. 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4차
공청회 개최

▶

2019. 8. 5

제6회 국토교육 교사연수

▲

2019. 8. 8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ICGIS 2019 개최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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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24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

2019. 8. 27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

2019. 9. 4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9. 10. 1

국토연구원 개원41주년 기념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

2019. 9. 23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소통 세미나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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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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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현판식 및
청렴옴부즈만 위촉장 전달식 개최

▲

2019. 10. 21

국토포럼 전문가 워크숍 개최

▶

▲

2019. 10. 29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설계공모 시상식

2019. 10. 14

2019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2019. 11. 6

‘국토연구원–서울신용보증재단 합동
세미나’ 개최

◀

2019. 10. 17

서울 성보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국토학교」 프로그램 개최

▶

2019. 11. 9

제24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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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9

‘국토지리정보원-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연구성과 공유발표회’ 개최

▶

2019. 11. 20

▲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토론회’
개최

2019. 11. 27

국토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2019. 11. 25

‘주민과 함께하는 온천 색 찾기’ 세미나

▲

2019. 12. 2

국책연구기관-세종특별자치시-대전세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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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1

Chapter. 4 연구활동

▲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2019. 12. 19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및 전략 세미나 개최

▶

2019. 12. 23

‘국토연수원-수원시정연구원’
공동세미나

▲

2019. 12. 12

2019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

2019. 12. 16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설명회’ 주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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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국제기구/해외 연구기관과 신규 MOU 체결 및 기존 MOU 강화 및 내실화
- 중국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등 신규 MOU 체결
- MOU 체결 이후 ‘실질적 후속연계사업’인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 발굴을 위해 중점협력기관과의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 강화

MOU 현황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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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정책교류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컨설팅·계획 수립 등 협력국 지원
- 연구(Research)와 컨설팅(Consulting)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지식 전수와 사후 평가 등 다단계 환류 시스템 운영
- 대화와 토론 중심의 정책 교류 프로그램 기획

국가

기관명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 도시생태 및 환경계획연구소

멕시코

국가주택위원회

미국

남캘리포니아지방정부연합, 메릴랜드대학교, 우드로윌슨센터, 워싱턴대학교
건설환경대학,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도시연구소,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미얀마

경제발전연구센터

프로그램명

기간

참가국

인원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

2.18.~2.23.

카메룬, 말라위, 남아공, 중국, 말레이시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

55

2019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5.20.~5.24.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등

19

방글라데시

수도권개발청(RAJUK)

베트남

베트남 건설도시공무원 교육원, 베트남 건축도시지역계획 연구원,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토지행정청, 하노이 건축대학교,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VIDS),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청(UDA), 베트남 도시농촌계획연구소(VIUP)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

6.17.~6.21.

가나, 탄자니아, 팔레스타인, 네팔, 인도,
엘살바도르 등

32

브라질

니테로이시정부

9.2.~9.6.

국방도시개발부

피지, 조지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26

스리랑카

KRIHS-아시아개발은행(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대학교

우루과이

우루과이 리베라 주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현지연수

9.23.~9.27.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20

영국

런던대학교 바틀렛 도시계획대학

이집트

국토계획청, 카이로대학교 건축공학과

2018/19 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4.15.~4.20.

파라과이

10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쿄대학교, 도쿄대학교 도시안전국제센터, 쓰쿠바대학교,
종합연구개발기구,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히로시마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중국

중국토지감측규획원, 저장대학교, 남개대학교,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콜롬비아

콜롬비아개발금융공사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유라시안대학교, 카자흐스탄 농업과학대학교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국가주택도시개발연구원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파나마

파나마시티 시정부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 주택청

국제기구

APEC기후센터,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포럼(OECD ITF) 등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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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8-23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

▲

2019. 5. 20-24

2019 국토연구원(KRIHS)-미주개발은행(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

2019. 6. 17-21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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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2-6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

2019. 9. 23-27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현지연수

▲

2019. 4. 15-20

2018/19 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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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술교류
연구성과의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
-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동북아협력 콜로키움 등 국제 워크숍 및 세미나 36건 개최
- 한-러 극동포럼, ESRI User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지역계획 및 주택기구(EAROPH) 지역대회 등
45건의 국제세미나에 발표·토론 등 참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개최 및
참여 실적

행사명

일자

장소

행사명

일자

장소

TRB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9 국제세미나

1.12.~1.19.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
(워싱턴D.C./미국)

UN ESCAP 주최 중앙아시아 가뭄
모니터링 다국가 협력회의(2차)

7.4.~7.5.

촐폰 아타
(이식쿨/키르기스스탄)

ESRI User Conference 2019

7.7.~7.12.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
(샌디에이고/미국)

제2차 조선반도(한반도) 포럼

7.26.

연변대학교
(옌지/중국)

2019 ICG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8.8.

코엑스
(서울/대한민국)

제4차 UN Open GIS 이니셔티브 워크숍

8.25.~8.30.

라마다호텔 등
(부크레슈티/루마니아)

한국 국토발전 모델의 성찰: 국제개발협력에의 함의 워크숍

8.28.~8.29.

코리아나호텔
(서울/대한민국)

제2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계획 및
주택기구(EAROPH) 지역대회

10.14.~10.16.

세티아 스파이스
컨벤션 센터
(바이안 레파스/
말레이시아)

제24회 Asia Construct Conference

11.12.~11.13.

메리어트 호텔
(마두라이/인도)

국토연구원·연변대학 공동주최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일대일로 및 동북아 지역개발협력’

11.16.

연변대학교
(옌지/중국)

제1회 동북아협력 콜로키움 ‘남북교류협력시대
두만강유역 개발협력’
빈두엉 성 국제 세미나 ‘Developing
Architecture for Smart City’

1.23.

2.21.~2.22.

영국 캠브리지 대학, 세종시, 국토연구원
스마트시티 공동세미나

2.27.

UN ESCAP 주최 중앙아시아 가뭄
모니터링 다국가 협력회의(1차)

3.18.~3.19.

제4차 OECD R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상반기)

3.19.~3.21.

OECD RDPC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국제회의

2019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빈두옹 성 컨벤션 센터
(빈두옹/베트남)
케임브리지 대학
(케임브리지/영국)
방콕 UN 컨벤션 센터
(방콕/태국)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아테네/그리스)

5.13.~5.15.

OECD 본부
(파리/프랑스)

5.22.

라이프치히
콩그레스 센터
(라이프치히/독일)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

5.27.~5.30.

유엔 나이로비 사무국
(나이로비/케냐)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11.27.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제5차 UN PKO 국제 기술협력 심포지움

5.28.~5.31.

리츠칼튼 호텔
(누르술탄/카자흐스탄)

2019 Asia Forum for Geography and Statistics
(AFGS, 아시아 공간-통계 포럼)

12.18.~12.19.

서울스퀘어
(서울/대한민국)

제9차 한·러 극동포럼

6.4.~6.5.

롯데호텔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제7차 연례워크숍

12.10.

미주개발은행 본부
(워싱턴D.C./미국)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6.12.

포스트타워
(서울/대한민국)

제7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연례워크숍

12.11.

세계은행 본부
(워싱턴D.C./미국)

KRIHS

▲

2019. 2. 20-23

베트남 빈두엉 성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스마트시티 워크숍

▲

2019. 5. 22

2019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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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2

‘국토연구원-국제교통포럼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

▲

2019. 5. 13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 일행 방원

▲

2019. 5. 22

2019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

2019. 5. 27-30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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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28-31

제5차 UN PKO 국제 기술협력 심포지움

▲

2019. 7. 4-5

UN ESCAP 주최 중앙아시아 가뭄 모니터링 다국가 협력회의(2차)

▲

2019. 8. 8

2019 ICGIS(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

2019. 6. 4-7

제9차 한·러 극동포럼

▲

2019. 7. 25-26

제2차 조선반도(한반도) 포럼

▲

2019. 8. 25-30

제4차 UN Open GIS 이니셔티브 워크숍

KRIHS

▲

2019. 8. 28-29

한국 국토발전 모델의 성찰: 국제개발협력에의 함의 워크숍

▲

2019. 10. 30-11. 1

제28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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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

2019. 10. 14-16

제2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계획 및 주택기구(EAROPH)
지역대회

▲

2019. 11. 15-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

2019. 11. 12-14

제24회 Asia Construc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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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27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

2019. 12. 11

제7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연례워크숍

▲

2019. 12. 11

제7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연례워크숍

▲

2019. 12. 18-19

2019 아시아 공간-통계 포럼(AFGS)

KRIH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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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국제 공동(협력)연구 및 해외 수탁연구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 등 국제기구 및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 수행 다수
- 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여 각 분야별 국외 전문가
(교수 등) 초청, 공동연구 수행
- 협력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토·도시·방재·인프라 분야에서의 정책 및 계획 수립

국제/외국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국제/외국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미국 드폴대학교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9.1.1.~2019.12.31.

박천규 외 16인

국방부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방안 연구(l)

2019.7.24.~2019.11.24.

이상건 외 1인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5.1.~2020.2.29.

이정찬 외 7인

국제 다국가 경유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1차)

2019.1.16.~2019.10.13.

조만석 외 5인

일본 동경대학교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종사자 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2019.9.1.~2020.6.30.

최재성 외 4인

중남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도출
및 사업발굴 연구

2019.6.10.~2020.1.6.

이범현 외 4인

파리 라빌레뜨
건축학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2019.2.1.~2019.11.30.

국제 다국가 경유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2차)

2019.11.20.~2020.2.18.

조만석 외 4인

영국 리즈대학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ll)

2019.1.1.~2019.12.31.

국토교통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19.11.26.~2020.8.20.

박세훈 외 5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KSP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2018.11.20.~2019.7.18.

박세훈 외 5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

2019년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
사업(글로벌 스마트시티 부문)

2019.1.1.~2019.12.31.

이상건

라오스 사바나켓주 특별경제구역
지리공간정보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2018.12.3.~2020.12.31.

서기환 외 12인

스리랑카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역량강화 사후관리 현장사업

2019.10.17.~2020.3.31.

안예현 외 2인

베트남 맞춤형 스마트물관리기술
동반수출 전략수립 용역

2018.1.24.~2019.1.23.

이상은 외 1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2019.1.1.~2019.12.31.

2019.5.1.~2020.2.29.

김지혜

변세일 외 6인

박소영 외 4인

이성수 외 4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방안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

세계은행(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2019.11.11.~2021.11.10.

이원섭 외 11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한반도 평화 도래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2019.4.24.~2020.2.7.

이백진 외 7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KAIA)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

2019.4.24.~2020.2.7.

이병재 외 5인

2018.8.30.~2020.2.29.

국토교통부

박미선 외 6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해외건설협회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발간물
1. 국토
2. 국토연구
3. 국토정책Brief
4. 국토이슈리포트
5. 부동산시장조사분석
6. 도로정책Brief
7. Space &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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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
국토연구원에서는 월간 국토, 학술지 국토연구, 국토정책Brief, 국토이슈리포트, 부동산시장조사분석, 도로정책Brief,

통권 447호 │ 2019.01 │

통권 448호 │ 2019.02 │

Space & Environment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간물 전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토시론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국토의 새 지평을 열다

국토시론
최병선

특집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바란다

건설사업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다

김한수

특집 |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1. 세계를 잇는 다리와 장터 만들기

김원배

1. 건설 산업구조 및 생산체계 혁신의 배경 및 영향

이복남

2. 변화를 포용하는 개성 있는 지역 만들기

김현수

2.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업계의 대응전략

박용석

3. 포용적 문화국토 만들기

노영순

3. 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대응 전략

이종광

4. 일상이 편리한 스마트 국토 만들기

김갑성

4. 생산체계 개편과 발주 및 보증체계의 향후 과제

김명수

5.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 만들기

박창석

5. 해외의 건설업 면허 제도와 생산체계 혁신 시사점

안종욱

용어풀이 <246> 건설산업 생산체계

조정희

6.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 만들기

용어풀이 <24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외

윤동근·조성윤
강민석

KRIHS가 만난 사람 <16>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건설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국토 옴부즈만
영화와 도시 <62> 영화 ‘10월’
‘혁명과 카니발’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영화와 도시 <61> 영화 ‘자유의 언덕’

언어는 어떻게 공간을 넘어 전파되었을까

임영모

청주형 도시재생 2.0: 청주형 도시재생을 위한 Restart Up

자료회원 가입 안내
해외동향
지역관광경영조직(DMO)을 활용한 일본의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
김동근

서연미·강민석·박희은·권동은

글로벌정보 프랑스 2018년 도시계획 그랑프리를 수상한 ‘TER 아장스’ 외

글로벌정보

국토연구원 단신 ‘제1회 글로벌부동산시장 연구포럼’ 개최 외

프랑스 민간임대 투자 및 중간 규모 도시의 도심 재정비를 위한
세제혜택 실시 외

KRIHS 보고서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황재훈

임계호

해외동향
미국 포틀랜드 대도시권 성장관리정책의 성과와 전망

강현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9>
임영모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8>
경기도민이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의 최우선 목적은 인간의 자유

공간공감(空間共感) <9>
박양호

공간공감(空間共感) <8>
목적에 부합하는 해법에 대한 단상

홍상우

연구자의 서가 <9> 자유로서의 발전
안인향

연구자의 서가 <8> 한국국토개발사연구
‘4위 일체형’ 역사연구의 틀로 국토개발을 탐구하다

안종욱

정우성

국토 옴부즈만

대도시 서울 속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일상 여행, 북촌

KRIHS가 만난 사람 <17>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득환

(강미나 외 지음)

국토연구원 단신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초청특강’ 개최 외
KRIHS 보고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조성철 외 지음)

이현주

지역별 영향을 중심으로(변세일 외 지음)”

이재우

건설산업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기초연구(김성일 외 지음)

정영수

기자칼럼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난제

홍진수

기자칼럼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김동훈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 인적 없는 자연 그대로의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 우리나라 영유아 인구 비중 분포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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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449호 │ 2019.03 │

통권 450호 │ 2019.04 │

국토시론
생활 SOC 확충, 공간복지로 가는 지름길

통권 451호 │ 2019.05 │

국토시론
김세용

특집 | 사람 중심의 생활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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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452호 │ 2019.06 │

국토시론

규제가 아닌, 혁신과 도전의 기회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최기주

국토시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강영옥

교통부문의 역할

특집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규제환경 개선 방향
1.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신종철

미세먼지 해결, 도시숲에 답이 있다

김재현

특집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 방안

1. 생활 SOC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과제

구형수

특집 | 교통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 방향

1.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 방향

박종순

2.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살펴본 농어촌 생활 SOC 구축 방향

정도채

1.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방향

김기택

2.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 활성화 방안

황인표

2. 바람길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국외 사례

엄정희

3.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활 SOC 사업 참여 확대방안

배성기

2. 도로부문 탄소감축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최재성

3. 위치정보 수집·이용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박찬욱

3. 서울시 차량 2부제 비상저감 조치의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

주현수

4. 생활 SOC 계획·설계 관리체계: 쟁점과 과제

박인석

3. 철도부문의 탄소감축 전략과 미래 방향

이재영

4. 플랫폼 기업의 위치정보 가치와 규제 개선

이진규

4. 도시 및 지구·단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

이건원

5.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생활 SOC 혁신방안

정병주

4. 소수전기차를 통한 수소경제 확산과 이행과제

장성혁

6. 생활 SOC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방식

홍성필

5. 탄소배출권을 통한 교통부문의 저탄소 대응방향

신광수

용어풀이 <247> 생활 SOC, 사회적 가치, National Minimum

윤세진

용어풀이 <248>

“생활 SOC 투자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구형수

“저탄소형 국토와 도시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영화의 도시 <63> 영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국토 옴부즈만

산책자에게 영감을 주는 도시, 군산

한귀은

연구자의 서가 <10> 도시의 발견
행복한 도시인이 되기 위하여

송경용

임영모

김은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기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화와 도시 <65> 영화 ‘천리주단기’

국토 옴부즈만
정민아

한상언

연구자의 서가 <11>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서민호

김현수

공간공감(空間共感) <12> 지도를 사용할 줄 아는 청소기

임영모

지도가 증명하는 우리 땅 독도 <1>

공간공감(空間共感) <11>

우리나라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정체성

양재룡

임영모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2>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1>

제주형 도시재생이 만드는 가능성

이재근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대학 참여형 도시재생 :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배유진·김유란

글로벌정보 프랑스 정부, 디지털 기업 세금 부과에 앞장서다 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전 국토와 전 국민을 위한 교통 문제 해결책, 이동성 기본법 계획 외

국토 옴부즈만

자료회원 가입안내

국토연구원 단신 ‘도시재생 공동 연구·정보교류 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외

국토연구원 단신

KRIHS 보고서

자료회원 가입안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외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김의준

기자칼럼 3기 신도시 성공 조건

손동우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
2018년 전국 산업단지 분양률
2018년 전국 산업단지 개발률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방안(김종학 외 지음)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육동형 외 지음)

기자칼럼 4월 ‘눈꽃엔딩’ 노래를 듣지 않으려면

박천규·강성우

성선용

영화와 도시 <66>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홍용진

연구자의 서가 <13>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참여형 도시디자인 방법론
시민 참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왕건

공간공감(空間共感) <13> 지도에 대한 자유 상상

임영모

기고 국토균형발전,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조재성

지도가 증명하는 우리 땅 독도 <2>
독도는 떠다니는 섬인가?

송석기

해외동향

김슬예

모순과 공존의 땅,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글로벌정보

(이진희 외 지음)

용어풀이 <250> 미세먼지, 바람길, 도시숲

경대승
이수지·김호

KRIHS가 만난 사람 <21>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국토연구원 단신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오창화

KRIHS가 만난 사람 <20>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독일의 친환경주택 패시브하우스, 보봉(Vauban) 생태주거단지

유재윤

6.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사업,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글로벌정보 삶의 질이 높은 10개 도시 선정 외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서민호 외 지음)

서기환

연구자의 서가 <12>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위기를 기회로, 군산의 끝없는 변신

해외동향
북유럽 창업, 무엇이 다른가? 핀란드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탈린

영화와 도시 <64> 영화 ‘밀양’

지도로 떠나는 추억 공감 놀이
이철

EU GDPR의 변화를 중심으로

윈난성을 떠돌며 사랑을 깨우치다

도시 문제의 해법은 도시의 삶과 일상, 그 자체에 존재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0>
남산마을에도 봄은 오고 있다

최재성

빛을 품고 있는 도시, 밀양

공간공감(空間共感) <10>
지도는 지구의 교향악이다

이다희

KRIHS가 만난 사람 <19>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국토 옴부즈만

5. 미세먼지 처리기법 원리 및 기술 개발 동향

용어풀이 <249>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LEZ), 수소에너지, 국제철도연맹(UIC)

KRIHS가 만난 사람 <18>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5.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규제 개선 :

양재룡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3>
유명한 여수, 알려지지 않은 여수 재생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도시재개발 사례와 시사점

김일영
이진희·전세련

글로벌정보 자동차 대기오염 표시 의무화 외
국토연구원 단신
‘2019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 방향’ 개최 외

KRIHS 보고서

김익기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박상현

(김미정 외 지음)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김창현 외 지음)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윤현숙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 30분 내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 가능지역

김걸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을 중심으로(서기환 외 지음)

김영훈

(이상은 외 지음)

기자칼럼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가 보장하라

홍진수

기자칼럼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 전국 시군구 미분양 주택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 초미세먼지 월간 지도(2018년)

최지용

문채
김동훈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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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국토시론

인구감소와 지역 간 연대-협력:

국제사회의 변화흐름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국토 순환형 연계 생활권 구축을 제안하며

소진광

특집 | 연대와 협력기반 지역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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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문태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부동산 시장에 요구하는 것들

국토시론
이현석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의 조건들

특집 | 국제사회의 국토·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개발협력 과제

특집 |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1.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와 향후 추진과제

맹준호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동산 산업의 전망과 대응 방향

이형찬

1.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공간적 함의

정성훈

특집 |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대안적인 공간전략
문미성

1. 연대·협력기반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금창호

2. 국제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나라 공적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송재민

2. 프롭테크와 부동산서비스의 발전

김성환

2. 우리나라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 분포와 요인

조성철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추진 실제와 과제

김수연

3.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성과와 향후 과제

안예현

3. 프롭테크 기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

배우순

3.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창업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전은호

3.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

강인호

4. 해외 인프라 개발협력을 위한 KSP의 역할과 과제

서규식

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의한 부동산 개발의 변화와 의의

조성현

4. 하드웨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발전방안

박주용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 사례와 과제

이응호

5. 도시개발 사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문봉섭

5. 부동산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과제

최수석

5.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과 전망

이승아

5. 광역교통분야의 지역 간 연계·협력

손덕환

6.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토·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동향

원종준

6. 대학 캠퍼스 창업생태계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정미애

6. 충남(비단강권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의 성과와 과제

이순자

용어풀이 <252>

김민지

용어풀이 <251>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 BRT(Bus Rapid Transit),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강민석

KRIHS가 만난 사람 <22>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우민아

용어풀이 <254>

KRIHS가 만난 사람 <24>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데이터와 부동산 산업의 융복합,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낼 미래 성장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장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연미

국토 옴부즈만
영화와 도시 <67> 영화 ‘카모메 식당’(Kamome Dinner)
헬싱키, 치유하러 떠나도 좋은 포용도시

이영은

공간공감(空間共感) <14> 사물은 공간 내에서 위치정보로 존재한다

KRIHS가 만난 사람 <25>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국토 옴부즈만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 코워킹 스페이스를 전국 곳곳에서

이상대

방승환

국토 옴부즈만

공간공감(空間共感) <16> 번지, 퀀텀 점프를 하다

임영모

영화와 도시 <68> 영화 ‘투어리스트’(The Tourist) 외

연구자의 서가 <16> State Housing in Britain

안예현

윤성은

사회주택의 발전 배경과 정책: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하성규

공간공감(空間共感) <15> 한 장의 지도가 만든 나비효과

임영모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전광역시의 역할: 주소융합을 중심으로

정재욱

박세훈

일본의 지도, 독도를 어떻게 한국의 영토로 그렸나?

양재룡

세계지도가 그린 ‘동해’ 표기와 ‘독도’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4>

김해 성장과 불균형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는 노력, 김해 도시재생

시흥,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사례와 방향

김상신
최재성·김광호

여관현

해외동향 영국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활용 사례

이우민

어떤 모습인가?

박미선

기고 내일의 도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도시계획

조재성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7>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혁신 DNA에 대하여

원도심을 변화시키는 희망발전소, 대전

정태일

김형철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파리, 엘랑(ELAN) 법 도입으로 주택임대료 규제 재시행 외

글로벌정보 도시 정책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안, 디종 협정서 외

글로벌정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임영모

정오락

해외동향

사람 향기 품은 향림마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공간공감(空間共感) <17>

미국 주택정책의 교과서: 지방과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주택정책은
양재룡

양재룡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5>

안소현

연구자의 서가 <17>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6>

지도가 증명하는 우리 땅 독도 <4>
오늘날의 세계지도 - ‘독도’ 표기의 심각성

영화와 도시 <70> 영화 ‘러빙 빈센트’(Loving Vincent)

우리는 호모 매피언스입니다

지도가 증명하는 우리 땅 독도 <5>

연구자의 서가 <15> 아시아의 힘

권혁진

지도가 증명하는 우리 땅 독도 <3>

국토 옴부즈만

반 고흐가 사랑한 도시, 아를(Arles)

반짝이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한국경제는 어떻게 성장하였나?

기고 미래를 반기는 깨끗한 도시 ‘수소도시’의 조성

운영해야 합니다”
홍콩, 유통기한이 있는 도시

“한국의 ‘리드 디벨로퍼’가 되고자 합니다”

강민규

영화와 도시 <69> 영화 ‘중경삼림’(Chungking Express)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임영모

연구자의 서가 <14> 브루킹스연구소 정책리포트
지식과 경험의 바다를 항해하는 즐거움

KRIHS가 만난 사람 <23>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사장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동력으로 키워갈 것”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과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소순창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

해외동향 파리의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동향

용어풀이 <253> 핀테크(Fintech), 프롭테크(Proptech)

워싱턴 D.C., 뉴욕시, 토론토시의 대도시권 관리 정책

윤정재·문새하

국토연구원 단신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ICGIS 2019 개최 외
글로벌정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발달 외

KRIHS 보고서

‘UK2070 위원회’(UK2070 Commission)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4차 공청회’ 개최 외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외

KRIHS 보고서

(이수욱 외 지음)

박환용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도시권 관리 경험 공유방안 모색(안예현 외 지음) 이동우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박미선 외 지음)

김경환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조성철 외 지음)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이원섭 외 지음)

윤영근

20년 후의 국가간선도로를 내다 본 미래연구(김호정 외 지음)

고준호

홍진수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임용호 외 지음) 안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정우성 외 지음)

서정욱

기자칼럼 두 ‘스마트’ 도시 이야기

윤현숙

기자칼럼 국토전략도 인구 감소 시대 대비해야

손동우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 전국 쇠퇴지역 현황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외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기자칼럼 ‘기술’과 만난 부동산, 이제 공존을 모색할 때

김동현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9>

기자칼럼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8>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분포도(2014-2018)

자영업자의 한숨, 창업생태계 연구가 절실한 이유

국가간선도로망체계 변화(1970~2017 현재)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포도(2017)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0> 국내 산업도시 부문별 취약성 진단(2019)

김동훈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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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연구
통권 457호 │ 2019.11 │

통권 458호 │ 2019.12 │

국토시론

국토시론

스마트도시와 한-아세안 교류협력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제언

한만희

김정곤

2. ASCN 활성화를 위한 수요 중심형 사업 발굴 전략
3. 아세안 스마트교통 시범사업

이범현
소재현·안현주

4. 아세안 스마트도시 환경·수자원 시범사업

이병국

5. 공기업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실행 방안

안병곤

용어풀이 <255> 신남방정책,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ASEAN Smart Cities Network: ASCN)

김유란

명수정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논의 동향
오윤경
2.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전략
한우석
3. 이상기후시대에 대비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이준
4. 국가 긴급수송로와 재난구호물류 체계 정비 방안
육동형
5.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백용·김현우·김광영·이덕희·홍창희
6. 도심지 주요 시설물의 재난 대응 기술 개발
이은석
7. 기후위기시대, 건축물 중심 취약성 진단의 필요성

백정한

김동욱

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이지원·김태형

해안 곡(谷)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위요공간 규모에 관한 연구

서성혁·정태열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속기간
영향요인 분석

이다은·서원석

Analysis of Stormwater Runoff Reduction Effect Through Applying Low

국토·도시계획 부문의 최근 연구동향

정창무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동향과 향후 방향

이상대

South Korea

최근 주택정책의 흐름과 연구과제

이상영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디지털전환기의 교통정책 및 연구방향

최기주

Impact Development Practices in a Flood Prone Area : Case of Incheon,
이진희·김현우

이종소·이상은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와 고령친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예경보 기술 향상과 예방 역량 강화로 재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광현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육동형

이범현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국토 옴부즈만

국토 옴부즈만

황종아·구자훈

영화와 도시 <72>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영화와 도시 <71> 영화 ‘컬러풀 웨딩즈’(Qu'est-ce qu'on a fait au Bon Dieu?)

다양성의 가치와 그 역사를 지키는 힘, 뉴욕

다양성과 톨레랑스를 만나다, 시농

이정민

공간공감(空間共感) <최종회>

공간공감(空間共感) <18> 공간은 빈틈이다

임영모

연구자의 서가 <18>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도시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책

김재익

최재훈

나만의 공간을 찾아서: 공간, 그 쓸쓸함에 대하여

임영모

통권 101권 │ 2019.06 │

연구자의 서가 <19> 먼나라 이웃나라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5 <18>
오래 볼수록 더 사랑스러운 공주 도시재생 이야기

이종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9>

알리오 플러스 이용 안내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6년 주기로 갱신되는 홍수대처 프로그램 외
어은주·김상조

김석호

서민호·박효숙

리옹·낭트·디종·보르도·몽펠리에, 프랑스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도약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국무회의 통과 외

이강식

KRIHS 보고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구자훈
(최명식 외 지음)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
홍순직
(강민조 외 지음)

고진수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박종일 외 지음)

김경석

2019년 국토 총 목차

기자칼럼 ‘한류’ 동남풍 탄 신남방정책, ‘공동번영’ 신뢰 구축이 관건

김희준

기자칼럼 국토·도시정책, 재난관리와 연동되어야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1> 대중교통서비스의 취약지역 분석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 분석

오연근·방송희·이용만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미친 효과

김재익·이섬결·현준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2>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유형별 분포

정밀도로지도 내 평면교차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이민주·박인권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연구:

자동 추출방법론 연구

이준형·신치현·김영진·강승민

전월세전환율을 통한 주택시장 동적관계 연구

이현탁

도시재생사업 주요 참여주체 변화에 따른 연결중심성 변화 특성 분석:
양금란·박준

순천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김어진·구자훈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지역혁신과의 연계성

자료회원 가입안내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이승욱 외 지음)

이종소·이상은·최진영

시흥시 동네관리소 사례를 중심으로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현판식, 청렴옴부즈만 위촉장 전달식 외

KRIHS 보고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최막중의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경향 분석:

자료검증과 이용지표 선정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특별인터뷰 최두선 국토연구원 청렴옴부즈만, 공공재정연구원장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할 것”

글로벌정보

국가하천 친수지구 공간관리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성 검토:

성현곤·박인권·지규현·김진유·장경석·김준형·고진수·김승화

해외동향
호주의 도시재생 사례: 유휴공간과 민간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통권 103권 │ 2019. 12 │

문정호

주민자력형 도시재생 1번지 창원,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진화

독일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사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생태적 효과: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민영·임업

KRIHS가 만난 사람 <27>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스마트도시는 급격히 성장한 아세안 국가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책입니다”

임금격차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

용어풀이 <256>
기능연속성 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 방재도로

KRIHS가 만난 사람 <26>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통권 102권 │ 2019. 09 │

집적경제의 미시적 메커니즘과 수도권 - 비수도권 근로자의
박무종

특집 | 기후변화시대 대비 국가재난안전관리

특집 |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1.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향

통권 100권 │ 2019.03 │

손동우

박종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정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윤승용·손용훈

Iterative Trimm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자동추출된 KOMPSAT-3A
훈련자료 신뢰성 평가

조기환·정종철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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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정책Brief
호

발간일

제목

저자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697호

2019-01-07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미국 제조혁신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장은교

제722호

2019-07-1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강호제·류승한·서연미·표한형

제698호

2019-01-17

2019년 주택가격은 수도권 보합, 지방 하락폭 확대

최명식

제723호

2019-07-22

저성장 시대의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방안

민성희·이순자·김동근·차은혜

제699호

2019-01-21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동네 생활교통비용

김종학

제724호

2019-07-29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제700호

2019-01-28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지역의 개인소득과 기업활동
특성분석 사례

김동한

제725호

2019-08-05

장애인·노인·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

강혜경·임용호·임거배·하태훈

제701호

2019-02-11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 방안

박미선

제726호

2019-08-12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이춘용·고용석·정명운·김종학

제702호

2019-02-18

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

김은란

제727호

2019-08-19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김승종·최명식·조정희·손은영

제703호

2019-02-25

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최명식

제728호

2019-08-2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제704호

2019-03-05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배유진

제729호

2019-09-02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최수

제705호

2019-03-11

콤팩트시티 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권규상·서민호

제730호

2019-09-09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이후빈

제706호

2019-03-18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구상

강민조·임용호

제731호

2019-09-16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

김정화·이정찬

제707호

2019-04-02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이승욱
제732호

2019-09-23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안예현·이용우·김중은·
유희연 외

제733호

2019-09-30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자가망 연계활용으로
융합서비스 확대

김익회·이재용·이정찬

제734호

2019-10-07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

최재성

제735호

2019-10-14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연미·김은란·조은주

제736호

2019-10-21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

박정은·임상연·김태영

제737호

2019-10-28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

김성수·정현

제738호

2019-11-04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

이승욱

제739호

2019-11-11

국민공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통플랫폼, 국토정책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과 활용

이영주·이보경·오창화

제708호

2019-04-09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이상은

제709호

2019-04-1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내 바람길 도입 방안

성선용·박종순·이상은·김선희

제710호

2019-04-22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서민호·배유진·권규상

제711호

2019-04-29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김준기

제712호

2019-05-07

미래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정책과제

박천규·이수욱·김지혜·
노민지 외

제713호

2019-05-13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이진희·임상연·박종순·이왕건

제714호

2019-05-20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조만석·김종원·김창현

제715호

2019-05-27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이형찬·조정희

제716호

2019-06-03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 선정·운영·유지·관리 방안

육동형

제740호

2019-11-18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김호정·최재성

제717호

2019-06-10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이상은

제741호

2019-11-25

포용(包容)적 국가교통망 구상

김종학·백정한

제718호

2019-06-17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윤하중·석재성·유현지

제742호

2019-12-02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이후빈

제719호

2019-06-24

도심활성화에 따른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정책과제: 서울 북촌과 서촌을 중심으로

박천규·전성제·노민지·변세일

제743호

2019-12-09

국토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환경 개선방안

김대종·임륭혁

제720호

2019-07-01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

안종욱

제744호

2019-12-2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김중은·배유진

제721호

2019-07-08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

배윤경·이춘용·이상건·
임영태 외

제745호

2019-12-30

주택 역전세 동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

김지혜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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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이슈리포트
호
제3호

발간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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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 시사점

박세훈·이백진·김승종·
강호제·박미선

제24호 │ 2019.01 │

제26호 │ 2019.08 │

집적경제의 미시적 메커니즘과 수도권 - 비수도권 근로자의

제4호

2019-03-20

지역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이재용·이정찬·김익회

제5호

2019-04-01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강미나·김근용·김혜승·
박천규·조윤지

제6호

2019-05-07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유진·이후빈

제7호

2019-06-24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과제

강민조

임금격차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생태적 효과: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이지원·김태형

해안 곡(谷)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위요공간 규모에 관한 연구

서성혁·정태열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속기간
영향요인 분석

이다은·서원석

Analysis of Stormwater Runoff Reduction Effect Through Applying Low

국토·도시계획 부문의 최근 연구동향

정창무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동향과 향후 방향

이상대

South Korea

최근 주택정책의 흐름과 연구과제

이상영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디지털전환기의 교통정책 및 연구방향

최기주

Impact Development Practices in a Flood Prone Area : Case of Incheon,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

제8호

2019-07-03

어느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가?

이진희

제9호

2019-08-07

중국의 녹색·혁신·스마트 기반 국가급 신도시 개발: 중국 슝안신구

이현주

제10호

2019-11-06

IPCC*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

이승만

제11호

2019-12-18

도시의 적(敵) 미세먼지, 줄일 수 없을까?

박종순·성선용·윤은주

김동욱

김민영·임업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와 고령친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이진희·김현우

이종소·이상은
이광현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제25호 │ 2019.04 │

제27호 │ 2019.11 │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광주광역시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인식 정도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영향 요인

현재 거주지의 역전세난 정도에 대한 인식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지역 아파트시장 동향
지역 아파트시장 동향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황종아·구자훈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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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정책Brief
제135호 │ 2019.01 │

제137호 │ 2019.03 │

제139호 │ 2019.05 │

제141호 │ 2019.07 │

이슈&칼럼

이슈&칼럼

이슈&칼럼

이슈&칼럼

통행시간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대

도시지역 일반국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로의 교량

모두를 위한 도로

해외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불법주정차 사고예방을 위한 해외사례 및 시사점

도로 교통정보 공유의 필요성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2056 교통망 계획

상습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소개와 시사점

지방 관광지의 전기 렌터카 기반 확충

글로벌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개발동향・활용사례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전망

통행시간에 따른 공유자율주행차의 지불의사 산정

세계 도시의 도로교통 안전성 분석사례와 시사점

화물차 전용도로·차로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일본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➋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➍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➏

기획시리즈 :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➋

미래 교통체계 변화 전망

미래 도로 서비스와 사업 모델

이동의 가치가 변하는 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로교통 인프라 투자

간추린소식

간추린소식

간추린소식

간추린소식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간담회 개최

2019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용어해설

용어해설

용어해설

용어해설

미세먼지

신(新)남방정

BIM

플랫폼

제136호 │ 2019.02 │

제138호 │ 2019.04 │

제140호 │ 2019.06 │

제142호 │ 2019.08 │

이슈&칼럼

이슈&칼럼

이슈&칼럼

해외정책동향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도로정책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 요인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

미래 친환경 화물운송을 위한 도로인프라, ERS

해외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노후 교통기반시설 자산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新도로정비제도

일본의 고규격간선도로 자율주행차량 전용차선 설치효과 평가모델

기획시리즈 :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➌

국외 P2P 카셰어링 동향 및 시사점

몽골 울란바토르의 도로 및 교통 현황과 계획

전동 스쿠터(Electric scooter), 미국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도로교통 인프라 그리고 법률과 제도

영국의 도로안전 개선방안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의 해외 정책사례

떠오르다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➌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➎

미래 도로체계 진화 전망

초기 자율주행시대 대응 방향

간추린소식

간추린소식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및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관리지침’ 제정

고속도로 첫 수소충전소 정식 개장

용어해설

용어해설

규제 샌드박스

수소차

샌프란시스코의 공유 전동킥보드 파일럿 프로그램

영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도로정책

기획시리즈 :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➊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 담론의 시작

제143호 │ 2019.09 │

간추린소식
2018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발표

해외정책동향

용어해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로관리계획 2019-2029

Car-sharing과 Car-hailing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일본의 인프라 부문 단기 대응 전략
독일의 트램-자동차사고 과실제도 소개와 시사점

간추린소식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의결

KRIHS

168

Annual Report 2019

169

Chapter. 4 연구활동

7. Space & Environment
Vol. 77 │ 2019.03 │
ISSUES AND TRENDS
Direction of the Smart City Strategy in Korea

이재용

Vol. 78 │ 2019.06 │

Vol. 79 │ 2019.09 │

ISSUES AND TRENDS 01

ISSUES & TRENDS 01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Promoting the Social Real Estate for the Inclusive City

Strategic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rterial Road

Program in Korea

서민호·배유진·권규상

IN-DEPTH LOOK
Medium-sized Cities

박종일

Development of Smart Cities and Spatial Information

임시영

ISSUES & TRENDS 01
최명식

Location Policies for Innovative Growth Companies in

1. Necessity and concept of social real est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1. Backgrounds and Purpose of the Study

2. Social real estate management organization

1. Location

Policies for Companies in the Fourth Industrial

2. Achievement and Challenge in National Arterial Road

3.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real estate

김호정·김상록

Establishment

How to Develop Smart Mobility in Small and

Vol. 80 │ 2019.10 │

4. Future Outlook of National Arterial Road
5. Policy Suggestion to Build Future Prospects for National Arterial
Road

ISSUES AND TRENDS 02
Regional SOC Investment and Management Plan for Inclusive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김준기

1. Definition and Objectives of Inclusive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2. Classification of Innovative Growth Compani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tion

ISSUES & TRENDS 02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Land Expropriation Projects
and Future Tasks

김승종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4. Measures to Enhance Regional SOC Investment & Management
for Inclusive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Industrial Location Strategies for Building an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publicness
3. Future tasks for strengthening publicness

2. Spatial Distribution of Technical Manufacturing Start-ups
3. Survey of high-tech hardware start-ups' location choice

IN-DEPTH LOOK 01

4. Conclusion
박천규·노민지

김종학

Promoting Linkage between 10 Innovation Cities and

2. Effect of downtown revitalization on housing demand and stock

HEIs(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region 서연미·김은란·조은주

3. Effect of downtown revitalization on residential environment

1. Background

to Adoption of Policy to Link Innovation Cities and

Housing Support Policy for Reducing Housing Cost Burden

3. Current state of Innovation City-HEIs linkage project
강미나

1. Background

2. Difference in Living Transport Costs Between Eup, Myeon and

2. Measures to reduce housing cost through expanding housing
benefits and realizing standards

3. Policy Implications

IN-DEPTH LOOK 02
Developing the Disaster Response Routes of Korea
1. Background
2. Objectives of the Study
3. Major Findings
4. Conclusions

4. Issues in Linkage between Innovation Cities and HEIs
5. Policy Agenda for Promoting Linkage between Innovation Cities
and Local Universities

3. Measure to reduce energy costs

IN-DEPTH LOOK 02

4. Measures

for job creation and housing cost reduction by

Smart Regulatory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providing employee rental housing for SMEs.
육동형

HEIs in the region
2. Policies relating to HEIs and Innovation Cities

1. Concept of Cost of Living Transport and Estimation
Dong in Gyeonggi Province

IN-DEPTH LOOK 01

1. Introduction

IN-DEPTH LOOK 02

Applying Mobile Bigdata for Estimation of

조성철

1. Introduction

4. Housing policy strategies in response to downtown vitalization

IN-DEPTH LOOK 01

ISSUES & TRENDS 02

2. Main details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trengthen

Revitalization

3. Development

of SOC Policy Directions for Inclusive

3. R
 ecommendation on Location Policies for Innovative Growth

1. Background

Housing Policy Strategies in Response to Downtown

2. Inclusive Value of SOC (Roads & Railways)

Living Transport Costs

Revolution Era

4. Implications

3. Future Environment Change and Impact on Road Transportation

강호제·류승한·서연미

5. Measures to support households living in nonconventional
housing units
6.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정우성

1. Regional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2.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Necessity for New
Regulations
3. Regulatory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4. Smart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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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임직원 현황

조직 및 부서 소개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2020년 7월 기준 국토연구원의 현원은 357명, 정원은 274명(임금피크제 정원 별도 7인), 연구직이 263명,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국토·지역정책, 국토계획평가, 지역경제, 산업입지 등 국토계획과 국토 및 지역발

비연구직이 85명이며 다양한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전 관련 장단기 정책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국
토·지역정책, 수도권정책 및 계획, 둘째, 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체계, 미래국토 및 국토 모니터링 관련 연
구, 셋째, 지역경제분석, 공간계량분석, 국토개발 사업 경제성분석 관련 연구, 넷째, 국가 산업입지정책 및 계
획, 산업입지 수요분석, 지역산업 입지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임원(원장)

1

명

현원

연구직

357

명

비연구직

263

명

연구진

85

명
장철순｜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산업입지, 지역계획
홍사흠｜국토계획평가센터장｜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
도시·지역경제, 지역개발·계획
강호제｜산업입지연구센터장｜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권영섭｜선임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보직자 현황

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원장

강현수

부원장

문정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기획경영본부

철
왕
창
수
하
성
은
세
태
백
명

순
건
현
욱
중
호
선
훈
환
진
수

행정지원실
감사실

유현아｜연구원｜성신여자대학교 지리교육학 석사｜지역계획 및 정책
임용호｜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공간통계, 북한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
김석윤｜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지역계획 및 개발, 산업입지

안홍기｜선임연구위원｜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도시경제학, 공공투자정책

김주훈｜연구원｜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산업입지, 노후산단재생

이순자｜선임연구위원｜Colorado State University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서연미｜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김형철｜연구원｜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학
김경민｜연구원｜한양대학교 도시공학 석사｜지역경제, 도시계획, 타당성 분석
조은주｜연구원｜University of Utah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국토계획, 지역계획
강민석｜연구원｜아주대학교 수자원공학 석사｜지역계획
이효란｜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국토 및 지역계획
김명한｜연구원｜가천대학교 지역개발학 석사｜도시 및 지역정책

박경현｜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도시지리, 지역정책

배보람｜연구원｜교통계획

장은교｜연구위원｜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도시설계

김태숙｜연구원｜산업입지정보망 운영

민성희｜연구위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국토계획, 지역경제
남기찬｜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국토계획, 지역계획, 지역경제분석, 도시경제
정우성｜책임연구원｜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이영선｜연구원｜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석사｜문화역사지리학
박나영｜연구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 석사｜지역계획, 교통·도시공학
김수연｜연구원｜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서다윤｜연구원｜데이터 분석, MIS
이인희｜주임사무원｜산업입지정보망 운영

도시 및 지방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방자치, 조직관리
강민조｜책임연구원｜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GT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산업입지, 지역개발 및 계획, 경제지리

오경근
박종택

이윤석｜연구원｜Rutgers University 박사과정｜산업입지, 도시계획

배인성｜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평가

조성철｜책임연구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실장

차은혜｜책임연구원｜건국대학교 지리학 석사｜도시네트워크, 공간분석
최예술｜책임연구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지역계획·개발, 도시·지역경제

차미숙｜선임연구위원｜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지역정책, 지역계획

양진홍｜연구위원｜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수료｜국토계획,

장
이
김
이
윤
오
임
박
김
이
김

김다윗｜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 및 지역계획

류승한｜선임연구위원｜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산업입지, 경제지리

박사｜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본부장

안소현｜책임연구원｜경희대학교 관광학 박사｜문화관광, 관광경제
유희연｜책임연구원｜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석사｜국제개발협력, 도시지리

[ 기획팀 ]
한소현｜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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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연구본부

3)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국민 관심사인 깨끗한 국토,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

환경을 복원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바람을 도시를 끌어들이는 전략,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

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토환경·자원정책, 둘째, 국가 방재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안전국토 및 재해예측, 셋

획 및 설계, 도시문화 및 관광, 건강장수도시 연구, 둘째,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국토 및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 및 개발 연구, 셋째,

째, 국가 수자원정책, 하천 정책, 유역 통합관리정책 등이 있다.

ICT와 융·복합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및 녹색 도시연구 등이며,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이왕건｜도시연구본부장｜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박정은｜도시재생연구센터장｜서울대학교 공학(도시계획) 박사｜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디자인/경관

연구진
신서경｜책임연구원｜The Univ. of Florid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도시 정책·계획

김창현｜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경상대학교 경제학 박사｜농어촌정주, 수자원(방재), 하천

심지수｜책임연구원｜Virginia Tech., Architecture and Design Research 박사｜

한우석｜국가방재연구센터장｜University of Utah 토목공학(수자원) 박사｜방재, 수자원

도시경관, 공간분석, 국유재산

이상은｜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박사｜수자원관리, 기후변화 적응, 재난위험도 분석

박대근｜연구원｜도시계획

김선희｜선임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박사｜환경계획, 갈등관리

김유란｜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도시재생, 도시설계·계획

김종원｜선임연구위원｜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자원경제학 박사｜수자원정책, 계량경제분석

박대한｜연구원｜한양대학교 박사수료｜도시재생, 균형발전

박태선｜선임연구위원｜한양대학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댐, 하천, 수자원정책

김상조｜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도시정책, 도시제도

김태영｜연구원｜성균관대학교 지리정보학 석사｜도시재생, 도시정책

박종순｜연구위원｜University of Cambridge 지리학 박사｜국토환경, 산림, 연안지역관리

김성수｜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공학 석사｜도시계획·설계, 건강도시, 도시범죄/안전

정은진｜연구원｜명지대학교 건축공학 석사｜도시재생, 건축

이미영｜책임연구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김은란｜연구위원｜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

이우민｜연구원｜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도시계획 및 설계

안승만｜책임연구원｜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녹지계획, 미기후관리정책, GIS

정유선｜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이정찬｜책임연구원｜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도시계획·정책, 지역혁신

조판기｜국·공유지연구센터장｜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생활인프라/도시복지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성장,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김중은｜연구위원｜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도시계획 제도, 교외신도시재생, 개발제한구역제도
김동근｜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제도
임상연｜연구위원｜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서민호｜연구위원｜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
도시계획 및 설계, 토지-교통융합계획, 공공공간/생활인프라
이진희｜책임연구원｜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도시공학

도시재생, 지역계획, 민간참여개발

성선용｜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공학 박사｜환경계획, 영향평가모델링, 생태정보학

구지영｜연구원｜전남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경제지리, 도시계획

윤은주｜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공학박사｜환경계획, 기후변화적응, 공간최적화 모델링

박효숙｜연구원｜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도시계획, 도시재생, 노인정책

이종소｜책임연구원｜인하대학교 토목공학 박사｜하천·수자원, 방재, 공간분석

문새하｜연구원｜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김슬예｜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친수공간, 지역개발, 물문화

어은주｜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도시계획, 환동해권

김소윤｜연구원｜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 재해취약성

조현우｜연구원｜단국대학교 건축학 석사｜도시재생

김나희｜연구원

강건국｜연구원｜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공학 석사｜

이유경｜연구원

기후변화, 수자원, 방재, 도시계획

이승욱｜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정책

박성경｜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석사｜도시설계, 도시재생

정소양｜책임연구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홍나은｜연구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 석사｜도시재생, 도시계획

지역계획학 석사｜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문화

조만석｜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공학 박사｜자원·환경경제

윤세진｜연구원｜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환경경제

정상윤｜연구원｜Leibniz Universitat Hannover 지역계획학 석사과정｜도시 및 지역계획
박혜인｜연구원｜부산대학교 도시공학 학사｜재해취약성 분석

정연준｜연구원｜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재생

[ 기획팀 ]

박소영｜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공학 박사｜도시재생, 도시계획

정원기｜연구원｜전남대학교 지리학 석사｜도시정책

김수인｜사무원｜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 학사｜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구형수｜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공간분석

정 현｜연구원｜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석사｜

배유진｜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도시·지역경제, 도시재생, 공공투자
윤정재｜책임연구원｜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도시설계/경관, 건강장수/아동친화적 도시, 주거복지/효용

도시정책, 도시재생, 사회적 자본, 사회적 혼합
이동엽｜연구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 학사｜산업입지, 공간분석
박민경｜연구인턴｜공주대학교 지리학 석사｜문화지리학

최정윤｜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공학 박사｜도시역사환경, 도시보존
이다예｜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도시계획 및 정책, 공간분석

[ 기획팀 ]

송지은｜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경제

강미화｜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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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토지연구본부

5)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건설산업 및 건설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시장 분석 및 정책, 중소·중견건설기업 해

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거복지, 부동산, 토지 정책개발, 시장분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외진출 지원, 건설경기 동향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이다.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에서는 건설기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둘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

업의 고용평가, 건설산업 상호협력 평가, 불공정 행위 근절, 중소건설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민간투자연구센터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적

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시장 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을 수행한다.

토지정책 연구이다.

연구진
이수욱｜주택·토지연구본부장｜한양대학교 문학 석사｜

연구진
조정희｜책임연구원｜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건설산업, 부동산산업

윤하중｜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가천대학교 공학 박사｜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황관석｜책임연구원｜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부동산시장, 정책효과 분석

김민철｜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건설산업, 주택정책

한수정｜책임연구원｜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주거복지, 주택정책

김성일｜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건설산업정책, 건설보증·금융

오민준｜연구원｜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수료｜주택정책, 부동산정책

조진철｜연구위원｜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 도시개발

최 진｜연구원｜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부동산, 부동산경제학

안종욱｜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응용경제, 기술정책, 혁신정책

조윤지｜연구원｜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주택정책, 주거복지

이치주｜책임연구원｜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건설IT&BIM, 건설경영, 경제성분석

김혜승｜선임연구위원｜경희대학교 이학(주거정책) 박사｜주택정책, 주거복지

최진도｜연구원｜충남대학교 도시·환경정책 박사과정｜주택 및 부동산시장 연구

김진엽｜책임연구원｜메릴랜드대학교 도시계획 박사｜주택정책, 부동산금융, 도시경제

강미나｜선임연구위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고영화｜연구원｜고려대학교 환경지질학 석사｜GIS, 공간분석

이승훈｜연구원｜인하대학교 경영학(지속가능경영) 박사수료｜건설보증, 건설품질 및 안전, 건설시장

권건우｜연구원｜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석재성｜연구원｜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민간투자, 교통정책, 건설산업

손은영｜연구원｜토지정책, 도시정책, 공간정책

유현지｜연구원｜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건설관리, 민간투자사업

정경석｜연구원｜경상대학교 도시계획 석사｜도시계획

김선홍｜연구원｜도시공학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박천규｜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김근용｜선임연구위원｜KAIST 경영공학 박사｜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 부동산시장 분석

주거복지, 주택정책, 주택금융
최 수｜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이형찬｜연구위원｜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주택정책, 토지(택지)정책

우지윤｜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주거복지

안다연｜연구원｜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법학전문석사｜법학

변세일｜연구위원｜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부동산시장, 지역경제

이건우｜연구원｜충남대학교 통계학 석사｜주거복지

김승환｜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 석사｜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 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도시개발

김승종｜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법, 토지정책

강성우｜연구원｜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주거복지

이상미｜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건설산업, 건설보증·금융

박미선｜연구위원｜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오아연｜연구원｜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주택정책, 부동산시장

김나영｜연구인턴｜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건설산업

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주택정책
송하승｜책임연구원｜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도시계획학 석사｜
도시계획, 토지개발

이은우｜연구원｜강남대학교 부동산·법무·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주거복지
허소영｜연구원｜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주거복지

[ 기획팀 ]

김도형｜연구원｜부동산시장

유희현｜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전성제｜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이태리｜책임연구원｜The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박사｜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이윤상｜책임연구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주택정책, 주거복지
이재춘｜책임연구원｜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주택정책, 주택계획, 도시 및 환경계획, 교통계획
최명식｜책임연구원｜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토지 및 주택정책, 젠트리피케이션
김지혜｜책임연구원｜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이길제｜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주택정책, 주거복지
이후빈｜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주택정책, 주택개량사업
노민지｜책임연구원｜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주택정책, 부동산시장

[ 기획팀 ]
조윤미｜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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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인프라연구본부

7)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 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대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는 국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활용·분석 등을 위한 방법·정책·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도시권 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

첫째, 국가 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지자체 공간정보 추진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산업 및 시장동

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

향 분석, 둘째, 국토 관련 데이터 수집, 생산 및 분석방법 연구, ICT 등 유관기술과의 융·복합 활용방법, 공간정보 분석 및 활용 기술, 원

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둘째,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격탐사,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KOPSS), 공간빅데이터, 동적인 시공간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이 있다.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 물류정책, 셋째,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연구진
오성호｜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ITS, 교통계획
고용석｜도로정책연구센터장｜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도로 및 교통계획, SOC 정책
김종학｜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교통서비스 가치 연구, 교통망 구축효과, 교통수요예측
이춘용｜선임연구위원｜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도시교통계획, 지역계획,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이재현｜책임연구원｜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교통모형 및
시공간분석 박사｜교통계획, 빅데이터, 친환경차
백정한｜연구원｜중앙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교통계획, 빅데이터, 기계학습
김민영｜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도로정책
최소림｜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교통관리학 석사｜
고속도로 사후평가,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교통안전
임현섭｜연구원｜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도로건설계획
연복모｜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교통공학

김호정｜선임연구위원｜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도로계획, 교통계획

위눈솔｜연구원｜공주대학교 지리학 석사｜원격탐사 및 GIS, 자연지리학

정진규｜선임연구위원｜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이기영｜연구원｜인천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교통공학, ITS

국제개발협력, 도시·광역교통정책

이다희｜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교통계획,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임은선｜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인재양성
이재용｜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정책, 시공간분석
이영주｜국토시뮬레이션센터장｜Keio University 미디어·거버넌스학 박사｜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유통, 공간정보 관련 일본사례연구
김미정｜선임연구위원｜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토지관리 및 규제 정보화, 정보화전략계획,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김대종｜선임연구위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이시형｜연구원｜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박사과정｜
공간정보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최정내｜연구원｜공간정보정책
유인재｜연구원｜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 공학 석사｜스마트시티
이누리｜연구원｜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석사｜공간정보정책
임거배｜연구원｜청주대학교 도시부동산지적학 박사수료｜개방형 공간정보
김도형｜연구원｜청주대학교 지적학 석사｜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이민영｜연구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공간정보, 교통·도시계획
김지유｜연구원｜공간정보 분석, GIS
탁혜영｜연구원

김흥석｜연구위원｜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교통계획, 생활교통

남문우｜연구원｜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정문섭｜연구위원｜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 박사｜국토 정보화, GIS정책

박진호｜연구원｜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석사｜GIS

임영태｜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지역교통, 물류계획

김성훈｜연구원

김동한｜연구위원｜University College London 계획학 박사｜도시모형, 공간분석

김종성｜연구원｜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지리교육(도시지리) 전공

서기환｜연구위원｜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이백진｜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ITS, 교통계획
김준기｜연구위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교통안전, 통행행태, ITS 등

[ 기획팀 ]
서진영｜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황명화｜책임연구원｜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공간분석용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공간 빅데이터 프로세싱, 공간분석

김혜란｜연구위원｜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활동기반 통행행태분석, 인프라 투자

성혜정｜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공간 분석

윤서연｜연구위원｜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지리학(교통) 박사｜

임시영｜책임연구원｜한양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행동 모델, 시공간분석
박종일｜책임연구원｜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교통계획, ITS
배윤경｜책임연구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교통계획, 교통정책, 통행행태
육동형｜책임연구원｜Utah State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Traffic, Transit Assignment, 대중교통요금산정

공간정보 정책, 스마트시티, 공간정보화, 경제성 분석
김익회｜책임연구원｜San Dieg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스마트시티, GIS, 데이터사이언스
이보경｜책임연구원｜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 박사｜
공간빅데이터마이닝, 지역혁신, 기술경영

김상록｜책임연구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허 용｜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공간정보시스템

김광호｜책임연구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통공학 박사｜

손재선｜책임연구원｜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rlotte, 지리학 박사｜

지능형교통체계(ITS)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도시지리, 공간통계, GIS, Data Mining, 국·공유재산

최재성｜책임연구원｜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교통경제학 박사｜교통경제

신휴석｜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공간데이터사이언스

윤태관｜책임연구원｜University of Tennessee-Knoxville 토목공학(교통) 박사｜

오창화｜연구원｜고려대학교 지리학 석사｜GIS, 공간분석

교통공학, 지속가능 교통, 대중교통
김정화｜책임연구원｜Kyoto University 도시사회공학 박사｜
교통계획 및 정책, 통행행태·심리

박사과정｜공간정보정책, 젠트리피케이션
정예진｜연구원｜도시공학, 스마트시티

한선희｜연구원｜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스마트시티
임륭혁｜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 석사｜
GIS, 공간분석,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 기획팀 ]
최지현｜사무원｜전북대학교 의류학 학사｜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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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지식센터

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지식센터는 지식자산을 축적하고 공유체계구축, 공간데이터분석과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한다. 국토빅데이터팀은 지식자산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국토연구원이 축적한 국토·도시 분야 지식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국제적인 선도 연구기관

축적 및 공유체계 구축·관리, 공간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공간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기반 연구, 원내외 공간정보 활용 지원 등에

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국제화 추진의 플랫폼으로 2010년 12월 개소하였다. GDPC는 다년도 공동 연수, 개도국 대상 연구·컨설팅, 정책

주력하고 있으며, 지식관리팀은 도서관 운영, 국토연구 관련 자료 및 성과물 등 지적자산 관리, 기록물관리, 연구 및 경영 관련 정보시

교류, 해외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미주

스템 개발, 운영·관리, 전산 및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도국의 개발촉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 선진 연구기관과의 국제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국토연구원의 연구 선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선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의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고, 국토·도시 분
야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진

연구진

김대종｜선임연구위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박세훈｜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 도시정책, 도시문화(다문화), 국제개발협력

김동근｜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제도

이상건｜선임연구위원｜Virginia Tech 교통공학 박사｜스마트시티 설계, 교통시스템 계획

이미영｜책임연구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정진규｜선임연구위원｜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국제개발협력, 도시·광역교통정책

안승만｜책임연구원｜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녹지계획, 미기후관리정책, GIS

강혜경｜연구위원｜부산대학교 지형정보공학 박사｜공간정보정책,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플랫폼, 공간 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박순업｜2급행정원

박미선｜연구위원｜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주택정책

윤정근｜2급행정원

정윤희｜책임연구원｜University of Wisconsin 박사과정｜공공갈등관리 및 지역경제분석

임륭혁｜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 석사｜GIS, 공간분석,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이병재｜책임연구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도시방재, GIS, 기후변화, 공간계획
홍사흠｜국토계획평가센터장｜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 국토빅데이터팀 ]

안예현｜책임연구원｜Virginia Tech 도시계획 박사｜국제개발, 도시인프라 개발, 역량개발

황명화｜책임연구원｜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공간분석용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공간 빅데이터 프로세싱, 공간분석

하태훈｜연구원｜University of Florida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도시 및 지역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국제개발협력

장요한｜책임연구원｜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토목공학 박사｜빅데이터,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Naturalistic Driving Study

박혜정｜연구원｜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개발계획 석사｜개도국 도시개발, 도시권, 비공식주거

박서현｜연구원｜빅데이터 분석

김민지｜연구원｜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국제개발협력, 개발파트너십, 주택정책
전세련｜연구원｜University of Sussex 개발 인류학 석사｜개발인류학, 취약국, 사회갈등, 빈곤, 질적 연구

[ 지식관리팀 ]

이소영｜연구원｜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국제개발협력, 주택정책

김상규｜지식관리팀장｜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 학사｜문헌관리 및 정보관리 총괄

황유원｜연구원｜University of Jordan 국제경영 석사｜국제개발협력, 중동건설 진출, 무역, 물류

송정현｜2급행정원｜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정보화사업 기획, 통합행정시스템 운영관리

김은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석사｜국제지역연구, 중남미연구, 도시 및 주택정책

박정기｜3급행정원｜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산인프라 운영관리

강민욱｜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석사｜국제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

백지욱｜3급행정원｜숭실대학교 공학석사｜정보보안

노경미｜연구원｜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Master of Development Policy 석사｜국제개발협력, 개발정책, 지역개발

이새별｜3급행정원｜연구성과물 관리

정유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국제지역연구, 러시아CIS 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

김현서｜3급행정원｜기록물관리

이솔하｜연구원｜충남대학교 국제학 석사｜국제개발협력

임지수｜3급행정원｜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사｜전자도서관 관리, 도서 관리

최이선｜연구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개발경제 석사｜지역개발, 개발정책, 경제개발, 산업정책
[ 기획팀 ]
황정연｜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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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11)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구, 국가균형발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는 한반도 및 북한지역 공간계획,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그 밖에 한반도·동아시아 관

전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련 연구를 수행하며, 남북 인프라 경협 등 시대적 당면과제 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의 시·도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진

연구진

김태환｜소장｜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지리학 박사｜건강장수도시, 지역계획

이백진｜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ITS, 교통계획

이원섭｜선임연구위원｜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이상준｜선임연구위원｜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공학 박사｜동북아, 통일한반도

권영섭｜선임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임영태｜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지역교통, 물류계획

류승한｜선임연구위원｜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산업입지, 경제지리

조진철｜연구위원｜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 도시개발

변필성｜선임연구위원｜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도시계획 부전공) 박사｜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이성수｜연구위원｜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박경현｜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도시지리, 지역정책

이병재｜책임연구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도시방재, GIS, 기후변화, 공간계획

김진범｜연구위원｜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지역계획

이현주｜책임연구원｜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 박사｜중국경제, 중국지역개발 및 정책, 중국에너지 자원, 동북아지역

서연미｜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강민조｜책임연구원｜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GT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김은란｜연구위원｜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창의성에 기반한 도시성장,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김정화｜책임연구원｜Kyoto University 도시사회공학 박사｜교통계획 및 정책, 통행행태·심리

하수정｜연구위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지역경제, 지역계획

김민아｜책임연구원｜한양대학교 공학 박사｜북한 도시, 건축 및 주거공간 정책

민성희｜연구위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국토계획, 지역경제분석

임용호｜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공간정보분석, 공간구조탐색

김수진｜책임연구원｜University College London 개발계획학 박사｜도시설계, 도시개발, 도시정책

방설아｜책임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해외도시개발, 국제개발협력, 아세안 스마트도시

허동숙｜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지리학박사｜지역정책, 산업입지, 진화경제지리, 혁신

오호영｜연구원｜도시 및 지역계획

이차희｜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농촌공간계획 및 관리, 경관계획, 주관적 인식
이효란｜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국토 및 지역계획
표희진｜연구원｜인천대학교 도시설계 석사｜도시설계
이혜민｜연구원｜고려대학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석사｜도시계획, 환경계획
이혜진｜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석사｜공간정보분석
남기천｜연구원｜한양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국토 및 지역계획
이혜민｜연구원｜고려대학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석사｜도시계획, 환경계획
박미래｜연구원｜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석사｜도시 및 사회지리, 경제지리
남기라｜연구원｜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도시 및 사회지리
[ 기획팀 ]
구아름｜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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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임직원 현황

12) 기획경영본부

13) 행정지원실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융·복합 정책연구 지원,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홍보, 예산 경영, 직원의 역량개발 및 인

행정지원실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연구원의 자금관리 및 회계, 청사관리를 담당한다.

재 채용, 출판물 기획·편집 및 발간, 연구성과 확산, 어린이집 건립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

구성원

구성원

오경근｜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 총괄

김명수｜기획경영본부장｜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도시개발, 환경계획, 경관계획 및 정책

[ 총무관리팀 ]

[ 연구기획·평가팀 ]

[ 홍보출판팀 ]

윤영모｜연구기획·평가팀장｜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이강식｜홍보출판팀장｜건국대학교 행정학(도시 및 지역개발) 석사｜

연구기획·평가팀 업무 총괄

홍보출판팀 업무 총괄

권규상｜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연구기획·발굴 및 기관평가

한여정｜2급행정원｜월간 국토 발간

김지형｜3급행정원｜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사｜

김민경｜3급행정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구개발적립금, 수시과제 관리, 워킹페이퍼

유지은｜3급행정원｜인하대학교 국어교육학 학사｜학술지 국토연구, 국토교육

이수암｜연구원｜기본과제 관리 및 기관평가, 과제발굴 및 평가

문보배｜3급행정원｜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국토정책Brief, 국토이슈리포트

김상근｜3급행정원｜공주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최서로｜3급행정원｜미디어콘텐츠, 홈페이지

수탁과제 관리, 전문연구모임, 국토서원
김민식｜행정인턴｜연구기획업무 보조

유한나｜3급행정원｜미디어콘텐츠, 홈페이지
안성용｜3급행정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 학사｜언론, 대외협력, 국토교육
이해영｜행정인턴｜업무연락방, 언론모니터링, SNS

[ 예산경영팀 ]
전준호｜예산경영팀장｜예산경영팀 업무 총괄

[ 어린이집건립추진단 ]

김유진｜3급행정원

이판식｜어린이집건립추진단장｜어린이집건립추진업무 총괄

박도연｜3급행정원｜정부출연금

박아름｜3급행정원｜동국대학교 경제학사｜어린이집건립추진 업무

이진주｜3급행정원｜실행예산 편성
김신애｜사무원｜위탁계약, 수·위탁현황관리
이하림｜행정인턴｜예산업무 보조
[ 인재개발팀 ]
박동신｜인재개발팀장｜서강대학교 경제학사｜인재개발팀 업무 총괄
임정천｜1급행정원｜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근무평가 및 보상
신한별｜3급행정원｜University of Bath 경영학 학사
이은혜｜3급행정원｜인하대학교 교육학 석사｜채용 및 교육
배용주｜3급행정원｜성신여자대학교 법학 학사｜복무 및 인사관리
이지수｜3급행정원｜부산대학교 고고학 학사｜위촉직 채용
송태희｜사무원｜공주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청년인턴 및 일용직 관리
신길성｜사무원｜경력·재직증명

김형표｜총무관리팀장｜총무관리팀 업무 총괄

이진욱｜경비원｜경비업무

이호창｜2급행정원｜계약, 자산, 인쇄

조윤아｜경비원｜방문객 안내

정진우｜3급행정원｜휴직

김기훈｜미화원｜미화업무

구민상｜3급행정원｜출장, 복리후생

이옥화｜미화원｜미화업무

김신애｜사무원｜구매, 규정

이순애｜미화원｜미화업무

이정복｜3급행정원｜차량운행

김정금｜미화원｜미화업무
이복례｜미화원｜미화업무

[ 재무회계팀 ]
김성태｜재무회계팀장｜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 석사｜재무회계 총괄
김진배｜2급행정원｜중앙정부 계약
오희정｜3급행정원｜충북대학교 행정학 학사｜급여, 결산, 알리오

서명원｜미화원｜미화업무
이매화｜미화원｜미화업무
정삼숙｜미화원｜미화업무
이태산｜미화원｜미화업무

이동훈｜3급행정원｜4대보험, 대외자료, 과학기술공제회
최인호｜3급행정원｜수입, 지출, 세무
최현준｜사무원｜지자체, 공사, R&D 계약
김사랑｜사무원｜위탁계약, 법인카드
박지훈｜행정인턴｜재무업무 보조

14) 원장실

[ 청사관리팀 ]

김시연｜3급행정원｜원장실 비서

이판식｜청사관리팀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청사관리팀 업무 총괄
양승국｜2급행정원｜시설담당
심규조｜기술원｜기계관리
정상민｜기술원｜기계관리
노영준｜기술원｜기계관리
김용현｜기술원｜기계관리
김 홍｜기술원｜전기관리

15) 부원장실
류소연｜사무원｜부원장실 비서

김현주｜기술원｜전기관리
유정준｜기술원｜전기관리
박정웅｜기술원｜전기관리
홍현기｜기술원｜건축관리

16) 감사실

전영복｜기술원｜건축관리
조동민｜경비원｜경비업무

박종택｜감사실장｜감사실 업무 총괄

박경명｜경비원｜경비업무

김경동｜1급행정원｜감사 업무

오민환｜경비원｜경비업무

이성식｜2급행정원｜감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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