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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07

발간사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 및 부동산
정책,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및 관리, 공간정보체계 구축,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 한반도 공간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책무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시대를 이끈 물리적 개발 중심의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연구’,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균형발전정책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발전

지원을 위해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연계권

패러다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20년도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연구사업 목표를 ‘인구감소·저성장에 대응한

지원체계 개편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혁신적 포용국토 연구 선도’로 정했습니다.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이번 2020년 연차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미래국토정책연구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국토 구축’, ‘국민 삶의 질을

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높이는 포용적 균형발전정책 지원’이라는 세 가지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세부목표를 두고 총 192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국토정책연구 선도를 위해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비용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달방안’, ‘국민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개방형

국토정책을 선도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건물

기여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국민과 정부의

전략’,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신뢰를 받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국토 구축을 위해 ‘지역 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지역산업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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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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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국토연구원 소개

연혁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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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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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01

02

03

04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연구

05

06

07

08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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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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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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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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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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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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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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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05. 07
’20. 12. 22
’20. 12. 29
’20. 04. 01
’21. 05. 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2회 연속 선정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국토데이터랩 설립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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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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연구센터와 행정부서인 기획경영본부, 행정지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2021. 8. 기준)

경영목표
추진전략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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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4,254

43,130

43,130

기획경영
본부
행정지원실
연구기획·
평가팀
예산경영팀
인재개발팀
홍보출판팀
지식관리팀

어
   린 이 집 건 립 추 진 단

4. 시설비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033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4. 연구개발적립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486    

스
   마 트 공 간 연 구 센 터

15,321

3. 경상운영비

공간정보
사회
연구본부

디
   지 털 트 윈 연 구 센 터

2. 사업비

4,881

스
   마 트 인 프 라 연 구 센 터

16,793

3. 전기이월금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도
   로 정 책 연 구 센 터

2. 자체수입

건설경제
산업
연구본부

민
   간 투 자 연 구 센 터

22,069

부원장

공
   정 건 설 혁 신 지 원 센 터

1. 인건비

주택·토지
연구본부

주
   거 정 책 연 구 센 터

20,423

안
   전 국 토 연 구 센 터

1. 정부출연금

국토환경·
자원
연구본부

그
   린 인 프 라 연 구 센 터

(단위 : 백만 원)

국
   공
· 유지연구센터

2020 지출

도시연구
본부

도
   시 재 생 연 구 센 터

(단위 : 백만 원)

국토모니터링
연구센터

국토데이터랩(팀)

산
   업 입 지 연 구 센 터

2020 수입

감사실

국토계획·
지역
연구본부

예산현황

감사

한반도 동
· 아시아연구센터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국
   토 계 획 평 가 센 터

4

원장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총무관리팀
재무회계팀
청사관리팀
정보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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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그래픽으로 보는 2020년 KRIHS

연구사업 관련 실적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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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92건의 연구사업을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총 176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연인원 1,161명의 인력을 투입

수행하였다.

함으로써 특화된 국정과제 수행을 강화하였다.

기본연구

31

수시연구

24

건

건

일반연구

192

수탁연구

건
연구개발적립금

176

국정목표별
주요 연구성과

건

7

건

123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2

7

59

건

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0

건

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

건

전체 연구사업 중 국정과제 지원
연구사업 비율

정부정책과제 주요 성과

정책지원

142

건

176

연구사업수

186

투입인력

1,161

93.7

예산

368

99.4

96.8

%

건

시범사업

민생지원

5

건

7

건

법·제도 제·개정

22

명

%

건

건

억원

%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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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그래픽으로 보는 2020년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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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협동연구과제 수는 134건이며, 전체 연구과제 대비 72.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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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협동연구과제수

134

건

72.4

국토연구원
주관 협동 연구

%

예산

114

타기관 협력
협동연구

건

20

회

건

투입인력

285

817

85.6

%

억원

명

71.0

%

정책
연구협의회

청와대·정부·
위원회

56

국회

61

871

회

MOU

10

회

회

건

연구심의회 외부 전문가 참여 현황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국토연구원은 연구심의회에 외부심의위원을 의무적으로 구성,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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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학계 84명, 연구기관 37명, 공공기관 27명, 산업계 24명 등 다양한 부문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

와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 초청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였고, 7,144회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책적, 학문적 연구의 질을 제고하였다.
보도자료 배포

123

312

건

명

140

명

학계

84

명

연구기관

공공기관

37

27

명

언론사 협업
(포럼 등)

명

산업계

2

24

기자간담회

10

건

방송 출연 및
인터뷰

회

회

명

7,144

5

언론인 대상
아카데미 개최
회

중앙부처 공무원

언론보도

6

건

기고

18

건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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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2020년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에서는 뉴스레터 발송을 비롯, 연구보고서, 원문, 연구보고서
국영문 요약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 등 행사자료를 제공하여 누구나 연구성과를 열람하고 파일을 다운로
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8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제2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5,540

48

제24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359

9 211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영상강의

어린이 국토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7

13

편 응모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2,549

건

14,614

세미나·공청회자료

명 시상

781

건

편 응모

건

회

회

국토희귀정책자료

국토용어해설자료

2,000

723

권

건

전문가특강 및
독서발표회 자료

명 참여

건

뉴스레터

46

918

회

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비대면 행사 개최
대국민
유튜브 생중계

12

연구성과물 배포

건

온라인
행사·화상미팅

국민참여
영상콘텐츠 조회수

18

3,433

건

건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6만 8,616건을 배포대상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성과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자
종별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비정기간행물
이슈페이퍼

2,850
60,204
972
128

배포처별

건
건
건

1,928
공공기관
307
대학·학회·연구기관 1,373
공공도서관
72
국외
196
기타
586
행정기관

건

68,616

건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배포부수

920,000

명

뉴스레터 회원

유튜브 조회수

10,556

명

총

126 214,584
개/

회

건
건
건
건
건
건

페이스북 게시글 도달수

727,294
댓글·메시지 참여

도시재생연구센터 블로그 방문자
건

2,708

건

21,227

명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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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해외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실적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화상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교류를 추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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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존 중점협력기관과의 내실화에 집중하여 국제행사 개최 성과를 창출하고, 화상 국제행사 참여도 증가

면서 단순한 실적증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후속사업 발굴,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하였다.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국제행사는 기존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변경하여 국제행사에 상

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체계적 사업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

응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UN ESCAP, UN-Habitat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관의 국제협력사업 활

공동연구 및 국내외 수탁 해외연구 실적이 증가하였다.

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제행사 개최

14

건

국내외
수탁연구

국제공동
연구

국제행사 참여

18

28

건

19

건

건

연구인력
교류

12

명

32

건

해외 네트워크 구축

코로나19에 대응한 국제협력 추진실적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기존 MOU 체결기관과의 비대면 사업을 집중 기획·발굴하고 국내 유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류협력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한

기관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였다. 중남미 협력강화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등 대안적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위한 코스타리카 주택정주부와 MOU를 체결하였고, 기존 MOU 체결기관과의 협력 내실화로 온라인 교육·
연수, 화상 국제세미나, 공동·수탁 연구 등을 수행하여 내실화 실적을 향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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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전략적 대응 성과

신규 체결

2

건

강화 및 내실화

MOU

8

건

건

온라인
비대면 교육연수

2

건

대면네트워킹의
연구수행 전환

28

건

비대면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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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는 연구사업 목표를 ‘인구감소·저성장에 대응한 혁신적 포용국토 연구 선도’로 정하고, 이를

2020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국토정책연구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국토 구축’,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균형발전정책 지원’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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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국가적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도 연구사업 목표는 ‘포스트 코

2021년도
연구사업목표

로나 시대 안전하고 혁신적인 포용국토 정책연구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세부목표
는 ‘전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도시 정책개발’,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국토도시 정책 개발’, ‘그린 스마트 인프라 공급을 통한 경제회복 및 혁신성장 정책 개발’로 설정하였다. 또

이러한 목표하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방안 연구’,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

한 연구본부별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이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도

안 연구’,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등 37건의 기본·일반연구과제, ‘주택

시 뉴딜의 실현방안 제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환경·자원관리를 위한 연구, 전환시대의 신

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과제’ 등 24건의 수시과제, ‘친환

주택토지정책 이론 및 제도연구,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설정책 및 건설산업 연구, 경제 활성화와 건

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산업위기지역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등 7건

강국토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정책연구, 한국형 뉴딜 시대 디지털트윈 국토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의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

정책, 국토 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십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기반 강화, 뉴

구’ 등 124건의 수탁과제를 비롯하여 총 192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다.

노멀 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협력방안 마련 등 연구 분야별 핵심 연구 테마를 설정하였다. 국토연구원
은 위와 같은 목표하에 2021년에도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의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특히 2020년에는 국정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186건의 연구·사업에 연인원 1,161명을 투입하였다. 국정목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표별로 보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5개 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1개 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62개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개 과제 등 5대 국정목표 지원을 위해 전체 연구사업 건수의 96.8%,
투입인력 93.7%, 예산 99.4%를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정책 지원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다. 법·제도 정비(22건), 정부정책 지원(142건), 민생 지원(5건), 시범·시
책사업 추진(7건) 등 총 176건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1년도 연구과제 중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6개 과제를 선정하고

2021년도
중점연구과제

연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지역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과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뉴노멀시
대표적인 정책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국토 구

대 지역 간 상생연계를 통한 새로운 국토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 정책방향’,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
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둘째,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린 뉴딜 실현을 위한 도로인프라 물류수송 체계의 전반적 점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용역’,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미군반환공여구역법’ 개정(안) 마련, 혁신도시 이행계획 및 이행

한 정책적 추진방향 및 공공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적 평가지침 수립 지원,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넷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유동성의 변동요인과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미
셋째,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억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용역’,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주요국 주택시장과 조세정책 비교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부동산 공시가

다섯째,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주택금융 정책 현황 및 관리시스템 등을 검토

격 현실화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하고 이를 통한 국내 주택금융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정, ‘7.10 부동산 대책’ 수립 지원 등으로 이어졌다.
여섯째, ‘올드 뉴타운(Old New-town) 쇠퇴에 대응한 대안적 접근’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역할과 위상
넷째,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
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남북접
경위원회 설치를 통한 남북협력방안 및 평화경제(통일)특구법’ 제정 지원,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협력센터 ODA 사업’ 지원 등으로 이어졌다.

을 유지 또는 재편할 수 있도록 재고주택의 유지·활용, 관리, 유통 측면의 정책대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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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연구

국토계획·지역
●

산업위기지역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대책

●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

비도시지역 개별입지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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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산업위기지역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대책

20-07

기본

20-11

류승한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견인해 왔던

연구진

산업도시는 쇠퇴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

조성철, 서연미, 박소영

라의 산업화 과정을 돌아볼 때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
계속 확산될 우려가 있음

면수
215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산업화에 따라 조성된 70년
대 중화학공업도시들은 국가경제성장률의 저하, 대
도시 지역을 선호하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 중화

•쇠퇴하는 산업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지
역정책적 차원에서 수립 및 실행 전략 발굴

주요 내용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Spatial Mismatch in Local Labor Market and Policy Directives

A Study on Empirical Analyses and Policy Strategies for Revitalizing
Industrial Crisis Regions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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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남기찬

연구배경 및 목적
실업문제의 근간이 수요 부족(Demand Deficit)에 있
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자리, 고용, 실업과

일자리 매칭의 핵심적인 요소는 근무조건 못지않게
접근성, 생활편익시설, 주택 여건 등 정주여건에 대한

김경민, 조성철, 홍사흠,

관련한 정책적 해소방안이 ‘일자리의 창출’에 집중

안종욱, 김기덕, 김동현,

성,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통계분석 및 사례

그러나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 이외에 국가경제 및

김성표, 이찬영, 이희용,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들 각각의 요인의 상호 순환적

황규선

인 인과관계가 형성됨
면수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의 창출 등 수요 측면의 활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을 획정
하는 경우 전체 공간적 미스매치는 개선되나, 직종 및

요와 공급에 대한 입지, 지리적 이격 등 공간 구조적인

지역에 따라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이 미흡하거나 심
화되는 경우도 존재

에 의존하는 지역산업생태계 등의 특징으로 인해

고 지역 내 대부분 기업이 이에 의존하는 경우 산업도

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

전혀 다른 위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시는 쇠퇴가 우려되며, 지배적 대기업이 성장하는 경

업(Spatial Mismatch Unemployment)이 중요

지역의 장소성은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도시 쇠

가능

퇴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할 때 지역 기반의 심도 있는

모든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산업쇠퇴

연구가 필요함

의 시기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국가 단위의 일

•산업도시의 위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 그 영향의 정
도나 대응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필요로 함
이 연구는 산업도시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더불어 외부환경 변화가 산업도시의 위기로
전파되는 과정 및 이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대응방식
및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산업도시 쇠퇴가 향후 국가
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정
책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연구 및 이론을 상세히 분석하여 산업도시 분
석을 위한 시사점 도출
•도출한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도시 취약성
분석
•사례조사를 통해 취약성 지표가 실제 현실에서 어
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산업도시 위기의 원인
과 지역 내에 확산되는 양상을 분석

률적 접근보다는 지역산업의 특성과 지역의 장소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

정책제안

특히 구직-구인 간 발생하는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체계 구축
•산업과 고용 및 사회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
책을 수립
•단기적 현안과 장기적 방향의 조화를 꾀해야 함
정책 추진방향
•도시공간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일자리 정책을 공간적 수단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정책의 다변화 필요성 제기

•정책 대상으로서의 공간적 미스매치 연구의 중요성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 기능적 권역으로서

제기,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를 제안하였으며, 이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점 검

를 위해 정책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및 지역노동시

토 및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

장권 모니터링 체계 도입

고자 함

주요 내용
구조적 미스매치 중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국가 및 지역경기의 회복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
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임
2019년 기준 국내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이 전체 구직자의 약 4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
적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이 약 8.8%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음

대응체계 구축, 기업 및 생산체계 특성을 반영한 위

공간적 미스매치는 대도시의 중심 및 주변지역이 분

기 대응방안 마련, 산업도시 위기에 대한 초지역적

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광역시의 경우는

대응체계 구축, 장기적·단기적 대책 연계를 위한 중

구직자의 비중이 크고, 광역도의 경우 구인기업의 비

간단계 대책의 추진, 상시적·협력적 의사결정을 위
한 거버넌스 정비 등

정책제안

실업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산업도시 쇠퇴에 대응한 정책 기본방향
•지역 특성과 장소성에 기반하여 정부-기업 간 협업

수요가 높게 나타남

Unemployment)도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노동의 수

소수 대기업이 지역산업 생태계의 지배적 위치에 있

214

중요도가 높으며, 특히 광역적인 접근성 개선에 대한

성화로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실업(Structural

학공업 도시로 고착된 지역 이미지나 특정 대기업

산업도시 쇠퇴 정책에서 지역산업 내면의 특수성과

나타남

연구진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

우도 대기업의 공간재편 전략에 따라 지역의 침체가

중이 커서 공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양상이

(정주환경 정비)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
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결합개발 방식 등을 고려
한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방안 마련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및 제도적 개편) 지리적 인접
성을 뛰어넘는 광역적 일자리 매칭프로그램의 도입
일자리 매칭을 위한 협약사업 및 중앙·지방의 종합적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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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기본

20-22

Understanding on the Decline of Tourism Sites and the Ways for Recovery:
Causes, Verific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이순자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지가 ‘왜’ 관광트렌드 및 수요 변

연구책임

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정우성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관광지 쇠

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을, 어떻게’

안소현, 유현아,

해야 관광지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매력을 되찾아 지

심창섭, 정광민

역 활성화의 작은 동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

(지역주도형 쇠퇴관광지 재생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에서 출발

관광지 재생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 상인, 전문가

면수
174

따라서 지역 관광지가 쇠퇴하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
구의 주된 목적임

주요 내용
1963년 제도 도입과 1969년 최초 지정 이후 1970년
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작
지정 후 20년이 지난 관광지가 전국 관광지 228개소
중 약 70%인 159개소에 이르면서 관광지 노후·유휴
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
전국 관광지 중 조성사업이 완료된 관광지와 일부 시
설 완료 후 운영 중인 관광지 188개소 중 관광객 수 집
계가 되지 않는 17개소를 제외한 171개소를 대상으로
쇠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약 50%인 85개소 관광지
의 관광객 수가 감소 중으로 분석
관광객 수 증감률(직접지표)과 관광 및 지역여건 점수
(간접지표)를 종합한 결과, 관광객 수가 심각하게 감
소 중인 쇠퇴심화단계 관광지 39개소 중 관광 및 지역

퇴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 필요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전국 관광지 쇠퇴진단지표의 개발과 적용) 정책을 추

연구진

39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연구배경 및 목적
분권화는 지방자치나 민주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연구진

띤다고 할 수 있음. 집권과 분권의 적절한 균형점은 시

양진홍, 민성희, 남기찬,

공간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대와 사회의

배인성, 강민석, 송정현

맥락에 따라 결정

등이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지원 역할 수행

면수

필요

201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경제정책
일부로 간주하였음.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지역개
발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환경성, 삶의 질,

(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국가

다양성과 혁신, 참여와 협력 등 다변화된 가치들을 지

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관광지 재생의 기틀을 다지고,

향하고 있어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이 강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추진 필요

특히 지역개발정책 분야에서의 분권화는 국가와 지방
간 균형점이 재조정되는 과정이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책제안
(지역 주도성 강화)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사업, 계약주체의 확대, 계약방
식의 다양화, 계약 자율권 강화를 위한 재원의 이양을
통해 계약방식 지속 확대 추진, 지역개발 권한 및 예산
이양에 수반되는 관련된 세부 규칙들을 적극 개정
(공간 단위 통합계획) 중앙부처는 각 부처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들을 공간 단위로 통합하는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

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역량 강

조응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

(광역 지방정부의 역량 확대) 광역지방정부는 균형발

화와 내·외부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기

역 주도의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

전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모니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
을 명확히 설정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개발제도 및

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자체 사업을 확대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이슈를

(사후관리 협력적 강화)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역개발

전 주기적 관점에서 발굴하여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등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집행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으로 전환
중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지역개발정책에서의 분권은 제도적 목표와 실제 간의
괴리가 크며, 중앙주도의 사업 및 예산편성, 사업의 중
복성과 낮은 정책성과 체감도,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사전절차 등 선정 및 집행 절차의 복잡성, 사후관리 미
흡 등을 주요 이슈로 도출

대상과 방법,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은 제도적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하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대표적인 재생정책의 하

위하여 방안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전(全) 주기적 관점

나로 정착 필요

집행 절차 간소화,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안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영역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광지는 모두 17개소

(관광지 재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념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증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지역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관광 트렌드 및 수

여건 모두 양호하지 못한 지자체 내에 입지해 있는 관

정책제안

에서 성과지향적인 사업발굴과 공간적 연계적 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적 사업 추진 강화) 시도나 시군을
아우르는 다양한 범주의 광역 협력권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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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20-33

기본

20-35

Competitiveness of Regional Industrial Clusters and Policy Direc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책임
조성철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 시기 이래, 대기업 분공장을 중심으로 수직계
요소가격 절감과 생산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산업

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화,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는 데 기여하였음

위계화(허브형성) 및 내부결집, 사회적 자본 발달

그러나 가격경쟁력 중심의 성장공식이 통하지 않게

등 구심력 요인 발달 중요

된 2000년대부터 기존 산업 질서를 전환해 대학, 연

•(원심력) 클러스터가 기술적·조직적·제도적으로 고

구기관,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생태

착되지 않고 새로운 성장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계를 조직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

충분한 다양성, 활발한 이종결합, 외부 개방성 등 원

추진

심력 요인 발달 중요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 클러스터의 개념 정립과 국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발달은 구심력 요

맥락에서의 이론적 소화 과정이 부족하며, 국내 지역

인과 원심력 요인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혁신성, 유

클러스터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 취약성을 종합적

연성, 개방성 확보에 달려 있음

으로 진단하는 실증연구가 미흡한 실정

분석 결과, 국내 산업집적지 다수는 본격적인 형태의

이에 위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클러스터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거나(구심력 부재), 지

같은 목적으로 수행

나친 동질화 및 고착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경로 모색

•(클러스터 식별) 최근의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반영
해 국내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
론을 정립하고 공간적인 분포와 유형을 식별
•(클러스터 분석 및 유형화) 각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및 취약성과 회복력을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유형별 정책방안 도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지역산업 클러스터가 가진
취약한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지역 내발적인 역량과 클러스터의
회복력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안

을 위한 회복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임
이 확인(원심력 부재)

이 연구는 기업거래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
라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현황과 구조를 진단하고 경
쟁력 및 취약요인 분석에 기초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

(투기수요 억제) 일부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은 지가

연구진

하는 중요한 입지 유형이지만 명확한 정의 없이 정책

상승을 목표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과 대도시 주

류승한, 김주훈

별로 상이하게 다루어져 왔음

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므로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은 김포 거물대리 등 일부 지역에서 극
면수
171

정책제안
(클러스터 공간정책) 광역적인 클러스터 권역을 설정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거점 육성
(기능적·공간적 연계) 부처별 혁신성장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화된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클러스터 거점을 중
심으로 다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형성
(중개자적 리더십) 지역 스스로 정책기획, 사업연계,

(융복합 플랫폼) 이종분야 간 학습·혁신·실험을 촉진
하는 리빙랩 형태 상향식 협의기구 마련
(창업생태계) 구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창업생태계 육
성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동력 쇄신

억제하기 위한 수단 필요

심한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제도적 정비와 관리

(지정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관리) 보전이 필요한 산지

가 시급한 상황

와 농지 등 농림지역에서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하는

농지와 산지 등 농림지역에서 전용을 통한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계획적 관리가 필요

주요 내용
입지정책 차원에서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을 정의하고
전국 단위에서 분포현황을 분석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시군별로는 경기도 화성시, 읍면동
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으로 나타나 수도권으
로의 쏠림이 심함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

네트워킹을 전담할 중개기관 육성

주요 내용

개별입지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지 중 절반을 담당

력과 원심력 요인의 균형이 필요

장요한, 장은교, 김석윤

171

정책제안

강호제

연구진

면수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책임

•(구심력)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집적경제·연쇄효과

비도시지역 개별입지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Policy Study on Unplanned Industry Location Development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심

열화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전통적 산업집적지들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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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계획입지에 비해 첨단산업의 비중과 단
위면적당 종사자 수가 작아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
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개별입지와 산업단지의 지가상승 비교, 유해공장의
입지분포 등을 분석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됨
•비도시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인 산업단지보다 지가
상승폭이 높음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개별법의 개별입지 규제
완화
•오염배출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계획입지(산
업단지)

것이 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보다 용이하므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련 계획법과 개별법
을 정비
(산업단지 분양제도 개선) 공해를 배출하는 일부 비도
시 개별입지 공장이 산업단지에 원천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분양기준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공해배출 업종을 산업단지에서 수용할 수 있도
록 관련 계획입지(산업단지) 분양제도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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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20-1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 Regional Migration and Policy Measure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2019년 12월 말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 및 분포를 토대로 맞춤형 지역

연구진

으로 5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수도권 인구집중의

정책 추진 필요

배인성

주요 원인은 자연적 증감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연구책임
민성희

인한 인구 변화임
면수
89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타 지역의 인구 유출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킴
인구이동의 원인 및 유형도 다양화되면서 삶의 질과

도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목표로서 계획인구 지
표 외에 도시 현황 모니터링 지표로 인구이동 지표를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공간관리제도 개선방안

●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 구축방안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 연구

추가하고 대응할 필요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 필요

관련된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직업 및 주
택요인이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 및 요인을 분석하고 이
를 고려한 지역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아
지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전환됨
핵심생산인구(25~49세) 및 15~49세 여성의 인구이
동지수는 경기도 남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높게 나타남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인구이동지수는 지방의 군
(郡)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의 구(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
동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직업’상의
이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증가함
‘직업’ 및 ‘교육’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에서 나타났고, ‘주택’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
시 주변의 경기도 시(市) 지역에서, 순유출은 서울특
별시 내의 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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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

20-0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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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09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Sustainable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New Deal based on the Policy Evaluation

A Study on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Linked to Innovation Cities

연구책임
김은란

연구배경 및 목적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가 대규모 신시가지 및

•이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이전 공
공기관의 참여 유도, 지자체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

신도시로 개발되어 인근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유휴

서연미, 정유선

시설 발생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도시 모

사례분석을 통해 광역협력모델에서 원도심 재생까지

도시 및 인근 원도심의 쇠퇴 방지 및 재생 필요

체계적·유기적 연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을 연

201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안’에서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추진과제로 지
역대학, 인재양성,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구도심 연
계 재생을 제시
이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을 연
계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한 영
향 진단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 사례 분석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주요 내용

•공공기관 이전 후 2012~2017년 모도시의 사업체

도시재생 정책이 반환점에 도달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하여 보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

임상연, 정윤희, 박민숙

한 개선 과정 필요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이 100개소에 이르

면수

과 문화·소비 공간으로의 전환, 교통관련 상위계획과

218

의 연계성 담보와 거버넌스 구축 등 시사점 도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진

계한 혁신체계 구축, 원도심 지역자산의 적극적 발굴

나 사업 성과에 대한 파악이나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2년 이내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500여 개로 늘

정책제안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이전 공공기관 참

어날 것으로 예상, 점차 늘어나는 사업 물량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요구

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공공기관 연계 지역

•매년 도시재생사업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등 이전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선 없이 선정 물량만

특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한계에 달함

(원도심 유휴자원의 활용) 혁신도시 문화·소비수요에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대응한 원도심 자산 발굴 및 유휴자원 활용 시 기획

점검을 통하여 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쇠퇴지

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혁신도시 및 공공기

역 문제 해소를 위한 장·단기적 정책 개선방안 및 지속

관의 추가 수요 발생 시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의 활용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검토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혁신도시, 광역교통

주요 내용

거점, 모도시(원도심) 간 교통연계성과 수요를 분석하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평가를 위하여

고, 지역특성별 맞춤형 전략을 모색함. 스마트 교통인

OECD DAC 평가기준을 토대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

프라 구축 및 원도심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

가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

랜드화, 투자를 단계화하여 실행력 강화

의 3단계 평가를 진행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연계사업의 홍보 및 시

•정책평가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범사례 제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적 컨설팅

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포함한 도시재생뉴

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이 필요

딜체계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적합하나, 정책 완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를 차지

이진희

방안 모색이 필요

연구진

면수

연구책임

수와 종사자 수의 증가율은 혁신도시 대비 낮을 뿐

료 후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주체별 역할이 불분

만 아니라 전국 평균 대비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명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과제에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추진전략으로서의 본연의 역

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이 부족하며, 혁신도

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

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간

획’은 전략계획과의 중복성과 경직성 문제로 행정·

연계성이 미비한 실정

재정적 낭비가 발생

•사업 시행 선정기준과 추진방식 등이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지나치게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 지역
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
을 제시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과 기본방침 등의 법
제도 개정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

정책제안
(사업 선정방식 개선)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물량이 아닌 당해 연도 최대 지원
금액만을 제시하고 수시 공모 방식으로 전환
(사업 유형 보완) 사업 유형을 2개 유형(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또는 3개 유형(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형, 경제기반형)으로 간소화하고, 사업 유형별 중점 목
표에 따라 세부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 관리 개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매년 축
적된 자료를 통하여 ‘사업 전 – 사업 추진과정 – 사업
완료 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전략계획 폐지 및 활성화계획 개선) 전략계획을 폐지
하되 활성화계획에 사업 구역 지정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재생의 전략적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일부
항목으로 포함
(지속가능성 확보)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 및 운
영을 위해 국비 지원 기간을 사업 기간 내/외로 나누
고, 사업 완료 후 정해진 사업 기간 동안의 성과에 따
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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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30

기본

20-31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virtuous Cyc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연구책임
임상연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330곳의 지역에서 도

연구진

시재생사업이 선정·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최초 선

이진희, 최정윤, 정은진,

정된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박정윤, 박정호, 이승민

운영관리 단계에 진입

면수
271

•당초 국비지원이 종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
자체) 및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
가도록 예정되었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추진 지
연, 지역여건 및 재정 역량 미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국비(마중물) 지원 종료 이후 지역에서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구축에 대한 구체적 담론 모색 필요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의 특성 및 성과,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
하여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필요

주요 내용
도시재생사업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하여 도시재생
주요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사업의 성공·제약요인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사업 운영관리단계에 지역의 구심점이 될 주체, 공간,
사업모델 마련이 선순환 구조의 핵심임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한 저해요인으로 인
해 계획 대비 연차별 추진실적 부진
•계획에 따른 추진 및 국비지원 종료 후 지역사회 성
과 확산과 선순환의 연계 고리 구축을 위하여 사업
각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과 과제에 대한 숙지 및 이
행 필요

•현재 정책적 관심사인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 제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선순환 구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

연구책임
김성수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가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

연구진

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

이다예, 문새하, 변세일,

련된 다양한 이슈 제기

김중은, 김현중, 김진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향후 수도권 신도시의 지속가능

구 등 4개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대한 추진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기본원칙 도출,

면수

주체별 역할 지원방안 제시, 재원조달 및 성과관리 개

183

선방안 도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Evaluation and Directions of New Tow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조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대처방안 마
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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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었
던 수도권 1, 2기 신도시 건설 성과에 대한 다양한 논
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 연구는 수도권 주거 안정, 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제안
(기본원칙)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환원 등을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되, 현재
의 도시재생사업 여건을 고려한 국비지원 종료 이후
추가 지원방안 마련
(주체별 역할 지원) 도시재생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 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
화 지원방안 마련
(다각적 재원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
기금 심사 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
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 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마련
(선순환 성과관리)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체계 마련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1, 2기 신도시를
평가하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바람직한 수도
권의 신도시 발전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함

주요 내용
(핵심 이슈) 수도권 신도시 추진의 정책 목표 및 관련
정책 검토, 기사 분석 등을 종합하여 연구에서 다룰 핵
심 이슈를 ‘수도권 주거 안정’, ‘수도권 균형발전’, ‘신도

(자족성 확보) 대체로 건설 초기에 비해 서울 의존성
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향상되었으나, 일부 2기 신도시
의 경우 고용 및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정책제안
(주거 안정) 신도시 정책 추진 시 주변 택지개발 상황
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중산층을 위한 임
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적립
형 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을 확대
(균형 발전) 급작스러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지양하
고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도시 입지를 지정한 후 건설을
추진
•서울 인구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수요에 맞춘 신도
시 개발 전략이 필요하며 거리별, 개발축별 특성을
고려한 신도시 특화 발전 전략 필요

시 자족성 확보’로 설정하고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수도

(자족성 확보) 자족용지 확보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

권 신도시 정책의 효과 평가

선하고 신도시 입지 선정과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변

(주거 안정) 1, 2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주택 공
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 폭이 감소되어
신도시 정책이 주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균형발전) 1기 신도시는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있
었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반면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의 인구 분산보다는 경
기도 내 공간구조 재편이 이루어졌으며, 판교 이외
에는 아직 기반시설이나 중심기능 형성이 미흡하여
서울의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영향이 아직
까지 미흡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자족성을
제고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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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공간관리제도 개선방안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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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4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Urban Regeneration Model fo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Urban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연구책임
김상조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30여 년간 도시의 종합적 공간구조에 대한 고려

연구진

가 미흡한 가운데 특정지역, 특히 도시 외곽에 고밀개

신서경, 정유선, 우명제,

발이 추진되어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도시문제로 인

정연우, 차승연

식되고 있음

면수
247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지난 30여 년 동안 추진된 사
업들은 구시가지의 침체, 시가지 내 미·저이용 토지
의 방치, 교통거리 증가 등 많은 도시문제를 양산함
이러한 도시문제의 원인은 주로 도시 전체의 공간구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2035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

연구진

되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 등은 꾸준

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방

정소양, 김유란, 박성경

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중소도시형 재생사업 추진모델(先 사업추진→성과확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산→後 계획수립)

지방 중소도시는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거

(정책 기본방향 전환) 지방 중소도시 거점확산형 연계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된

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도시개발밀도 결정에 있어, 계획적 기반이 미흡하고

연구책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침이나 기준이 부재하여 각종

박정은

도시개발 관련 사업들의 심의·허가 시 도시계획위원
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도시계
획 의제 및 특례로 인한 공간관리 애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례도시 분석 결과 지난 20

면수

년간 도심의 개발밀도는 감소한 반면 외곽지역의 밀

303

도는 큰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외곽지역 난개발이 심화한 상태이며 지자체 도시계획
(공간구조 등)과의 정합성 부족

조, 성장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하

로 판단됨

정책제안

•더구나 인구감소와 더불어 기후변화 등 도시계획

(공간관리에 대한 방향성 정립)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

계획체계에 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철학적 방

이에, 이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

으로 예상됨

향성과 역할을 제고하고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구체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산업에 기반한 사업 프로

적 밀도계획 수립 필요

세스 중심의 재생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밀도를 사업대상지나 인근

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
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여건에 맞는 밀도 관련 기준 확립) 지역의 공간

분석하여 공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위계, 토지 특성, 입지별 특성 등 도시공간구조를 면밀

것임

히 고려한 개발밀도 관리기준과 이를 고려한 용도지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

역 지정기준 마련

안으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역산업을 강조하는

(심의·허가 기능 강화) 도시공간의 위계를 고려한 생

주요 내용

재생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간과 토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

활권별 혹은 지역별 밀도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마련

부문별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뚜

물 설치를 통하여 인간 생활을 수용하는 행위를 도시

하여 건축물 인허가나 도시개발사업 심의에 활용

렷하게 구별되며, 지방 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

개발로 정의하였고, 도시개발밀도란 이러한 도시개발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립함
•또한 도시개발밀도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용도지
역 지정 과정에서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인구
밀도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로 정의함

(지자체 도시계획의 권위 및 존중) 도시계획수립에 주
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특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특례 제한 필요
(상생적 도시개발사업 수단의 강구) 신규개발사업과

을 확인할 수 있었음(기반 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
•1유형: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2유형: 1·3차
산업특화 인구감소 도시 등

도시정비개발사업의 통합추진, 시가지 내 미·저이용

지방 중소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원주, 목포, 제천,

우리나라 도시개발밀도 관리체계 및 현황을 분석한

토지 우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밀도규제 완화 등 인센

의성)를 선정하여 공간구조, 산업구조 및 일자리정책,

뒤, 사례도시 분석을 통하여 도시개발 밀도 실태를 파

티브 제공

쇠퇴특성, 재생계획,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등을 종

악하고, 인구감소 및 압축도시 등 여건변화에 따른 문
제점과 이슈 도출

업 신속추진 및 단계적 확대)
•모델적용: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거점공간 사업 발
굴·추진(산업활성화+재생 정책 연계)
   *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1·3차 산업특화 인
구감소 도시로 구분한 사업추진
(제도개선 방안) ① 추진절차(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편), ② 추진방식(산업연계 재생 강화),

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도시 전체 공간구조 측면에서

주요 내용

•모델구축: 사업 중심 프로세스 개선(소규모 거점사

합적으로 실시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업 연계는 미흡한 편임

③ 실행체계(광역주도 사업선정), ④ 예산·관리(광역
에 예산배분·관리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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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 구축방안

20-42

수시

20-16

Positing a Public Financial Assistance System for Local-led Urban Regeneration

연구책임
박소영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 쇠퇴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도시재생

•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직접 편성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계정의 구조

연구진
정소양, 홍나은

정되었고,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이 국정과제로 채

도시재생 기금은 지원방식이 담보기반 ‘융자’에서 사

택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업기반 ‘투자’로 업그레이드되었지만, 지역기반 관계

면수
214

•도시재생도 뉴딜 로드맵을 통해 지역의 일은 지역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토록 국가가
지닌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게 위임할 것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부채성 재원에 의존한 직
영방식으로 안정 지향적 관행 지속

계획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예산과 기

정책제안

금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예산 약 8천억 원, 기

(국가의 역할 재설정) 국가는 경제기반형, 혁신지구

금 약 1조 원 수준으로 확대

등 사업의 파급범위가 지역 외로 확장되는 사업을 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반환점을 맞아 지역의 쇠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맞춤
형, 지역주도형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진
단하고, 추진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출하는 정부의 예
산과 기금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작동양식을 실효
성 있게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에서, 예
산과 기금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지원체계
재점검 필요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예산과 기금 지원방식을
지역주도 관점에서 진단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와 관련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지
역주민의 여건에 맞게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있

당하고, 근린재생형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은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권한 위임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 기본적으로 예산-공공부문,
기금-민간부문 지원이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하에, 예
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
중하고, 기금을 강화하여 쇠퇴지역 내 민간부문 활성
화 지원
(근린재생형은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별 총
액 예산지원) 경제기반형, 혁신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근린재생형으로 통폐합하고,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별로 도시리그에 따
른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하여 유연성 확보

도록 도시재생 예산과 기금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 조성) 광역지자체

시하는 것임

별로 국가·지자체 및 지역금융기관이 함께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금융기관과 관련된 전문

주요 내용
도시재생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유형이 다양화되었지
만, 사업의 결과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도시재생
플랫폼’, ‘생활 SOC’로 국한

연구책임
이진희
연구진

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

민간기관들과 함께 쇠퇴지역 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체 또는 사업을 발굴, 교육, 육성 및 지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Planning Policy Agenda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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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박정호, 이경주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최근 신종 및 변이 감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

기존의 고밀·복합개발 정책을 재고하여 이용자 수요

•2020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2020년 10월 25일 현재 전 세계

면수
138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밀
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
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함

216개국에서 약 425만 명의 확진자, 약 115만 명의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사망자가 발생함

자급자족이 가능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가
중되었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적 접근은
부족
이 연구에서는 감염병 관련 이론 검토를 통하여 도시
정책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감염병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감
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이나 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
인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함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적 수단을 통하여 단일 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실내 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
단함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
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자료 구축

주요 내용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
한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 특정 시설들이 밀집한 것이 확인됨
도시계획 요소와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
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
요함
특히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
성이 낮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이러
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
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
병 대응이 요구됨

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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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 연구

20-19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책임
구형수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의 신규 개발에 있어 개발과 동

연구진

시에 해당 지역에 적정한 기반시설이 공급되어야 한

김상조, 이형찬, 김동근

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업자들이 도
시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을

면수
148

지역에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됨
하지만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시설은 지역의 맥락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도시 간 양
극화를 촉진하는 등 구시대적 제도운영으로 인한 부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는 공공기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
기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 위임되어 있는 공공기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결
정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일부 사전협상 대상지에서는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각할 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음

정책제안

생활수준 격차 심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
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 사회여건이 변
하고 있으나, 현행 공공기여 제도는 이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에 담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
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여 정책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
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
역시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시설의 공급 수준
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공공기여의 공간적 범위 제약,
공공기여시설의 관리·운영 대책 미흡, 공공기여(가액)
의 정산(검증)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으로 이어지는
공공기여 제도의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 시설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

주요 내용

국토환경·자원

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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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20-05

55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기본

20-24

Green New Deal Strategies for Eco-friendly and Energy Transition Cities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Local Water-supply Policy Regarding to Population
Decline and Decentralization

연구책임
이정찬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압력 및 사회

연구진

적 수요에 직면

박종순, 안승만, 조만석,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Post 2020)

성선용, 이유진, 임인혁,
서정석

돌입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
비 37% 의무 감축 필요

면수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뉴노멀(new

197

normal) 시대로 진입하면서 고용부진 등 경기정체 현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

연구책임

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

조만석

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으로 안
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우리 국가의 특장점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여 상수도 등 각종 기반 시설

연구진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전환이 요구됨

박태선, 한우석, 이상은,

•특히 축소도시 등에서는 수도 품질 유지를 위한 시

안종욱, 서정섭, 신정우

설 및 인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비용 충

담과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국가·도시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정책동력 마련 및 글로

면수

벌 그린 뉴딜 주도

253

당 재원 역시 경제성 저하로 인해 확보 곤란
지방상수도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과 직결되

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담
론적으로 규정함
지방상수도의 제반 여건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
로 실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2단계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정책수단을 제시
•지표분석을 통해 국가 정책·재정 지원의 선택·집중
이 필요한 지자체군 69개를 선별(1단계)
•선별된 지자체별로 적합한 사업구조를 제안하기 위

상 발생

정책제안

어 있음

UN은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의제에서 불평등 해소,

(도시정책) 그린 뉴딜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최

인구감소로 중소도시 소멸과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

선행연구의 정책방안, 국내외 법제도 현황, 해외사례

공정성, 정의성 확립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등 불

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

화되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공급 책무 제고를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수단을 선별하고 법·

위한 효율성·형평성 높은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객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평등 해소 및 포용성 요구 증대

•그린 뉴딜의 3대 규범(온실가스 감축, (녹색)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등 친환

창출, 불평등 해소)을 도시기본계획의 모든 부문에

경·에너지 전환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그린 뉴

적용

딜’ 부상(뉴욕, LA 등)
이 연구는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통해 저탄소·친
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하
기 위한 ‘도시형 그린 뉴딜’ 추진 모델 및 전략방안 제
시를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그린 뉴딜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패러다임에 따
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
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대도시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 국제 동향 및 높은 도

(중점사업) 건축부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그린리
모델링 사업 추진
•우선 노후 공공주택 및 노후 공공시설 등 공공부문
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앵커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녹색금융)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 활성화로 대규
모의 안정적 재원 마련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에 적합한 새로운 녹색금융 모
형(한국형 OBF 파이낸싱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적 근거에 기반을 둔 지자체 유형별 정책수단 제시
•첫째, 인구감소·시설 노후화 등 여건변화와 지방상

해 4개 유형으로 재분류(2단계)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
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수도 사업의 국가·지자체 책무를 고려하여 향후 지
방상수도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담론을 제시

정책제안

•둘째, 지방상수도 관련 법·제도 및 사업구조 방식을

(지방분권 시대 각 주체의 책무) 중앙정부, 공사·공단,

요약 제시·정리하고, 해외·국내 사례 조사 등을 통

지자체별로 인구감소·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

해 유형 분류 및 정책방안 도출 기초 마련

여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바람직한 책무 방향을

•셋째, 상수도 관련 각종 지표를 반영하여 지역 유형

제시

을 분류하고 대표 사례지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 맞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지방상수도 관련

춤형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 제시

주민 간,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급정책,

•넷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

요금정책, 주민참여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안 및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최

(인구감소 시대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성) 지자체 재

종적으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정건전성과 상수도시설 노후화를 고려한 국고지원사

시화율을 지닌 우리 국토공간 특성상 우선 대도시를

업 내용, 요금·원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방안 제시

그린 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 축소, 세입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지방상수도 사업구조 다각화)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있는 지자체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상수도의 책무를

한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권역별 통합, 위탁 등

다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책방향과 정책수단, 그

사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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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20-32

기본

20-38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y in the Building Sector by Utilising Building Parcels

연구책임
이정찬

연구배경 및 목적
신기후체제(Post 2020) 돌입으로 2030년까지 BAU

연구진

대비 온실가스 37%를 감축 이행 의무가 있으나 국내

윤은주, 김희철, 김소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강력한 감축

오병철, 이미영, 박종순,

추진 필요

안승만
면수
207

건물 부문은 비산업분야 중 배출량이 제일 많은 가운
데 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가장 높아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
현재 추진 중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기축

연구책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도출함과 동시에 기존 건물 대

성선용

상 정책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

2010년 이후 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여전히 WHO의 연평균 권고기준(미세먼지 20

윤은주, 박종순, 홍제우

㎍/㎥, 초미세먼지 10㎍/㎥)의 두 배 이상이며, 미세먼
지 고농도 일수는 증가하는 추세

면수

지성능 강화

260

감축 최적화 분석도구를 개발·보급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진

(공간단위 관리) 필지·블록단위에서의 On-Site 에너

(의사결정지원도구) 건물·토지공간 기반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National Territory for Space Specific Particulate Matters
Concentration Mitigation Policy

건물·토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단위의

정책제안

57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 대책을 인지하고 있으
나 44.5%는 불만족하고 있어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
현 미세먼지 대책은 지역과 관계없이 배출원 관리에

건물 적용에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보완적인 감축 전

(에너지사용계획 강화) 공간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

략 마련 필요

해 공간단위의 에너지이용계획 수립 및 제출 요건

립의 필요성 증가

이 연구의 목적은 건물 외부의 토지(필지) 공간을 보

강화

•배출 부문별 규모와 간접적인 미세먼지 영향요인,

완적으로 활용하여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로드맵 단계별 적용 시기

미세먼지 농도 현황, 미세먼지 노출 특성 등이 지역

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것

를 앞당겨 조기 적용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주요 내용
건물과 토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
공간 단위에서 건물·토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최적화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그린리모델링 강화) 민간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여 국토공간의 유형을

사업 지원 사항 및 인센티브, 관련 사항에 대한 녹색금

설정한다면, 미세먼지 대책의 선택과 집중 과정을

융 지원 등 강화

일반화함으로써 효과적 지원이 가능

국토공간 통합유형을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
지 대책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음
•미세먼지에 따른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는 적응정책
과 정보시스템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
출량 저감 대책 및 녹지의 면적에 따라 수공간과 연
계한 대책을 제안하였음

정책제안
(리스크 기반 공간유형 구분)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
및 고농도 빈도, 해당 지역의 취약인구비율 등을 고려
하여 리스크 기반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도입 우선순
위 설정 필요
(영향인자 기반 공간유형 구분) 미세먼지의 직·간접적
영향인자의 특징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 목록 구축 필요

고, 유형별로 미세먼지 대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주요 내용

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이

을 선별하여 적용

남해안 및 동해안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

공간 유형을 세 가지(A, B, C)로 구분함

접적인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국토공간 유형을 구분하

스 에너지 절감기술을 망라하여 대표성 있는 기술

•서울시 3개 대상지에 적용하여 건물·토지공간 복합

직·간접 영향인자를 활용하여 영향인자 기반 국토

제한 규제 도입

2019년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분석결과 봄·겨울

향으로 최적화 모델 구축

반의 국토공간 유형을 세 가지(높음-중간-낮음)로,

이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의 농도와 노출 현황, 직·간

별 에너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건물 온실가

•비용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최대화하는 방

(총인구수와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하여 리스크 기

(배출규제) 건물 용도별로 온실가스 감축경로 및 배출

국내 도시공간에 적용 및 분석
•건물 에너지 전산자료 및 행정자료를 결합해 건물

•미세먼지의 농도(평균농도와 고농도 빈도)와 노출

•공간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달라지므로 직·
간접적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국토공간을 구분하고
유형별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리스크와 영향인자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공간 유형을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음

(국토공간 통합 유형) 미세먼지에 따른 리스크와 영향
인자를 고려한 통합 국토공간 유형을 활용하여 우선
순위와 특징을 모두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필요

58

KRIHS

Annual Report 2020

수시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20-04

A Proposal to Establish the Reference Discharges for Rational River Management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책임
박태선

연구배경 및 목적
하천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천

면수

유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천

201

에서의 유량관리는 하천관리의 기본임
•홍수나 갈수와 같은 극한상황뿐만 아니라 하천수
사용허가나 평상시의 하천유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하천관리 기준유량이 마
련되어야 함
이 연구에서는 하천유량 관리자에게 관측유량에 기반
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유량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그동안 축적된 일유량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하천유
량 관리자가 갈수나 홍수 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합리적으로 유량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홍수조절 기준유량은 연중 상위 2.5%인 홍수유량
(Q 10), 갈수관리 기준유량은 10분위수 또는 20분위수
중 최소유량으로 각각 설정·관리하는 방안 제시
평상시의 하천유량 관리와 적절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위해 5일별, 24절기별, 월별, 계절별로 관리기간을 구

준유량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
하천관리 기준유량의 개념 재정립 및 관련 용어 정리
•하천관리 기준유량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하천관리 기준유량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일
유량 관련 용어들도 정리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
황곡선의 개선방안도 제시

량을 상한값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물관리에서 하천의 유량관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강우-유출모형에 의한 추정값을 토대로 홍수·
갈수와 같은 극한상황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
므로 그동안의 장기간 관측유량에 기반한 유량관리를
위한 하천관리 기준유량 마련이 필요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

 비적정주거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주거지원 강화방안

●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특성의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 방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Ⅰ)

●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

●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

●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제시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인 10년 빈도 갈수량 대신 연중 10분위수 또
는 20분위수 중 최소유량을 새로운 기준유량으로 적
용하는 방안을 제시
일기예보와 같이 30년 동안의 평균을 의미하는 ‘평년’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점별로 가칭 ‘유량관리달
력’을 작성·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하천관리 기준유량을 홍수기·갈수기뿐만 아니라 평상
시에도 안정적으로 하천유량을 관리하기 위한 개념으
로 전환하고, 구체적 산정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5대강 상·하류 주요 지점의 장기간 일유량 변화를 분
석한 결과, 하천 일유량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그 원인분석과 아울러 향후의 물부족에
대처한 구조적·비구조적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

●

분하여 5일 평균 최빈유량을 하한값, 5일 평균 최대유

•이를 위해, 장기간의 관측유량을 보유한 주요 지점
의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관리기간과 기

주택·토지

필요
일유량 불균형 계수 등을 이용하여 연중 하천 일유량
의 불안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일유량의 변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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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5

기본

20-16

조정희

연구배경 및 목적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인구 감소, 고령

연구진

화, 지역 성장 불균형 심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박미선, 송하승, 문근식

인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빈집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의 감축과

면수
217

정비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
이나 빈집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공감이
나 관련 실증 분석은 부족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집의 발생원인과 근린영향 분석을 통해 빈집에 대
한 공적 개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빈집 관리 정책
의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

주요 내용
빈집 증가에 대비한 빈집 관리체계(제도적 기반, 관리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정 개입수준은 빈집의 속성별

연구책임

로 상이하며, 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

강미나

집 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제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Enhancing inter Ministry Linkage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ty Homes Manage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Empty Homes and Neighborhood Impact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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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여러 기관이 관

차미숙, 김은란, 이재준,

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기관별로 대상 기준이 다르고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기본방향 ③ 효과성)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등 문제가 있음

정보시스템 개선, 공동 기획,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

국가차원의 빈집관리 비전과 목표 설정, 중앙정부의

면수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 부처, 기관 간의 연계 강화 등

226

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에게 주거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수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 강화)

준을 제고함으로써 주거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빈집법상 소유자의 빈집 관리 의무 명시, 주택의 성능,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안전, 위생 등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과 소유자 의무

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화

주요 내용

가능성이 높은 주택까지 정책대상 확대, 정책 대상 선

주거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가구의 주

별을 위해 과세나 주민등록 등 관련 행정 정보 연계·

거 현황과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 및

활용

한계 등을 분석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빈집 관리 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

해, 그 전제 요건으로서 빈집의 발생원인과 근린영향

응 방식 마련) 직권철거 실효성 제고, 빈집실태조사 상

아동·청소년 가구 중 약 60만 가구(11.0%), 노인·장애

을 반영한 빈집의 속성과 적정 관리 수준 검토

시화, 의무화, 철거 유인을 위한 조세 제도 개선

인 가구 중 약 62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
달, 주거비부담 과다, 혹은 비주택에 거주

경향을 보이고, 반경 일정 거리 내의 빈집이 증가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

일반 주택이 빈집으로 변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전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

효과가 나타남

부, 환경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

빈집 발생에는 소유자의 행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

부 등과 밀접히 관련

는데, 주택에 대한 거주수요가 존재함에도 소유자가

관련 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효율이 유발되어 공

있어서,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

적개입을 통한 교정이 필요

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

빈집은 주변 지가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위
생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빈집에 소유자

및 주택물색 도우미 지원 확대, 상담원의 민원 책임제

련되어 있으나, 관련 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사업과 정

주체, 관리대상,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

빈집 분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강하며 군집화되는

저렴주택과 지원주택 공급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연구진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 관리 구조 확립)

(관리 대상 확대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빈집이 될

(기본방향 ② 포괄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제안

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요

(기본방향 ① 연속성) 생애주기별 단절 없는 주거서비

구됨

스 확보, 탈시설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중간단계
주거 공급 및 주거서비스 제공

운영

축, 업무 단순화 및 매뉴얼 작성 등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연계·협력사업에 대하여 추가가점 부여제도, 공동
성과제 도입 추진, 공동예산항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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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기본

20-19

Facilitating Social Real Estate for Community Wealth Building

연구책임
최명식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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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주거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주거지원 강화방안
Socio-spatial Features of Inadequate Housing and Policy Measures for Basement Dwellers

연구책임
이후빈

연구배경 및 목적

적 주거부담도 중요한 주거문제임

지역발전과 상생구조 확립을 통한 포용성 증진과 불

(사회적 금융 지원) 사회적 부동산에 자금을 지원하기

연구진

평등,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

위해 민간과 공공의 기존 사회적 금융을 연계시키고,

연구진

만, 주거복지정책에서 지하주거 자체를 명시적인 정

저소득층은 그나마 지하주거 밀집지역에서 양호한 생

박소영, 홍사흠, 손은영,

안으로 지역 부동산의 공유(共有)를 통한 지역자산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며 금융제도 개선을

박미선, 이보경, 고영화,

책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음

활환경 접근성을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입지이점

전은호, 이상진

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통해 금융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이성호, 이원경

지하주거를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로 규정하기에 앞

외국에서 먼저 활성화된 사회적 부동산은 최근 국내

(공유자산신탁 도입) 사회적 부동산의 안전성을 확보

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수요도 증

하고, 공익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

가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

회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에 각종 제약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곳이 많음

있는 제도 도입 필요

이 연구는 사회적 부동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정책적·제도적 지원) 사회적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

시하여 사회적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지역자산화를 촉

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활용을 적극

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으로 유도하거나 민간 주도의 사회적 부동산 형성

면수
172

을 돕기 위해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민관협력사업

주요 내용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 제시
지역자산화와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
보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시
사점 도출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 분석을 통해 최근 현장의 움직임과 현실
적 한계 파악
•사회적 부동산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
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
사점 도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면수
176

영화 ‘기생충’ 흥행 이후 지하주거에 관심이 높아졌지

•열악한 물리적 내부 상태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제

서, 지하주거가 주거복지정책 지원대상으로 어떤 의
미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하주거는 열악한 내부 상태를 가진 비적정주거이

도입이 필요함

적임
•지하주거의 소멸을 대비하는 주거대안의 사회적 모
색이 필요함

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과 공식 주택시

저층주거지에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는 강력한 요인

장에서 선택적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은 소득수준이고, 주거면적이 넓어야 하는 가구는 원

•지하주거 거주가구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시장
소외계층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수준으로 바로 그
위에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하주거는 ‘소득빈곤과 결합하지 않은 선
택적 비적정주거’임
이 연구는 지하주거 거주가구가 열악한 지하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
에 맞춰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함
•첫째, 사회적 계층의 관점에서 지하주거에서 누가
어떻게 거주하는지 살펴봄
•둘째, 공간적 함의의 측면에서 지하주거 밀집지역
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조사함
•셋째,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주거선택을 분석해서
사회적 계층과 공간적 함의의 결합 방식을 밝힘

룸형 비주택보다 지하주거를 선택할 확률이 더 큼
•저소득 자녀양육가구는 현재 소득수준에서 지하주
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음

정책제안
(주거상향) 저소득 자녀양육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개선방안과 아동 주거비 지원
신규사업을 제안함
(주거안정)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하주거 거
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로서 긴급
임시주택의 제공과 같은 보편적 주거안정망 구축이
필요함
(주거제한) 지하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특히 열악한 지하주거는 임차시장에서 선
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넷째, 주거복지정책으로 소득빈곤과 결합하지 않은

(주거대안) 지하주거의 주거대안을 구축하기 위해 주

선택적 비적정주거를 어떻게 포용할지를 구체화함

거상태를 생애주기, 가구특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

사회적 금융의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해 ‘공유자산신탁’이라는 새로운 제도

은 도시개발로 점차 소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

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우선공급기준을 제시함

주요 내용
지하주거 거주가구는 내부 상태를 희생해서 입지 이
점을 추구하지만, 이와 같은 주거선택의 대가는 과도
한 주거비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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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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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27

Policies to Reduce Inequalities in Real Estate Assets for Social Cohesion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특성의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향
Reestablishing the Housing Policy Paradigm towards 2040 in the Context of
Societal and Demographic Changes

연구책임
이형찬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연구책임
이재춘

연구배경 및 목적

불평등은 사회 이동을 제약하고, 자원과 재능을 왜곡,

(조세정책)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연구진

지속가능한 사회를 통제하며, 특히 부동산자산은 비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연구진

시설 제공 위주였고, 이슈에 대응하는 데 그치거나 정

송하승, 오민준, 김지혜,

탄력성, 고정성 등 고유한 특질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

이길제, 조윤지, 강미나,

치·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최   수

화할 수 있으며 최근 부동산자산에 따른 불평등이 주

격 현실화 추진

서원석, 김정인, 송경호

21세기 이후 주택이나 주거복지의 수요에 가장 큰 영

요 관심사로 떠오름
면수
179

•부동산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한 경향이
있음에도 부동산자산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보다 활발하지 못함
부동산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불평등 원천 요인에
따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인식과 행태 조사, 부동산정
책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부동산자산 불평등에 따른
정책 방안 도출

주요 내용
사회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평
등, 특히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
등을 통계와 실증분석, 정책 평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
책 방안을 제시
자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지니계수)은 총자산
(0.5836), 금융자산(0.6402), 실물자산(0.6491) 순
으로 높으며, 부동산자산(0.6655)에서 상대적 불평등
기여는 74.6%로 거주주택 자산(37.4%)과 거주주택
이외 자산(37.2%)의 기여는 비슷하나 거주주택 자산
의 불평등 기여 비중이 증가

(재정정책)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
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

면수
232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은 중앙중심적 시각에서 주택과

향 요인인 인구와 가구구조가 급변했으며, 특히 지역
간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경제 및 주거상황 변화, 주거의 불안감 증가, 4차산업

(금융정책) 저소득층이나 저자산층을 위한 금리나 세

및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변화, 저탄소와 에너지 소비

제 지원 확대,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감소 요구, 감염병 확산 등으로 주거 특성도 직간접적

(이익환수정책)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으로 변함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

인구 및 가구구조를 비롯한 시대상의 변화를 기초로

마련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내용
지금까지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은 주거정책의 태동,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강화, 삶의 질 향상으로 변해 왔
고 현재는 주거복지정책의 본격 시작기라 할 수 있음
향후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는 1인 가구의 큰 폭 증가
와 특히 고령가구의 급증이 예상됨
•서울과 전남의 가구와 주거특성을 고려한 사례분석
결과, 주거수요의 지역차는 클 것으로 전망
인구·가구변화 외에도 빈집, 주택의 노후화, 주거위치

베이비부머 세대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부동산자산

의 선택, 디지털 기술의 발전, 환경 및 에너지 규제 등

을 구매, 축적하였으나, 에코 세대는 대출과 상속 또는

도 주거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증여 등에 의존이 높아 세대별로 부동산자산 구매·축
적 과정이 다름
전문가들은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장 경기변동에 대응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부동산자산 불평
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주거소비자의 요구는 적재적소의 주택공급, 질적 향상,
주거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등 다각적으로 변할 것임
인구·가구 및 그 외 요인의 변화를 근거로 2040년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은 ‘지역기반 주거 서비스 패러다
임’으로 정립

•적재적소의 주택 공급, 노후주택의 관리·정비의 강
화,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 서
비스 등의 통합적 적용이 고려된 것임

정책제안
(주택에서 주거로의 전환) 물리적 주택공급 위주의 주
택정책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거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지역부합형 주거정책) 중앙중심의 주거정책에서 지
역별로 주거정책을 자율화하고, 지역의 정책수립 역
량 강화를 위해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앙은 지역
간 조정·감독 역할 필요
(미래변화에 대응) 미래변화에 대비해 방향성은 확실
히 하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세부 사항의 유연
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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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 방안

20-29

기본

20-36

Integration of Planning and City Development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n-SMA Cities

연구책임
김동근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

연구진

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미 지방도시에서

서민호, 박대한, 전은호,

는 1970년대부터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홍병곤, 조윤아, 이희봉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장기간 노출

면수
174

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
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
환경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일반 건축물에 비해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더
심각하며, 특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노후화
된 주거용 건축물의 비중이 더 높음
지방도시의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와
사업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계
획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도시 여건에 맞는 정비와 재
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
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도시의 주거용 건축물은 평균
적으로 13년 더 노후화되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연구책임

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이태리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됨
따라서 지방도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

조정희, 장요한, 최진도,

상업용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전통적 수요 및 입지에

해서는 지방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정비제도,

유승동, 주승민

변화가 나타남

도시재생 관련제도, 나아가서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

정책제안
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여러 계획의 기초 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지역 내 현황
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택보급률 등 생활권별
지표조사 항목 확대
미 추진 정비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며, 구역 해

이에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업용 부동산 수

•효율적인 공유오피스, 쇼핑, 외식, 문화체험 등의 활
동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소비패턴인 몰링
(Malling)문화, 교외 대형 복합쇼핑몰과 도심 소형
생활밀착형 매장, 도시 근교 대형 물류센터와 소형
도심형 물류센터가 있음
향후 예상되는 상업용 부동산 공간 및 입지 변화

요 및 이용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기존의 주요 오피스 밀집 지역 유지와 도시 내 거점

를 전망하여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오피스, 도심과 도시 외곽의 복합쇼핑몰과 도시 내

•첫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발달의 흐름을 역사적·이
론적으로 고찰하고, 정보통신과학기술과 상업용 부
동산시장 현황을 파악
•둘째,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최근 변화 동향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범주화하여 변
화의 특성을 특정

의 생활밀착형 소형 상가
•대도시 주변의 대형 거점 물류센터와 도심형 소형
물류센터, 대도시 인근의 데이터센터

정책제안
도시 내 상업용 부동산을 적절한 비율로 배치·공급

제 시 행정지원과 도시재생 전환 등의 출구전략을 도

•셋째, ICT 발달에 따른 향후 도시 내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재고량, 공급량, 수요량을 정확하게 산

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수요 및 이용행태와 공간 및 입지 이동을 예상하고,

출하고 전망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고 특화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지정해제권한 부여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여 미래 시장  

된 예측모형을 개발해야 함

공공 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주변

흐름 전망

지역은 블록 단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를 종합하여, 도시 내 상업용 부동산 공간 구조

건축물 정비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공기업-주민 연

및 운영에 대한 방향을 공급정책, 관리정책, 도시계

계 시행방식 도입

획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언

향후 지방도시의 도심 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

와 각종 사업을 통해 대응하여 왔으나, 지방도시에서

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용 필요

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

면수
207

수하여 도심 주거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전에 의
한 산업구조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 내

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법·제도

에 놓인 경우가 다수 발생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진

개발사업의 심의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

지원 한계 등으로 사업 진행이 미진하거나 교착 상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A Study of Changes in Demand and User’s Behaviors of Commercial Propert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전략 도입 이후 도시

노후 주거지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는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감,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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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과 상업용 부동산 키워드로 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1990.1.1.~2020.5.25. 뉴스기사)을 진
행하였음. 분석 결과 프롭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이 상위 관련 키워드로 상업용 부동산 시
장에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빠른 움직임이 이루어지
고 있는 징후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트렌드
•가치소비와 경험소비,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상업
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 서비스 확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통합, 축적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담당 기관을 기존 정
보 생산 및 보유 기관 중 선정 혹은 신설 운영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상업용지 비율 조정과 용도 재
분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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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검토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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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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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43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I)

Housing Market Analysis Reflecting Factors Influencing Home Buying Decision Making

연구책임
박천규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주택시장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구

연구진

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주

김지혜, 황관석, 오민준,

택시장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최   진, 권건우, 오아연,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황인영

•첫째,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주택시장 대내외 환
면수

경 변화에 맞게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주택구매소비

217

자의 특성을 검토

연구배경 및 목적

주택구매소비자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행위자기반

연구책임

모형과 머신러닝모형 구축

이윤상, 이태리

정책제안

연구진

과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

이형찬, 김승종, 변세일,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공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하고 세분화

최진도, 고영화, 유승동,

시제도가 시행 중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주택시장 분석 체계를 고도

전홍규, 박   준

화하는 것이 필요
주택시장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주택시장
전이효과 분석 및 규제지역 개편, 가격 쏠림 현상을 반

면수
148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신뢰성
이 떨어진다는 불만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학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발, 주택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택유형, 가격대 등에 따

계 강화, 주택수요 분석 방식의 개선 및 주택수급지표

라 시세반영률이 달라서 불만이 제기

영한 시장 분석 체계 방안을 제시

머신러닝 및 행위자기반 모형 활용과 관련하여, 시차
를 적용한 머신러닝모형을 활용한 향후 1~6개월 주
택시장 예측 방법, 다양한 옵션 부여가 가능한 행위자

주요 내용

기반모형을 활용한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방법 등을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 발생
으로 신뢰성 저하
•표준지 및 표준주택 규모 과소 및 배분의 부적정성
으로 인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 비교 표
준부동산의 선정이 어려움

제안
인구 특성, 주택보유 특성, 주택구매 목적에 따라 주택

이 연구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

구매소비자의 행태가 달라짐

와 관련된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투자자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아 주택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험회피도는 연령, 주택보유여부 등
에 따라 상이
가구주의 코호트도 주택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수요 측면의 주택시장 자기조정과정이 주택시장에 존
재하여 주택공급 측면과 더불어 수요구조의 변화도
주택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처분효과, 군집행동, 하방경직성과 같은 행동주의적
의사결정 형태가 주택시장에서 식별

평가·산정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보, 전문성 확보 및 실거래가 자료 활용, 주택의 공시

해외 주요도시와 비교 가능한 주택시장 버블지수 개

•마지막으로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

•검증된 유사 부동산 실거래가 부재지역에서의 가격

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

인을 전통적인 이론과 더불어 행동론적, 실험경제

의 개편 등 제안

및 표준주택의 가격으로 사용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

영한 가격지표의 개발, 주택시장 투자심리지수 개발,

영한 모형을 설계

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우선적으로 표준지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제도

•둘째, 주택시장 의사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셋째, 주택구매소비자의 특성과 의사결정구조를 반

•공시가격 평가·산정 시에 주관적인 판단 개입 최소

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지가 평가 재고, 표준부동산 분포기준 검토 및 확대
필요

정책제안
표준지 공시지가의 법이론적 개념 정립을 통한 적정
가격 개념의 실제적인 해결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감정 및 평가를 위해서 전문
성 있는 인력 확보 및 교육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개입 최소화를 위해 객관적 자
료 확보와 산정방식의 개발 선행. 실거래가 자료 검증
후 실거래가 많은 지역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
주택공시가격과 혼란을 빚고 활용도가 낮은 주택의
공시지가 평가 재고 혹은 다른 개선방안 고려
표준부동산 확대 적극 검토.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

주요 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조세·부담금에 미치
는 영향을 산정·제공하여 관련제도가 세율 조정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 측면의 주요 문제점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 평가·산정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
전현상 발생, 유사 비교 표준지 부족

침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관련 조항을 신
설하여 표준부동산 재설계를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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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

20-14

수시

20-21

A Study on Performance Check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연구책임
변세일

연구배경 및 목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2017년 12월 민간임대주택

연구진

등록 활성화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월세시장 안정 효

최진도, 오민준

과는 제한적이고, 다주택자에게 절세효과를 제공하여
오히려 매매가격만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있었음

면수
92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세제 혜택 축소,
다주택자 대출한도 축소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은 많고 임대사업
자의 의무이행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민간임대등록사업자에게 공적 의무이행 요건으로 세
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가 개선할 사항 존재

•실증분석 결과, 민간임대등록주택 증가는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 및 도시

권건우, 박   준,

경우 지역(권역 구분) 속성에 대한 고찰 없이 수행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주택가

이수진, 이진만

고 있음

격이 높을수록 수익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이
러한 수익률 감소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유

면수

발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체 공급할 필요성

95

이 있음

소득 세원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
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

혜택은 필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이와 아울러,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민간등록

완전 폐지보다는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 장기임대 할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사업자

경우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임대를 유도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 보증보험 의

할 필요

관리 및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관리의무를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및 시스
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
공 강화 및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부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고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분석하여 임

등을 고려할 필요

를 토대로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함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검토도 부족
통계적 속성에 대한 국가 간, 도시 간 비교도 필요

주기

우리나라 권역 비교

영국

UK House
Price Index

매월

-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분기
Institut des
statistiques et des
études économiques

-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프랑스

Indices
NotairesINSEE

미국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
Index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강남4구와 비교할 수 있는
강남4구 데이터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별도의 지수화 필요
매월

- 전국(USA, Census
Division)

분기

- 수도권(State)
- 서울(MSA)

분기

- 강남4구(우편번호)

강남4구와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Zillow
등 업체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urman Center
Housing Price,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IHS) House Price Index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협력 필요

해외 각국의 지역(권역 구분), 통계 속성을 감안하여
해외 주요 도시별로 주택가격 비교가 가능한 통계기

정책제안

반 구축
글로벌 주요 도시와 주택시장 관련 통계에 대한 적절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 동향 파악에서 주로 이

한 비교를 통해 글로벌 주택시장 모니터링 역량 강화

용되는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등과 비교 가능한
해외 주요 도시별 주택가격 통계 기반 구축

분석가능한 주요 해외 도시 사례 확장과 주택가격 및
다른 주택관련 통계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 부동산시

주요 내용
주택가격지수를 생성하는 방식은 자료에 따라 표본조
사 방법, 실거래가 이용방법, 산출방법에 따라 물가지
수, 헤도닉가격지수, 반복매매가격지수, 평균 및 중위
수 활용 방법 등이 있음.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한 반복매매가격지수 방법

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침

생산 및 공표 주체
HM Land Registry,
Land and Property
Services, Nothern
Ireland.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sters of Scotland

한데 이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어떤 식으로 비교

방안을 도출

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

통계명

로 구분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경향이 강

우리나라의 경우 표본조사를 이용한 물가지수 방법,

신규 임대등록 실적이 감소한 것은 2018년 9·13대

국가

때문에 각국의 권역 구분 단위에 대해 고찰한 결과

차인 주거 안정 및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월 등록 활성화제도 도입의 영향이 크고, 2019년에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행정구역 단위가 다르기

정부부처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한 체계적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2018년에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한 것은 2017년 12

영국, 프랑스, 미국과 우리나라 주요 권역과의 비교를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등으

정책제안

요하나,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제

주요 내용

연구배경 및 목적

•7·10대책 전후 전세 보유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률

여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제고와 동시에 전월세시장

호 강화 방안 제안

박천규

와 비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도시 간 비교의

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이 필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

연구책임

연구진

점에 대해 고찰하고, 제도 변화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

무가입, 전월세 물건 검색 시 정보제공 강화 등 기존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Comparison Guide to Housing Price Data in the World‘s Cities

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와 문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도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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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되고 있음. 국가, 통계생산주체별로 지수생성
에 이용되는 자료의 속성, 지수생성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

장 종합DB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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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

20-22

수시

20-23

Policy Direc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eculation in the Compensation

연구책임
김승종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손실보상과 관련

연구진

하여 보상투기 발생 우려

송하승, 손은영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19. 4월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을 시행한 이후 ’20. 5월 중앙도시계획

면수
76

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연구책임

일의 불명확, 행위제한 시점과 토지 등 보전 의무의 불

박천규

일치,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상 토지 보전 의무의 불일

비닐하우스 설치, 조립식 판넬 설치 등 보상투기가
발생
특히, 2015년부터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경우에도 이
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발사업 정
보가 사업인정 전에 미리 공개되어 보상투기 대응에
한계
•이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시점,
토지 등 보상평가를 위한 공시지가 적용시점, 영업

정비 등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역별 수급요인, 주택가

노민지, 오민준, 최진도,

개선방안을 제시

고영화, 최   진, 권건우,
우지윤, 오아연, 김도형
면수

다양한 보상 기준 시점을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시행
등 공고·고시일로 통합하고, 관련 조항을 토지보상법
령의 정의 규정에 신설
토지 등 행위제한 시점을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시행
등 공고·고시일로 개선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
고가 있는 날부터 보상투기를 방지
영업보상 등 기준시점을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시행
등 공고·고시일로 개선하여 영업보상 등을 위한 보상
투기를 방지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보상투기 방

보상투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지를 위해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제도 개선 검토

투기 유형을 시기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시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보상투
기의 원인이 되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
지 및 대토보상의 공급현황을 제시

격 기대심리 등을 바탕으로 지속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7년 8·2 대책, 2018년
9·11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정책제안

상 토지보전의무를 토지보상법으로 일원화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사업 단계별 보상

정 대책을 발표하였음
•2019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된 주택시장 상승세는

한 재검토 필요

주요 내용

연구진
이태리, 김지혜, 황관석,

토지보상법상 행위제한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개별법

정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정부는 주택시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

이길제, 이수욱, 변세일,

및 영농보상 적용시점 등 손실보상 기준시점에 대

의무화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토지보상법의 개

연구배경 및 목적

손실보상 기준시점, 행위제한 시점 및 생활보상제도

•과거 신도시 개발사업 지구에서는 영업보상 및 생
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Housing Market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문제점으로 토지보상법상 기준

치, 생활보상에 따른 시세차익 발생 우려 등을 제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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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

93

•또한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

외국인 주택구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와 정보 등 인프라가 부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요인이 우세
하고, 임대인의 기대 투자수익률 감소는 월세 전환 가
능성을 높임
주택가격 상승, 금융규제 등에 따라 생애최초 가구 등
실수요자의 차입제약이 존재함

정책제안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 불안요인
으로 잠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시장 안정 노력 필요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

안정적 주택공급체계 마련과 사회진입계층 등 생애최

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해 주택금융 지원 방안을 점진

저소득층에서 무주택 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

적으로 마련

력중
이 연구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주요 주택정책 현황
을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이슈를 발굴
하여 이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최근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요 주택시장 정책 현황과 정책에 따른 시
장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주택시장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최근 주
택시장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이에 맞는 정책방향 설
정이 필요

주요 내용
경기침체에도 불구 저금리 기조에 기반한 유동성 증
가는 주택시장 확장요인으로 작용함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예기간, 세금납부일 등을
감안할 때 정책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됨

임차인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임차인-임대인 상생 유
도, 임대차제도와 연계한 주택시장제도의 개편 검토
시장 위기관리 능력 제고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위험 감소를 위해 주택금융시장 체질 개선
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
다양한 소득계층의 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고

분야별
주요 연구

건설경제산업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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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20-28

수시

20-06

조진철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제안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Mid & Long-term Prospect of Construction Investment and
Monitoring System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Purpose-driven Funds to Revitalize SME’s Overseas
Construction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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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김민철

연구배경 및 목적

동행관계가 있는 변수를 활용하여 건축, 토목 등 부문

최근 우리나라는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진출을 위

(신용도 보강)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

연구진

해 기관 및 펀드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

흡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건설기업 전용펀드를 인프

연구진

하락이 예상되며, 정부의 SOC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

김진엽, 김성일, 이치주,

외진출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 조성할 필요

이태리, 황관석, 김나영

소하고 있으므로 토목부문의 건설 수요도 하락할 것

김민철, 정창구, 홍승수

그러나 금융지원이 있더라도 회사의 신용평가에 의존

(초기개발 자금지원) 개발 초기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

하는 기업금융 시스템에서 중소·중견건설기업은 신용

족으로 인한 토지 매입 어려움을 공공펀드 조성을 통

도 부족으로 펀드의 수혜를 보기가 어려움

해 지원

아울러 인프라 및 도시개발 펀드는 회수구조체계 미

(기간리스크 해소) 장기간 환매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흡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기업에게 활용

기간리스크를 세컨더리 펀드 도입으로 중간회수시장

건설생산체계라는 관점을 포괄하면서 보다 큰 차원의

임 변화에 맞게 안정적인 건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

에서 회수구조체계 완성

공급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는 산업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기업, 건

건설산업은 인구구조의 영향,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

해외진출을 위하여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의 자금

설근로자,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시장 등의 안정적인

보, 남북경협 등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계량

회수 체계를 포함한 중소·중견건설기업 전용펀드 마

관리를 위해서는 건설경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모형 및 종합지수 작성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련 방안 연구

전망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

면수
193

주요 내용

인구 감소가 앞당겨짐에 따라 건축 수요의 추세적인

건설시장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건설산업의 선행 및

으로 예상됨
면수
111

전체적인 수요 감소와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부문의 경기변동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인 건설시장 여건 변
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건설투자 수준을 추정하고, 상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진출 활성화를

시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는 건설경기 분석 및 전망

위한 전용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

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설경기 모

고 순차적 정책방안 제시

니터링 체계도 도출하고자 함

과거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펀드는 체계적이지 않
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건설 기업의 투자개
발형 해외진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용도
부족
•사업초기 자기자본 부족으로 사업착수가 어려운
상황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환매금지로 자금유동성 부족
기존 펀드의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초기 지
원펀드, 자금회수구조 펀드, 투자합자 조합구성, 디지
털유통플랫폼 구축 등 정책방안을 도출

주요 내용
향후 건설투자는 ‘역U자 형태’를 보일 수도 있으나 반
대로 건설투자가 유지 또는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
동적 산업연관 모형(dynamic input-output) 구축을
통한 중장기 전망결과, 203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건설시장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SOC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고, 단기 건설경기 전망이 가능한 분기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을 구축

별 건설경기종합지수를 작성

정책제안
향후 중장기적으로 유지보수 수요의 증가, 4차 산업혁
명에 따른 융복합 건설수요의 증가, 남북경협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가 일정수
준 유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패러다

할 필요

분야별
주요 연구

국토인프라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공간과 교통체계 간 협력방안

●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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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공간과
교통체계 간 협력방안

20-01

기본

20-10

Cooperative Program of Space plann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Reducing PM Based on Big Data

연구책임
김종학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81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 for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axi and Platform Service

모바일 빅데이터(미세먼지 농도별 활동인구 차이), 보

연구책임

행네트워크/교통카드 빅데이터(보행네트워크 구성)

최재성

연구배경 및 목적
타다, 차차 등 플랫폼 운송사업은 기존 택시서비스 만

(갈등 원인 분석) 플랫폼 도입에 따른 신규 갈등 정리,
방송자료 텍스트 마이닝 분석, 플랫폼 이용자/종사자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단계적 절차를 적용해 갈

연구진

국가 자연재난 분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등 미

(협력방안) 관련연구 및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미세먼

연구진

족도가 낮았던 이용자들에게 대체 이용수단으로 선호

백정한, 고용석,

세먼지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미세먼지

지 저감을 위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안으로 트리캐

이순자, 김은란, 김광호,

되며 사업을 확장,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만

이재현, 송재인

종합대책은 각 부처별로 수립되어 부처 간 협업 또는

노피, 볼거리 상가 등이 조성된 보행네트워크 구상을

백정한, 성태민, 박용신,

들어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혁신성장 기회를 택시

(해외사례 종합) 미국, 호주 등 TNC법 제정, 택시종사

공동추진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은 미흡한

제안함

조현지, 김재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음

자 발전기여금 조성과 일본의 택시 부가서비스 활성

면수
193

상황임
미세먼지의 총 발생량 중 교통 부문은 제조업, 생산공
정과 함께 3대 원인에 속하며, 미세먼지를 공간과 교

•공간요소: 체류활동(트리캐노피, 볼거리 상가)
•교통요소: 이동활동(교통시설로서의 보행네트워크)

면수
248

•그러나 택시종사자 입장에서는 평균 1억 원 안팎의
개인택시 면허권을 구입하거나, 법인택시의 경우

등원인 도출

화, 교통사업자협력형 방안 등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

사납금을 납부하는 면허제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낮

(정책대안 도출) 임금 및 근로여건, 면허가격, 택시경

통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특정 지점(공간)에서 발생하

(사례분석) 세종시 보람동, 아름동과 서울시 4대문 안

은 수입과 신규 경쟁자 출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쟁력 하락에 대응해 플랫폼 규제·관리 법제도 개선, 택

고 도로를 따라 확산되는 특징이 있음

도심을 대상으로 보행시설물 시설 수준을 조사 및 분

겪고 있는 상황임

시보상, 시장이원화, 서비스 향상 및 신시장 개척방안

따라서 일상생활 변화가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
지 저감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주요 활
동인 체류활동(공간), 이동활동(교통)의 협업이 필요함
빅데이터 등장으로 미시적 이동 활동 파악과 일상생
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또한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연구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
속적인 공간(체류 활동)과 교통(이동 활동) 간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분석으로 그
실효성을 규명하는 데 있음

석하여 보행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안함

정책제안
(융합과제 발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처 간 융합
과제 발굴과정과 융합사례 제안
•발굴과정: 분야선정 → 분야융합 → 부처융합 → 융
합과제 도출
•예) 건설·수송 → 국토교통부·환경부 → 미세먼지 고
배출 사업장의 친환경차 우선보급추진
(미세먼지 관리권역 추진계획)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
행네트워크 구상방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특별법」 제2조의 미세먼지 관리권역의 세부

주요 내용
(협력 필요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동추진 노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필요
(빅데이터 활용) 본 연구는 모바일 빅데이터, 보행서

추진계획에 활용가능
(보행네트워크 사업)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석 등을 수행함

서 「여객법 개정안」(’20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타
다는 서비스를 철회
정부가 ’19년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는
플랫폼 제도화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및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의 규제완화 방안을 복합
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공급자 이외 이용자 시각 반영
은 미흡한 상황
이에 이 연구에서는 택시 산업과 플랫폼 운송사업 집
단 간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공급자 및 이용자의 시각
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국내외 정책적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기존의 택
시 산업을 포용하면서 신산업을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과 서울시를 사례로 네트워크 구성사례를 제안
•공간요소: 트리캐노피, 볼거리, 상가 등

주요 내용
(현황) 플랫폼 운송사업이 확대되면서 택시 산업과의
갈등이 택시종사자 국회 집회, 분신자살, 파업 등의 대

•교통요소: 보행서비스 수준과 통행량 등을 고려한
보행네트워크 형성

등을 도출

정책제안
(TNC법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시
행규칙 등에 플랫폼의 사업종류, 자격기준, 면허기준,
안전사항, 사회적 기여금 등의 포괄/구체적 규제관리
사항을 도출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 재원조성 규모 및 플랫
폼 규모 경제화 방안,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급자 지침
구축사항, 조직구성 등의 신규 제도 준비사항을 제시
(택시시장 이원화) 택시총량제를 유지하되 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권을 주간/야간으로 이원화해 플랫폼
사업자가 야간 면허권을 취득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
안 도출
(택시경쟁력 증진) 택시요금·운임 설정기준 등과 관련

저감 방안인 보행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비스 네트워크 빅데이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등 다양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 현황과 사례분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결구도로 심화되므로 갈등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내 규
정 폐지, 추진기구 및 관련 절차 구축 등의 개선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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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20-14

기본

20-2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Service by Analyzing Living Travel
Cost in Deteriorated Areas

연구책임
김종학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과 성장형

연구진

도시의 상대적 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음

백정한, 김준기, 윤태관,

장래 쇠퇴지역 위주로 인구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예

조남건
면수
195

상됨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장래 교통 수요도 낮아지
게 되므로 시설관리 및 투자 필요성도 낮아 생활교
통 여건도 악화될 우려가 있음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36.9(만 원/월), 비 쇠
퇴지역은 28.2(만 원/월) 보다 30.1% 높았으나 소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30.3(만 원)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Development of User-centric Charging Infrastructure Policies for Rapid Adoption of
Zero Emission Vehicles

연구책임
이재현

득대비 생활교통비용 지출은 쇠퇴지역이 비 쇠퇴지
역보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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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세계 각

수소차 이용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평균 이상의 통행
량을 보이고 있었으며, 충전소의 위치에 따라 수소차
운행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진

국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

윤서연, 연복모, 박소영,

으며, 이 중 교통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충전 수요의 충전기 유형별 수요는 장소적 특

김창모, 박지영

에 효과적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 기반 완속

있음

충전 수요는 수도권 근교도시에서, 급속충전 수요는

로 소득대비 8.2% 수준이었으나 합천군의 해당 비
용은 월 36.7(만 원)로 소득대비 점유율은 14.9%로

면수

나타남

200

특히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2017년부터 화석연료
신차 판매 금지계획을 발표하였고, 세계 주요 자동차

서울 등 대도시 내부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콘센트형
충전 수요는 매우 낮게 나타남

(생활교통비용의 시군 내 격차 규명) 군 지역 읍면의

생산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모빌리티 중

수소차 충전 수요의 경우도 대도시권에서 대부분 높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

쇠퇴지역과 비 쇠퇴지역의 생활교통 비용 차이가 시

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오고 있음

게 추정되었으나,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수요도 높을

지역의 쇠퇴지표로 인구 감소(2개), 사업체수 감소(2

지역 읍면보다 더 크게 나타남

개), 생활환경 악화(1개) 등 5가지 지표를 제시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미래자동차

것으로 예측됨

•군 지역 비 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은 월 32.8(만

산업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

쇠퇴지역의 저성장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감

원)로 쇠퇴지역 월 38.7(만 원)보다 18% 높은 반면

매비율 33.3%(누적 385만 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소가 급격하면서 지역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의 생활

시 지역의 비 쇠퇴와 쇠퇴지역의 해당 비용은 유사

높은 수준의 구매보조 및 생산촉진 친환경차 정책을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 각 건물의 주차장에 거주

교통비용 격차 파악과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함

하였음

시행하고 있음

지, 직장, 쇼핑몰, 영화관, 숙박시설, 공공주차장 등 각

이 연구의 목적은 비 쇠퇴지역과 쇠퇴지역의 생활교

충전인프라 정책은 공공부문의 주도로 전기차 급속

정책제안

장소의 특성에 맞는 유형(급/완속 비율)의 충전인프라

통비용 차이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쇠퇴지역의 교통

정책제안

여건을 파악하여 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농촌형 공공모빌리티 운영체계 구축) 농촌 생활교통

소 건설 정책 등을 통한 선제적인 보급에 힘써왔으며,

수소차 충전소는 도시 고속도로 램프와의 접근성 높

있음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농촌형PM(개인 이동수단)도입

2030년까지 약 15만~28만 4천여 기의 전기차 충전

은 곳 등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과 공공교통모델 사업을 결합한 ‘농촌형 공공모빌리

기, 600여 개소의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이 필요함

예측되는 도로구간 주변 유휴부지에 우선 구축하는

충전기 보급,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및 수소 충전

보급이 필요함

주요 내용

티운영 체계’ 구축을 제안

(연구목적) 빅데이터로 쇠퇴지역과 비 쇠퇴지역의 생

(법적 사각지대 생활도로 개선) 법적 사각지대의 중소

미래의 친환경차 공간 분포 및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전력용량 문제로 인해 충전인프라 구축에 제약이 있

활교통비용을 추정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한 격차를 파

규모 생활도로(예: 비 법정도로와 법정도로 연계)개선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

는 기축건물에 대해 이용률이 저조한 콘센트형 충전

악하고 쇠퇴지역의 생활교통개선서비스 개선방안을

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업 필요

책 방안이 필요함

인프라의 보급보다는 스마트충전기술의 적용을 우선

제시함
•쇠퇴지역: 인구감소, 건축물노후화, 사업체 수 감소
등이 발생하는 읍면동(도시재생사업 적용기준)
(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 격차 규명) 16개 시군 222개
읍면동의 생활교통비용을 추정해 쇠퇴지역과 비 쇠퇴
지역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규명함

(교통모델사업 개선자료 활용) 생활교통비용 추정방
안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형,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운영 개선 및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
(예비타당성 제도의 정책평가 지표로 활용) 생활교통
비용은 읍면동 단위로 산정 가능해 사업규모가 축소
화되고 있는 교통투자사업 등의 정책효과 지표로 활
용 가능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정책이 필요함

고려해야 함

주요 내용

친환경차 충전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

전기차 충전행태는 활동-통행행태와 긴밀하게 연결

해 민간사업자가 수익 창출 및 사업확대 기회를 제공

되어 있으며, 평균적인 통행행태를 보이는 대부분의

하고, 경쟁에 의한 효율적인 친환경차 충전사업 생태

이용자들은 거주지 또는 직장 기반 완속충전기 위주

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함

로, 장거리 통행수요가 많은 일부 전기차 이용자들이
거주지 완속충전기와 공용 급/완속충전기 모두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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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방안

20-26

Increase of Eco-Friendly Vehicles and Future Financing of Road Sector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책임
고용석

연구배경 및 목적
교통세는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의 안정적 재원조달

연구진

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김준기, 임현섭,

노후 인프라 개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도로교통 서

고준호, 김주영

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조

면수
154

달체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의 세수체계로,
연비 개선 및 친환경차 도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
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체계의 부재
로 말미암아 차종 간 형평성 논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양한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세 세수의 변
화 등 영향관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투자 재원
조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장기적
인 재원의 추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함

•정책 시행 수준에 따라 재원 부족 시점을 최대 ’30
년경까지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
속가능한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과세체
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행거리 기

내연차의 연비 개선 등 기술적 진보 및 친환경차의 보
급 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
소가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부각
•교통세는 ’22년 일몰 폐지 예정이며, 특히 친환경차
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재하여 차종 간 형평성 문제,
각 부문 간 배분비율 등 제도개선 필요가 드러나고
있음
장래 세입과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기
초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장래 도로 부문 재원확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
으로 분석

●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도구 개발 및 활용

●

 국민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개방형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 개발

반 교통세 도입 검토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정책
적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과반 이상이 제도 도입에 찬

및 활용방안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도입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정책제안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의 새로운 과세체계를 구체화하
기 위해서 적정 세율, 주행거리 자료 수집체계,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 인센티브 방안 등 정책과제에 대한 검
토가 필요
계층별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을 위한 중장
기적인 로드맵 마련
도로투자 재원 다각화를 위해 노후 도로인프라 및 유

주요 내용

공간정보사회

지관리 부문의 민자 유치 활성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재원배분의 재구조화,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유
연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의 신
규사업 등이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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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도구 개발 및 활용

20-03

기본

20-23

Develop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as Data driven Communication Tool
for National Land Policy

연구책임
이영주

연구배경 및 목적
정책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

연구책임

구 감소 시대임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이영주

는 대표적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로서 완성되는 것으로, 정부는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

이보경, 오창화,

에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정책

•[2040년 우리지역의 인구 살펴보기] 500m 격자

손재선, 임영현

홍보 및 소통도구는 신문,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등 텍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2040년의 장래인구 전망치

스트 기반의 단방향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어 소통

및 변화 수준 탐색

면수
145

에 한계가 있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고 예
전과는 다른 소통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 커뮤니
케이션 과정과 방법에도 변화 필요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가 각종 데이터
와 정보를 탐색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함으로
써, 국토정책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협력
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국토정책 인터랙티브 리포
트’ 콘텐츠 개발 및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활용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우리동네 세권과 편세권
•치킨집과 편의점의 시대별 개·폐업 분포 및 패턴을
공간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지역
의 세권과 편세권 현황 및 변화를 파악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의 치킨집, 편의점 업종 개·
폐업 데이터를 가공하여 포인트 데이터와 밀도지
도 형태로 공간적 분포를 표현하고, 시간적 변화에
따른 개·폐업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내 해당 업종의
변천을 확인하도록 구성
모바일 앱과 지도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수집 기능 개발

국민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개방형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Developing Open Geodemographics Analysis Tools Using Behavioral Big Data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와 고령인구 비율, 그리고 인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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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기술 및 데이터 활용환경도 변

연구진

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정책 기초자

이보경, 오창화

료의 개발 및 다양화 필요

면수
225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없어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제공
•데이터 활용역량(Data Literacy) 격차를 줄이고 디
지털 접근성을 높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지향

이 연구에서는 현실감 있는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

국민의 생활패턴 및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

하는 가이드 역할 수행, 분석결과 및 관련 지표 탐색이

및 민간 빅데이터를 발굴하여, 공간정보와 융합한 소

가능한 도구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소지역 단위

지역 단위의 정책 기초자료를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개방형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 구축

정책제안

국민의 거주·이동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소지역 단위

(공공부문) 국토모니터링, 지역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

로 분석·유형화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대전광역시

한 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지역맞춤형 정

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방

책 컨설팅 도구로서 도시재생사업지구 검증 및 선제

형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의 활용 확대방안 모색

적 대상지구 선정, 성과 모니터링 등에 활용

주요 내용

(민간부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다양한 목적의 상
권분석 및 마케팅 도구로 활용, 일반 국민은 사회적 참

개방형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 기회 확대 및 협력적 지역문제 진단 등 데이터에 근

•기존에 구축한 ‘생활SOC 접근성 지도’를 바탕으로

특성을 소지역 단위로 쉽고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

거한 소통도구로 활용

시의성 있는 국토정책이슈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사용자 참여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기능 설계 및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융합 활용

의 현황진단 및 분석결과를 상호작용 기반의 탐색적

개발

하여 생산한 통계 데이터(지표) 및 해당 정보 탐색을

주요 내용

환경인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증거에 기반하

위한 기술서비스

정책제안

지리인구통계(Geodemographics) 방법론을 적용하

여 화두를 던지는 방식으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

기획 단계에서 소통목적과 대상을 고려한 데이터 분

여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 유형화·세분

고, 소통과정의 내용을 데이터로 누적·활용할 수 있

석·시각화 방법, 기능 설계가 필요하며, 새로운 데이

화 통계자료를 개발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는 도구로서 국토정책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터 발굴·수집, 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 리터러시

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위해 관심 지역의 특성

(Data Literacy)’ 역량 강화

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유형화 결과 및 관

2040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소지역 단위(500m 격자단위) 장래인구 전망 분석
결과를 상호작용지도와 그래프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관심지역의 장래인구 분포 변
화를 탐색할 수 있는 소통도구 구축
•[2040년 대한민국 장래인구 보고서] 2040년 대한
민국 인구 증감 현황,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자체,

콘텐츠 선정부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스토리텔링, 효
과적 시각화 등 기획부터 분석·기능설계까지 전 과정
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 협업 필요
지속가능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운영체제 정립,
소통도구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검증체계 마
련, 국토정책 인터랙티브 리포트 활용모델 지속적 발
굴 및 확산

련 정보서비스 기능 설계
•국민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특정 시점에 측정된 정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간
적 개념과 흐름이 반영된 동적 데이터 구축

(추진과제) 공공과 민간데이터 융합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새로운 데이터 발굴 및 콘
텐츠 개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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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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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10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 and Institutional Basis for National Digital Twin

A Study on the Survey Methodology and Application of Micro-Spatial Data for Rural Areas

연구책임
김익회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와 산업기반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에 성장

연구진

시대와는 다른 새롭고 획기적인 계획방법을 도입하여

손재선, 변필성, 장요한,

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 절

오창화, 이호상

실한 상황

면수
160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세밀한 지역에 대
한 분석과 함께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에 기반을 둔 통
계 작성 가능
•기존의 통계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았던 농촌지역의

정책활용 수요가 많은 인구·경제·토지·교통의 4가

연구책임

지 주제를 선정하고, 경북 의성군 안계면을 사례지역

서기환

으로 하여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시범 구축: 전출세대
인구이동, 지역주민 농업직불금 수령현황, 용도별 유
휴부동산 현황, 도로의 교통량 추정, 농로 포장 수요
예측
농촌지역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경쟁력을 발굴하는
정책입안 과정에 위치정보 기반의 세밀한 공간데이
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과 과제
를 제시

다양한 특징을 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화를
통해 파악 가능

정책제안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기반의 농촌 정책 수립에 필요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및 관리하는 총

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

괄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데이터 주제별 관련 중앙부

안을 마련하고자 함

처 및 지자체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데이터생산-활용

•농촌지역에서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부터 결과분석에 이르는 조사방법론 개발
•농촌지역의 혁신적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제별 데
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

네트워크를 활성화
농촌의 지역계획, 활성화사업 기획, 공모사업 제안서,
계획수립 등 주요 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의 현안 이해와 이슈분석을 위해 마이크로공간데
이터 활용 장려

주요 내용
농촌지역의 면단위 행정데이터는 시·군청 등 상위 행
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보고하여 집계
하는 절차적 특징이 있어 면지역 행정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일선 행정기관에 공간데이터 구축 및 분석 가능한 전
문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데이터를 마이크로공간데이
터로 자동으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
을 개발하여 확산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스마트도시 건설과 이를 통한 경제적 가

연구진

치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창화

2017년 말 U-City법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석하여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을 위한
표준 모델을 마련

윈, 디지털 트윈국토 등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디
지털트윈 추진사례와 현황을 통해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

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로 개정하고, 스마

디지털트윈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

면수

트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건설에 국가적 관심을 기

도를 검토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제시

84

울이고 있음

하고,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이 연계를 위한 근거

•그러나 스마트도시법에서는 현실 세계와 쌍둥이 가

로써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선(안)을 제시

상 세계를 통한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음

정책 추진방향으로 3차원 데이터의 구축 대상과 범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
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10
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이 선정되었으나
국가공간정보정책 측면에서 3차원 공간데이터 구축
외에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축 대상과 범

구축방법, 구축 및 운영 주체, 표준 및 기술개발 주요
내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 향
후 세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정책제안

위, 표준, 연계·운영 및 관리를 지원할 정책 및 제도적

스마트도시 건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디지

장치는 미비한 실정

털트윈’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를 지원할 법제도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인프라 성격의 디지털트윈을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정책의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
지 제도적 근거와 함께 제시
•또한 스마트도시 인프라로써 디지털트윈이 스마트
도시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함

농촌지역의 인구와 산업기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수요를 조사 및 분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디지털트

주요 내용
스마트도시(Smart City) 구현을 위한 기반으로써 디
지털트윈 도시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 방
향을 모색

적 근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를 제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디지
털트윈 구축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필요성을 제기
하고,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
책적 기대효과가 있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트윈 정책 추진방향을 기
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디지털트윈(국토/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

분야별
주요 연구

국가균형발전지원
●

●

●

●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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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20-08

기본

20-17

A Study on the Delimitation of Metropolitan Regions in Korea

연구책임
변필성

연구배경 및 목적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도시체계 관점에서 도시의 영향

연구진

권과 도시 간 기능 연계권을 분석함으로써 전국의 도

권규상, 이효란, 김다윗,

시권(metropolitan region)을 획정하고, 나아가 기존

김동한, 김승범

도시권 획정의 한계 보완

면수
373

•도시권은 도시체계에서 복수 도시가 흐름(출근·쇼
핑·여가 등 목적통행)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하
는 공간범위이고, 도시 간 관계는 영향력을 가하는
‘중심지’와 영향력을 받는 ‘주변 배후지’ 간 계층관계

•그 외 시·군 중 일부는 최상위 중심도시의 영향권에
주변 배후지로 포섭됨과 동시에 일종의 차하위 중

향권 중첩도 일어남

권’으로 세분 가능하며, 기존의 도시권 분석·획정은
도시 간 기능 연계권보다는 도시의 영향권 위주
•무엇보다 도시의 영향권을 사전 선정한 중심도시와
잠재적 주변 배후지 간의 흐름에만 한정해 획정하
였을 뿐, 각각이 도시체계 내 나머지 도시들과 주고
받는 흐름은 반영하지 않았음
이 연구는 국토공간상에 위치하는 모든 도시(nodes)
와 도시 간의 흐름(links)으로 구성되는 전국 도시체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권, 즉 도시의 영향권과 도시
간 기능 연계권 분석·획정 진행

에 관해 서로의 영향권에 포섭하고 포섭되었을 가능
성 시사

정책제안
이 연구에서 논의·도출한 도시체계 관점에서의 도시
권 개념화, 도시권 획정을 위한 분석기법, 획정 결과는
국토공간 실태와 그 변화 고찰, 그리고 국토 계획과 정
책 수립에 효율적·효과적으로 기여 가능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계속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 기반 마련 필요
•우선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토조사
또는 국토모니터링의 내용으로서 국토 전역을 대상
으로 도시체계 관점에서의 정기적 도시권 분석·획

주요 내용

정 수행을 검토해볼 만함

도시체계 관점을 견지하며 출근·쇼핑·여가 목적통행

•중장기 관점에서 도시권 개념화와 획정을 위한 분

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제약지수 분석법, 커뮤니티 발

석기법을 법정 공간계획(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견법을 차례로 적용하여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

등)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과 분석기법으로 제

권을 분석·획정, 도출된 권역 구성과 그 변화에서 나타

도화할 수 있게 관련 계획 수립지침 개정 필요

난 특징적 사항 정리
출근·쇼핑·여가 목적통행에 관해 서울과 비수도권 4
대 도시, 비수도권 주요 도시 등이 일종의 최상위 중심
도시로서 (초)광역적 영향권을 형성함

김은란, 민성희,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서 국가

조은주, 강민규

위기지역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214

리·통합은 권역을 구성하는 복수의 시·군이 목적통행

인구감소, 지역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 등 인구·산업·
고용 전반에 걸쳐 위기를 겪는 지역이 나타남에 따라

고 그 영향력의 크기와 공간범위도 확대해온 비수도

로 형성되는 강하고 집중적인 기능 연계도 포괄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진

면수

3개 목적통행별로 파악한, 도시 간 기능연계권의 분

따라 도시권을 ‘도시의 영향권’과 ‘도시 간 기능 연계

서연미

제약 측면에서 주변 시·군에 강하게 영향력을 가해왔

뿐 아니라, 복수의 도시가 커뮤니티를 구성할 정도

•계층관계와 기능연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연구책임

3개 목적통행에 관해 중심성 지수는 낮지만, 네트워크

권 소재 시·군 다수 존재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Reorganization of Balanced Development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risis Area

심도시로서 별도의 영향권을 형성하기도 하였고,
차하위 중심도시 간에는 영향권에의 상호포섭과 영

93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인구·고용·산업 위기가 도시의 규모 축소 또는 쇠퇴로
이어지는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으로 이어지는 도시(정주)체계를 무너뜨리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 산업, 고용 등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급격한 축소 및 쇠퇴를 겪고 회복하지 못하
는 지역을 국가위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주요 내용
인구감소, 지역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정책 대상
으로 ‘국가위기지역’을 설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국
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 제시
국가위기지역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위기지역
설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위기지역을 도출
•국가위기지역은 인구 자연감소 및 유출, 사업체 이
전 및 폐업, 실업 등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쇠퇴, 일
자리 축소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가 및 광역적 수
준에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이
라고 정의
•국가위기지역은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국가
위기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
소가 시작되는 국가위기지역 등 여러 유형으로 나
타남

지역정책을 토대로 위기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유럽
연합, 인구위기지역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 미
국, 독일,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는 이탈리아,
노르웨이의 국가별 대상지역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
원체계를 분석

정책제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지
역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개념을 통합
「(가칭)국가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위기지역 지원체계 마련

94

KRIHS

Annual Report 2020

수시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20-13

수시

20-24

Self-Managing Community Facilities in Vulnerable Areas

연구책임
김수진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

연구진

해 '새뜰마을사업' 시작

진영효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긴급 집수리와 함께 임대
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기업 설립 등

면수
112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새뜰마을사업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연구책임

데 주안점을 둘 경우, 성공적 사례도 있으나 일부 미운

박경현

영, 운영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사례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조직 설립/활성화 현황

이윤석, 허동숙, 최예술,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 거점공간의 조성/운영 현황에 따라 공동체의 자주

정준호, 강민규

•세계 각국은 단일 대도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연

적 운영관리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 사업대상지 내 공
또는 목적과 수단 설정에 그치고 있으며, 수준 향상을

180

사업은 총 119개소가 선정되고 68개소가 완료 또는

위해서는 장기과제인 역량강화에 힘쓰기에 앞서 단기

완료 예정임

과제로 운영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도시새뜰마을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책제안

마을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 조성된 거점공

도시새뜰마을사업 선정평가 시 거점공간 조성계획

간의 운영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노력을 기

과 함께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운영주체, 사용·위

울이고자 함

탁방식과 관련근거, 운영관리비 조달방식 등을 기술

이에 이 연구는 도시새뜰마을사업 내 거점공간의 운
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체 기반의 자주적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자 함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도

초광역권 중심의 국토전략을 통해 국가의 대내외 경
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지방이 자생적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야 함
전(全) 영역에 걸친 지자체 간 초광역 연계 구조를 한
번에 만들어 낼 수는 없으므로,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이슈들 가운데 우선 협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
를 시작해야 함

성해야 할 필요

압축(compact): 지방 대도시의 중추거점 기능 강화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 지방 국립대 육성 등 대도시

필요

의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시행)

를 제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도록 함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됨

연결(network):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도시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전체 예산의 10~20%를

•첫째, 광역적 공간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

할 필요가 있음. 제출한 운영관리계획의 내용이 미비
한 경우, 거점공간 조성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자체

운영관리비로 사전 책정하여 필요 시 후속사업 연계·
공모 준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전담인력 확
보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도시새뜰마을사업 종료 전 거점공간 조성완료 지구를

를 종합
•둘째, 국내 광역적 공간전략에 대한 실태 진단 및 시
사점 도출

을 사용하도록 함

해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지자체 조례를 제·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망 확충 (생활권을 고려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사각지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다양성(diversity): 산업 다양성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산업단지 복합화, 스마트그린산단, 캠퍼스혁신
파크, 지방산업단지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지원

•셋째, 초광역권에 대한 해외사례 동향 파악 및 정책

강화)

적 시사점
거버넌스(governance): 초광역권 추진체계 구축(초

장하여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예산

우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

활용도가 높은 반면, 주민조직 주도로 소득창출시설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적 공간전략 구상이

중으로, 실질적인 조성·운영관리 현황 파악 필요

복지시설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준공과 동시에 공간

•권역별 장래인구도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를 위해 지방 초광역권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등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적법한 사용허가 절차 없이 거점공간을 사용하는 경

따르면 행정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공동홈, 문화·

국내의 경우, 2019년 12월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

국정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제안

시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점공간을 조성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추진하고 있음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지역균형뉴딜이

비수도권은 지역경제 침체, 인재 유출, 지역대학 붕괴

대상으로 일련의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1~2년 연

주요 내용

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비수도권의 자생력을 키워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

거점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안이 필요함

세계경제는 거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
고, 인구 천만이 넘는 메가시티(megacity)는 2018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까지 ‘도시’ 새뜰마을

으로 공동체 기반의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진

면수

체로서 주민협의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Suggestions of Network-Based Mega Region Developme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동체의 경우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지원/정보공유

•국비지원 종료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할 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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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방향 제시

광역권을 관장하는 행정기구 신설 및 초광역권 우수
사례 확산)

주요 내용
유연성(flexibility): 목적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초광
초광역적 공간 전략은 역대 정부들의 균형발전을

역권 설정(지역 주도로 수립하는 초광역적 계획에 대

위해 추진한 전략 중 하나였으며, 시대적 요구와 국내

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분야별
주요 연구

글로벌개발협력
●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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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20-21

수시

20-09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in the ASEAN Countries

연구책임
안예현

연구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협력

연구진

기반 확대를 위한 신남방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

이성수, 하수정,

진중

이현주, 김민지,

아세안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로 인한 국

유희연, 이은우,
배도찬,
Doan Van Minh,
Yovi Dzulhijjah
Rahmawati

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신남방

형별 우선 추진 사업을 제시
•아세안 지역 수준, 국가 수준, 광역·지방정부 수준에
따른 우선 추진 협력 활동을 제시

정책제안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경

아세안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 추진 체계 구축을 위

험을 활용한 개발협력전략이 필요

해 ① 국제개발협력 분류체계 재구성 및 국토균형발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
고하고,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면수

•국가성장거점, 권역성장거점, 균형발전거점 전략유

對 아세안정책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228

전의 범 분야 분류, ②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 사업제
안 제도화를 제안함
아세안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 재원 마련을 위해 ①
국토균형발전 활용 가능 연계예산 신설·활용, ② 국토

주요 내용

균형발전과 한-아세안협력기금 연계를 제안함

아세안국가의 국토 부문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아

아세안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 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의 추

① 국토 부문 개발협력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② 아세

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

안 지역 국토개발 전문 인력 육성을 제안함

아세안국가별 국토 부문의 현황을 도시화와 산업화,
도시 규모 분포, 국토 공간구조, 지역개발, 균형발전 비
전, 국토정책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전략을 유형화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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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A Study on Cooperation Strategies for Smart Cities in Korea and Vietnam

연구책임
김익회

연구배경 및 목적
’18년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18.3.23.)을 통해 ‘전략적

연구진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발전된 ‘한국 베트남 미래지향

이재용, 고세범,

공동선언’ 채택

홍나미, 엄은희,

’19년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19.11.27.)에서 한국 베트

Do Hau,  
Tran Ngoc Chinh,
김부연

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긴밀한 스마트
시티 공조관계를 추진하기로 함
신남방 정책에 따른 한국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

면수

워크 참여 및 진출을 위한 교두보 차원에서 베트남과

144

의 스마트시티 협력 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균형발전거점 전략 유형
으로 분류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을 통해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유형별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
국제 개발협력 기조, 국내 정책, 협력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
•SDGs, 신남방정책, ASEAN 이니셔티브 및 국가별
국가계획과의 연계전략을 제시

시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네
트워크 구축, MP 수립, 표준화,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추진 목표로 제시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은 국내 정책방향과 유
사하며, 양국 간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협력은 국내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기
대할 수 있음
’18년 한국과 베트남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
하기로 하고, ’20년 관련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의 고도화 및 구체적 사

이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베트남 스마트

제시함

시티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
•베트남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서 중요하게 생각

정책제안

하는 법제도, KPIs, 마스터 플랜, 가이드라인, 교육

한국과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협력은 베트남의 수요

과 관련하여 국내 경험을 토대로 협력 방안 모색

파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베

는 방향으로 추진

트남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 체계 및 중앙 정부의

한국은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베

총괄 사업 관리 체계 방안을 모색

트남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성과지표 구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국
가성장거점,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권역성장거점,

베트남은 ’18년 Decision No.950을 발표하고 스마트

마스터플랜 수립에 협조하고, 인프라 및 솔루션 기술

주요 내용

협력과 인적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국
내 스마트시티 모델의 해외 확산 도모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16년 이후 다변화와 혁신성
을 추구하며,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제3차 스마트도
시 종합계획에서 국제협력을 주요한 추진전략과제로
제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연계를 기
반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 국내 스마
트시티 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여러 정부 기관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여러 부처들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센터
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들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

분야별
주요 연구

한반도·동아시아
●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

 남북협력시대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연구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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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20-04

기본

20-06

A Study on the Inter Korean Co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and Development Cases
in Vietnam

연구책임
이성수

연구배경 및 목적
남북 간의 경제격차는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법, 토지법 등 해외자본유치와 국토개
발관련 법제도의 사전 정비 필요성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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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Improvement on the Application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연구책임
강민조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연구진

2000년 33배에서 2017년 47배로 더욱 심해짐

•인프라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연구진

신경제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박태선, 김승종,

북한의 경제난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 구축과 남

베트남 사례의 시사점, 베트남과 북한의 경제체제전

임용호, 이상준, 이성수,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증가

최재성, 오호영,

북한 공동번영, 장기적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저

환 과정 비교, 북한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남북한

이현주, 김민아, 이정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 기

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협력방안을 도출

허강무, 도안반밍,
팜티하, 응웬당흥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현 체제를 고수하더라도 경제적
면수

으로는 다른 체제전환국들처럼 개혁·개방을 시행할

174

수밖에 없는 상황임
체제전환국 중에서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진입하고

정책제안

면수
158

관별로 구축하여 대외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중
복 구축 및 표준화 미흡 등으로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정보가 부족한 북한지역의 개성과 해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융·복합함으로써 서해경제공동특구 입지
선정 및 조성에 필요한 북한 국토정보 공동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와 입지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토지피복분류도
(SPOT 영상 활용)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국토지
리정보원 등의 국내기관 자료와 DIVA-GIS 등의 해

(기본원칙) 남북협력은 상호성, 비가역성, 비배제성,

이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국토분야

외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하여

지속가능성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 활용

범부처 공동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

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에 대

(점진적·전략적 남북협력 추진) 경제특구 중심의 개

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에의 시사점 제시 필요

발, 특구 내 기초인프라 구축에서 국가 단위 인프라 개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 국토정보 관련 국내외 데이터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범부

발로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및 주택공급 확대, 신

구축 및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북한지역의 국토

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제시

재생에너지원 개발

정보 활용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도출

의 비핵화 이행가능성과 대북제재 완화 상황에 대비

(남북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북한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구축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

정책제안

할 필요가 있음

의 국토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공동의 인식과 관리

을 통한 정책지원 가능성 검토

(수요자 맞춤형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 남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상당 기간 지
속되어 왔으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

로 추진방향과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

주요 내용
베트남 도이 머이(Đổi mới / 𣌒𡤓, 쇄신이라는 뜻) 이

후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시기별 정책, 국제협력
체계 구축과 해외자본 유치과정, 국토인프라 개발사
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기관에서

(항목별 남북한 협력방안) 제도마련, 재원조달, 인력양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정책

성 등에서 남북한 협력 필요

의사결정 지원의 가능성을 검토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국토
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
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축방안 제시

도로, 전력, 경제특구, 주택 등 국토인프라 개발의 구
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재원 조달, 투자유
치,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등의 시사점을 제시
•인프라별 종합개발계획과 권역별개발계획의 연계
성 필요
•해외자본유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부처 내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과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북한 양측의 수요를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시급한
우선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
용 기반 조성
(기관별 자료 공개 및 공유) 북한 국토정보 구축 시 예
산의 중복과 소요시간 절감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관
련한 기밀자료 이외에는 공개 및 공유를 원칙
(표준화 체계 구축)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참

주요 내용
북한 국토정보의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여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체계 구축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처별·기

(평가 및 검증체계 마련)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관

관별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공동

리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국토정보 구축, 고도화, 정

활용 방안 마련

확한 정보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평가 및 검증체계를
마련

업무조정과 배분, 자금공여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이를 위하여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의 필요성

를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사례를 제시함

(추진전략 및 로드맵 구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

으로써 공동 활용 가능성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의 효

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마

과성 제시

련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실천 로드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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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남북협력시대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연구

20-13

기본

20-40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and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era of Inter-Korean Cooperation

연구책임
이현주

연구배경 및 목적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개발구를 확대 설치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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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Ⅲ

연구배경 및 목적

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 입장의 비즈니스 모

연구책임

델을 제시하고 있음

강민조
연구진

(’18.4.27), 평양공동선언(’18.9.19) 등)을 통해 접경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회담(판문점선언

연구진

면서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

•이를 위해 북한의 특구개발정책, 대상특구의 입지

유현아, 임영태, 김민아,

고 있으나 대북제재 여건 및 남북관계·북미관계의 교

여건과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기업 입주 수요조사와

임용호, 최용환,

역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의 전기(轉機) 마련

이석기, 조성찬

착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등 실시

최재헌, 오호영

남북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남북협력 확대

않음
면수
159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남북 및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북한의 개방과 대북
제재 완화 여건을 가정하여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준
비는 진행될 필요가 있음
북한과의 경협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이나, 외자유입을 통한 성장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현
재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연구는 주로
관련 법·제도적 분석 및 개발계획 또는 입지분석 등
현황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구 개발에 관한 비
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
었음
북한 내 다수의 특구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남북 개발협력이 가능한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선
제적으로 필요

사례 특구별 비즈니스 모델 제시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

영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북

229

에 대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발전방
안 마련 필요

개발사 컨소시엄 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수출지향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선제적

형 단지로 조성하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남측이 지

으로 대응하고 남북협력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원하는 관리운영체계를 제안

추구할 수 있는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 발굴 필요

료·방역 등의 인적교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분야별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남북 간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은 남한부터 선(先)개발
하는 초기단계,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확대단계,
남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심화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
로 추진
실효성 있는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지역주민·전문가 간의 국내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협력과 UN, 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북한정부(기업)와 남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한개발사(공기업 주도) 간 개발협력’방식으로 ‘(가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구상

칭)은정스타트업 오픈플랫폼단지’를 조성하고, 남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

정책제안

이를 위해 1차년도(2018년) 연구결과인 경기북부 접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지역

경지역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토대로 2차년도(2019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국내 거버넌스 체

년)에는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

계 구축과 ‘남북접경위원회’ 설치를 통한 남북협력 체

을 선정

계 구축

이번 3차년도(2020년)에는 경기북부의 실천사업을

대북제재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방역 및 환

대상으로 인천, 강원과의 남한 접경지역 간 연계방안

경협력 등의 남북협력사업을 대상으로 UN 등의 국제

과 북한 접경지역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구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추진

한의 전문분야 컨설팅, 경험전수 등의 관리운영 지
원형태의 협력방안을 제안
•나선자유무역지대는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개발
을 중심으로 ‘북한정부(기업)와 남한 개발사 및 외
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과 남
측지원기구(조직)을 통한 관리운영 지원협력 체계
를 제안
북한특구 개발을 위해 남북한 법제도의 개선, 안정적
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실질적 추
진을 위한 파일럿 사업 협력 필요

본 연구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가정하여 북한 특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남북 공동번

면수

관광, 통일특구 등의 산업·경제, 교통 인프라, 보건·의

정책제안
여건 개선 시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
경협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리스크 및 기존 법제도
의 모호성 개선을 위한 남북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협
력 필요
안정적인 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국내외
유관기관 간 전방위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주요 내용
1·2차년도 연구결과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의 기
본구상과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간(경기·인
천·강원, 남·북) 사업 연계의 필요성과 연계협력 추진
방향 및 방안을 제시
남북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DMZ 평화누리길 등 인
천(5개)·강원(14개)의 총 19개의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남한·남북 접경지역 간 사업의 분야별·단계별 연계협
력 추진

국제협력 추진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을 위
해 국가주도의 개발과 함께 접경지역의 국방 분야 민
간자원의 활성화 촉진
국회에 계류 중인 평화통일특구법 등의 남북경협 관
련 법안 제정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 관련 지역별 맞춤
형 법·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남북접경지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
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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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22

국토조사 혁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국토연구원-국토지리정보원
업무 협약식 개최

▶

2020. 1. 8

2020년도 국토연구원 시무식

◀

2020. 2. 11

‘제18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

2020. 1. 9

국토연구원 법인카드 사용 전자증빙(Paperless)
제도 도입사례 및 성과발표

▶

2020. 2. 19

‘제1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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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

국토연구원,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 마스크 기증

▲

2020. 3. 23

▲

2020년 제3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국토환경·자원분야 주요 이슈와 연구과제 개최

▲

2020. 4. 1

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020. 4. 29

국토연,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연구·교육 교류 협정 체결

▲

2020. 5. 8

국토연구원,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 온누리상품권 기부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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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11

국방실무자 심화과정(1기) 교육생
국토연구원 현장학습

▲

2020. 5. 26

국토연구원,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

◀

2020. 6. 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

2020. 5. 27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토론회 개최

▶

2020. 6. 3

도시재생연구센터
‘도시재생 북콘서트’ 개최

▲

2020. 6. 1

2019년도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 시상식 개최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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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

세종시 정책아카데미 ‘우리 국토 재발견’ 1차 강연 개최

▲

2020. 6. 9

세종시 정책아카데미 2차 강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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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16

세종시 정책아카데미 3차 강연

▲

2020. 6. 23

세종시 정책아카데미 4차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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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7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민참여단 전체회의

2020. 7. 16

국토연구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

▶

2020. 7. 21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한
물류 정책방향 정책세미나

▶

2020. 6. 3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인프라 조성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

▼

2020. 7. 14

2020. 7. 29

‘새로운 형세하의 한중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
영상 학술회의 개최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
(#1 교육·인적자원) 개최

▲

2020. 7. 22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2 보건·복지·육아) 개최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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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17

국토연구원-한국도시계획가협회
업무협약식 및 공동세미나 개최

▲

2020. 8. 12

에코스마트시티 협동연구 제1차 총회 개최

▲

2020. 9. 14

소담초등학교 교사 초청 ‘국토 토크’ 개최

▲

2020. 9. 21

국·공유지 정책연구포럼 개최

▲

2020. 9. 22~24

지역 디지털 뉴딜 세미나 개최

◀

2020. 9. 25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

2020. 9. 16

지방의 눈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바라보기 세미나 개최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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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8

국토연구원 42주년 개원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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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28

국토연구원-국립세종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

2020. 10. 29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
(#3 일자리·노동) 개최

▶

2020. 10. 6

지역 그린뉴딜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

2020. 11. 12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개
토론회 개최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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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국토연구원-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2020. 11. 18

지방의 눈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바라보기
두 번째 세미나 개최

▶
▲

2020. 11. 19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2020. 11. 28

‘제25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온라인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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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7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

2020. 12. 3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2020. 12. 8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4 과학기술·산업 ) 개최

▲

2020. 12. 14~18

국토연구원 언택트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

2020. 12. 29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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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국제기구/해외 연구기관과 신규 MOU 체결 및 기존 MOU 강화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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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 주택정주부 등 신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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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U 체결 이후 ‘실질적 후속연계사업’인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 발굴을 위해 중점협력기관과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식 전수와 사후 평가 등 다단계 환류 시스템 운영

맞춤형 협력 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점협력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에서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과 독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전환하여 추진
- 일회성 웨비나 형식을 넘어 장기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생성 및 웹기반 교육플랫폼 구축

MOU 현황

국가

기관명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 도시생태 및 환경계획연구소

미국

남캘리포니아지방정부연합, 워싱턴대학교 건설환경대학,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연수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간

주요 내용

참석자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9.2.~9.23.

- 국토계획 일반(한국의
경제개발,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정책, 거버넌스 등)
- 부문별 계획(도시, 주택,
교통, 수자원, 농촌,
국가공간정보 개발)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
및 토지부 차관 외 17명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OC) 강의제작

’20.11.~’21.2.

- 한국의 경제발전,
국토계획, 도시, 주택, 토지,
스마트시티, GIS 등

중남미 국가 4~5개국
고위공무원 및
정책결정자 25명(예정)

행사명

일자

장소

참석자

미주개발은행(IDB) 부서장
방원 간담회

1.21.

국토연구원, LH행복도시홍보관
(세종/대한민국)

Tatiana Gallego Lizon
부서장 외 6인

(2020년 기준)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 경제발전연구센터

방글라데시

수도권개발청(RAJUK)

베트남

베트남 건축도시지역계획 연구원,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토지행정청,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VIDS),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청(UDA),
베트남 도시농촌계획연구소(VIUP)

브라질

니테로이시정부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MUDL)

우루과이

우루과이 리베라 주

영국

런던대학교 바틀렛 도시계획대학

이집트

국토계획청, 카이로대학교 건축공학과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종합연구개발기구,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히로시마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중국

남개대학교,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유라시안대학교, 카자흐스탄 농업과학대학교

코스타리카

주택정주부(MIVAH), 국가주택도시개발연구원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파나마

파나마시티 시정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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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원행사 및
간담회

KRI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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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개발부 부서장 방원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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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2.-23.

세계은행,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1차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2020. 2. 3.

국토연구원-코스타리카 주택정주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2020. 2. 12.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및 MOU 체결식’ 개최

▲

2020. 10.-2021. 1.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Small Private Online Course(SPOC) 강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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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술교류
연구성과의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화상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지식교류 추진
- 세계은행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도시의 숨겨진 자산: 공공공간의 조성, 재원 조달 및 관리’ 등
국제 워크숍 및 세미나 14건 개최
- 제10회 World Urban Forum, 아시아태평양 지리 공간정보 네트워크 허브 구축 전문가회의 참석 등
18건의 국제세미나에 발표·토론 등 참여
-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국제행사는 기존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변경하여 국제행사에
상응하는 성과 도출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개최 및
참여 실적

행사명

일자

장소

행사명

일자

장소

아제르바이잔 하천 및 홍수관리 유관부처 합동 세미나

1.13.

아제르바이잔 수자원청
(바쿠/아제르바이잔)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스마트시티’ 세션 개최

12.11.

더케이호텔
(서울/대한민국)

제10회 World Urban Forum(WUF10) 참석

2.8.~2.14.

2020/21 KSP ‘2021-2030 베트남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12.18.

온라인

OECD-미얀마 정부 공동주최 ‘미얀마의 급속한
도시화와 국가도시정책 이행: 국가사례와 교훈’ 세미나
(WUF10 부대행사)

2.9.

‘2020/21 KSP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CNDP)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인셉션 세미나

12.22.

온라인

PIARC(세계도로대회) TC(기술분과위원회) A.2 한국대표 참석

2.5.~2.7.

파리 귀스타브 에펠 대학
(파리/프랑스)

UN ESCAP 주최 아시아태평양 지리 공간정보 네트워크
허브 구축 전문가 회의 참석

6.24.

화상회의

ADB 국가 공간데이터 개발경험 공유 웨비나

6.30.

화상회의

UN PKO Smart Camp Virtual Workshop

10.28.

화상회의

세계은행 공동주최 ‘도시의 숨겨진 자산: 공공공간의 조성,
재원 조달 및 관리’ 세미나(WUF10 부대행사)

2.11.

제4차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 협력국 총회
(WUF10 비공개세션)

2.12.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2.12.

엘리트월드
이스탄불호텔
(아부다비/UAE)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카불/아프가니스탄)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2.17.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UN-HABITAT 세계 도시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

10.31.

온라인
(나이로비/케냐)

Asia Disaster Preparedness Center(ADPC)-국토연구원
네트워킹 화상 세미나

5.28.

온라인

오픈소스 공간정보재단 한국지부 정기세미나
(FOSS4G 2020 Conference)

11.13.

온라인

새로운 형세하의 한중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화상학술회의)

7.29.

온라인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세미나

12.7.

K-Water 인재개발원
(대전/대한민국)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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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아제르바이잔 하천관리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

2020. 2. 5.-7.

PIARC(세계도로대회) TC(기술분과위원회) A.2 한국대표 참석

▲

2020. 2. 8.-12.

제10차 세계도시포럼(WUF10)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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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9.

제10차 세계도시포럼(WUF10) ‘미얀마의 급속한 도시화와 국가도시정책 이행: 국가사례와 교훈’ 세미나

▲

2020. 2. 11.

제10차 세계도시포럼(WUF10) ‘공공 공간(Public Spaces) 연구결과 발간기념 국제세미나’

▲

2020. 2. 17.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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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새로운 형세하의 한중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화상학술회의)

▲

2020. 10. 28.

UN PKO Smart Camp Virtual Workshop

▲

2020. 12. 11.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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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8.

2020/21 KSP ‘2021-2030 베트남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

2020. 12. 22.

‘2020/21 KSP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CNDP)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인셉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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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수탁연구
- UN OICT,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iverpool 등
국제기구 및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 수행 다수
- 협력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토·도시·방재·인프라 분야에서의 정책 및 계획 수립
- 국외기관 연구인력을 비대면 형식으로 적극 활용, 해외 유수기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기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체계적 사업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수탁 해외연구 수행

국제공동
(협력)연구,
수탁연구 등
수행 실적

국제/외국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국제/외국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VUPDA)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20.4.~’20.9.

김익회 외 2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9.11.~’20.8.

박세훈 외 5명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 분석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19.5.~’20.2.

이성수 외 4명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 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

’20.1.~’20.12.

이병재 외 4명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20.6.~’21.3.

강혜경 외 3인

UN OICT

하이브리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공동연구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20.6.~’21.2.

이상건 외 2명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및
해외진출방안

’20.7.~’21.3.

이상건 외 7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아시아 인프라물류 분야 진출
확대 전략 마련 연구

’20.6.~’21.3.

윤태관 외 3명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사바나켓주 특별경제구역
지리공간정보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18.12.~’21.12.

서기환 외 12명

한국수출입은행

2020/21 KSP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CNDP)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20.12.~’21.10.

정우성 외 3명

한국개발연구원

2020/21 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20.11.~’21.9.

박경현 외 7명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과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20.9.~’21.1.

’20.9.~’20.11.

강혜경 외 2명

이재현 외 2명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iverpool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계은행(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19.11.~’21.11.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20.3.~’20.12.

정윤희 외 2명

국방부

UN PKO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기여
방안연구 II

’20.8.~’20.12.

이상건 외 1명

’20.5.~’21.3.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임은선

이원섭 외 7명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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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459호 │ 2020.01 │

통권 460호 │ 20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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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 만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낙연

특집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

1. 도시계획의 위기와 도전 류중석 / 06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
2.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2021 August
vol.478

사회적 부동산,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

나누고 공유하고

상상하다

최병두

특집 | 국토 위기 대진단: 위기를 기회로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특집

국토시론 위기의 국토를 희망의 국토로

2. 기술진보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축복인가 재앙인가

김태경

차미숙

3. 도시환경의 위기: 고농도 미세먼지의 역습

이승민

김현수

4. 지역고용과 산업구조의 위기, 그리고 과제

김송년

3.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류승한, 이순자

5. 지방자치,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분권으로

주재복

4.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김상조, 이병재

6.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조임곤

5.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박종순, 윤은주

7.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국토 준비

이보경

용어풀이 <258> 축소도시, 포용도시

유현아

6.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최재성

7.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이현주

8.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행 방안

정우성, 이영주

KRIHS가 만난 사람 <29>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 칼럼니스트

용어풀이 <257>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국가환경종합계획 외

표희진, 성선용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2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2>

“더 나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

작은 것들의 가치, 통영과 옛 신안SB조선소 부지

방승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0>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봄내 춘천의 도시재생

추용욱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2> 산업도시 르네상스와 공동체

서울역일대 거점시설을 도시재생회사가 위탁운영관리하다

백해영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

산업도시의 경제적 재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박정은

영화와 도시 <74> 영화 ‘생활의 발견’
박정은, 박효숙

영화와 도시 <73> 영화 ‘부다페스트 느와르’ 외
죽음과 빛의 도시에 흐르는 진혼곡, 부다페스트

Misbehaving : The Making of Behavioral Economics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들여다본 경제학

이용만

서영채

‘관계’에 관한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이수욱

해외리포트 미국 디트로이트의 위기 탈출 프로젝트

황관석

국토 옴부즈만
글로벌정보 각국의 국토위기 대응방안

해외리포트
데이터 시대 도서관의 역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사례

홍상수의 경주

연구자의 서가 <21> 담론
서곡숙

연구자의 서가 <20>

김대종

자료회원 가입안내

글로벌정보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개발의 현황을 지도로 알려주는 국토관측소 창립 15주년 맞아 외

국토조사 혁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국토연구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옴부즈만

업무 협약식 외

국토연구원 단신 2020년도 시무식 외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민성희 외 지음)

임형백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임시영 외 지음)

안종욱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2020 원더키디’와 ‘2040 국토’

방승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1> 춘천시

다양한 이야기의 장, 서울시청 앞 광장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홍사흠

(변세일 외 지음)

김용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강호제 외 지음)

조혜영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위기의 도시, 희망은 있다

윤현숙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3> 2040년 대한민국 지역별 장래 인구 전망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4> 지역경제 포용성 지도

홍진수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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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461호 │ 2020.03 │

통권 462호 │ 2020.04 │

국토시론 디지털 시대 건설혁신은 프레임 혁명에서 시작된다

이복남

특집 | 2020 건설경제·산업의 혁신과제
1. 2020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 공정 혁신, 투자 확대, 해외 진출

통권 463호 │ 2020.05 │

국토시론 지구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

강현수

특집 |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 조성 방안
윤하중, 안종욱

1.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개념

147

Chapter. 4 연구활동

국토시론 4차 산업혁명, 갈등을 변화의 디딤돌로 삼아야

통권 464호 │ 2020.06 │
이호근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갈등 양상과 갈등관리의 중요성

채종헌

2. 건설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경쟁과 상호 협력

주종완

2. 시민 중심의 스마트공유도시

조산구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갈등

허재준

3.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추진 방향

박동규

3.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해외 에코스마트도시 구현

김경민

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딜레마

서기환

4.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박용석

4. 에코스마트도시, 교통에서의 지속가능성

문영준

4.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의 등장과 사회적 갈등

박정수

5.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신영철

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빌딩의 역할

이승언

5. 포용적 혁신은 가능한가? 공유경제 시대의 사회갈등 완화

김은란

6. 스마트 건설기술과 정책지원 방안

조훈희

6. 에코스마트도시, 지속가능도시로의 도약

박창석, 송슬기

6.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 정책방향

최재성

용어풀이 <259> BIM 외

석재성

용어풀이 <260> 제로에너지빌딩 외

7.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갈등관리 방향: 모빌리티 갈등을 중심으로

박효철

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규제 전략

정우성

KRIHS가 만난 사람 <30>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민간 주도 생활형 SOC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필요”

KRIHS가 만난 사람 <31>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종욱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3>
있지만 없어야 했던 곳, 여수 애양원

방승환

신지훈

추념의 공간, 제주4·3평화공원

역세권 도시재생의 첫출발, 부산역 일원

안치용

일본 지방창생(創生)의 이면, 본질을 말하다

방승환

기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와 미래의 도시계획

해외리포트

영화와 도시 <76> 영화 ‘디스트릭트 9’

광역맨체스터도시권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의 광역계획과 행정 조판기, 정원기

차별과 분리의 도시, 요하네스버그

강민석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과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석환

골목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골목, 인사동길

조손(祖孫)이 함께하는 영주시의 사람 중심 도시재생사업

이도선

안숭범

이수욱

이치주
오성호
이재용, 이영주

용어풀이 <262> 디커플링(Decoupling) 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예술

이강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양호민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6>
방승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5> 태백시 장성동
무채색 탄광마을이 새롭게 바뀌다, 태백시 탄탄마을

연구자의 서가 <24>

정연태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험과 과제

The Rent Gap and Urban Change: Case Studies in Malm 1860-1985
지대차(地代差), 도시재생의 길잡이: 도시변화의 동인

이진희

강미나, 이후빈

대구 근대의식의 시작점, 청라언덕

조재성

이호

남기찬

박종순, 윤은주, 성선용, 이동근

5. 주택시장에 수요자를 위한 꽃길을 깔자
6.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 방향
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방향
9. 스마트 방역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 강화

기고 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영화와 도시 <77> 영화 ‘첨밀밀’
정처를 잃은 인생들에게 보내는 연서, 홍콩

박경현

지상중계: 국토교통분야 언론인 좌담회
방승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4> 영주시
진영효

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방향
2.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
3. 언택트 일상화에 따른 도시공간 이용 패턴 변화와 도시계획 대응
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태백신: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KRIHS가 만난 사람 <3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원내대표
정우성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5>

국토 옴부즈만
정의철

용어풀이 <261> 플랫폼 경제, 규제샌드박스
KRIHS가 만난 사람 <32>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 인구감소와 지역재편

연구자의 서가 <22> Undercover Economist: Unknown Binding
경제학적 사고로 세상을 보는 방식

이상건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3> 부산시

영화와 도시 <75> 영화 ‘벅시’
환상인가, 허상인가: 황무지 위에 새겨진 욕망, 라스베이거스

“에코스마트도시는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4>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2> 수원시 행궁동
역사의 거리를 걸으며 행궁의 미래를 보다

유인재

김현수

특집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 방향

특집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갈등과 대응방향
이상건, 이재용, 김익회, 이정찬

국토시론 코로나 이후,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까?

박헌주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간자’적 고찰

유재윤

국토 옴부즈만

글로벌정보 각국의 건설산업 발전 방안

연구자의 서가 <23>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료회원 가입안내

성자와 현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운다

국토연구원 단신

해외리포트 포르투갈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수납체계

「도시의 숨겨진 자산」 발간 기념 제10차 세계도시포럼 국제세미나 외

글로벌정보 각국의 에코스마트도시 정책 동향

글로벌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각국의 사회갈등과 대응

국토 옴부즈만

자료회원 가입안내

국토 옴부즈만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국토연구원 단신 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연구포럼 외

글로벌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정책 동향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2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 선정 외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BRT 및 셔틀 도입을 중심으로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KRIHS 보고서

(윤태관 외 지음)

중심으로(김광호 외 지음)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신진동
활용을 중심으로(한우석 외 지음)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 방안 연구(구형수 외 지음) 김항집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종합·전문건설
사업자들의 상호 간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김민철 외 지음)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김종학 외 지음)

장철기
조남건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다시 처음에 서서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5>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지역별 산업재해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김익회 외 지음)
최대열

해외리포트
김근용
윤서연, 김민영

빈미영
김걸

미관지구와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 사례

영화와 도시 <78> 영화 ‘아웃브레이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 사용법, 부템보에서 시더 크릭까지

서성희

남성우

연구자의 서가 <25> Factfulness
편견을 넘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데이터 이야기

박지영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서기환 외 지음) 이경주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코로나 사태가 스마트도시에 주는 교훈

인구감소 및 쇠퇴 시대를 대응하는 일본의 지방도시 재생 전략: 구라시키시

임은선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손동우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6> 정부 스마트도시 사업현황 (2019년 기준)

기자칼럼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7> 건설안전사고 지역별 재해율

김동현

기자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상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8>
코로나19 확진자수 상위 60개국의 소득 및 확진자수 현황

김진수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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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465호 │ 2020.07 │
국토시론 열린 한반도와 남북경협

통권 466호 │ 2020.08 │
김원배

특집 |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과제
1.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 개발 패러다임
3. 개성공단 시즌2: 개성공단 재개와 발전적 과제
4.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추진 방향
5.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향
6. 남북경협 재원조달의 새로운 접근법

용어풀이 <263> 남북 간 주요 합의서

양문수
민경태
조봉현
홍순직
이백진
이태호
오호영

용어풀이 <264>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외
김민아

“K-방재를 기반으로 전 국민 안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한반도 <1> 2020 한반도의 도전과 기회

환무(還舞)형 발전 패러다임과 한반도의 미래 국토

이상준

방승환

박태원

권영섭

최재완

특집 | 한국판 그린 뉴딜 실행 전략

김태정

1. 한국판 그린 뉴딜의 지역 실행 전략

나중규

3. 지능화된 국토 이용·관리를 위한 위성정보 활용 해외사례

장은미

2. 대도시 중심 그린 뉴딜 추진 전략

이정찬

허용

3. 농업·농촌의 그린 뉴딜 추진방향

박준기

김진영

4. 건물에너지 절감과 그린 리모델링 정책

김유진

강영옥

5. 교통 분야에서의 그린 뉴딜 추진 전략

고용석

6.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의 역할

박기현

7. 그린 뉴딜의 경제학과 민관협력체계

임대웅

8. 유럽의 그린 딜 동향과 시사점

김성진

용어풀이 <26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외

김소윤

4. 국토관측위성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영국 사례 분석
5. 재난 분야 위성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 및 방향
6. 국토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방향

용어풀이 <265>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한반도 <3> 통일 30년, 독일의 교훈

홍순연

‘어린이’와 ‘상상’을 담은 비행기: KT&G 상상마당 춘천

기고 공공주택건설·재개발사업,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김용웅

영화와 도시 <81> 영화 ‘콜럼버스’

영화와 도시 <80>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건축의 도시 콜럼버스를 건축적으로 담아내다

연구자의 서가 <26> Regions in Question:

위조될 수 없는 치유의 도시, 카트만두

Space,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Policy

연구자의 서가 <27> 지리의 힘

해외리포트
영국의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방향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영국의 거리공간 계획 변화

지리를 통해 본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

이왕건

안예현

조현지
김상희

국토연구원 단신

글로벌정보 각국에서 바라보는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정책 동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 그린인프라 조성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세미나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굿모닝 마이 시티’ 국토환경정화활동 실시 외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김동한 외 지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바람길 적용을
중심으로(박종순 외 지음)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이현주 외 지음)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II(강민조 외 지음)

김미숙

최용환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언젠가 다시 시작될 남북경협에 필요한 역지사지

최희선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데이터로 정확하게, 약자에게 따뜻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최우선의 원칙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9>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0>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
시군구별 고령자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

전국 69개 도시의 미세먼지 변화추세(2010~2019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역 유형 구분

이상준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0>

마장축산물시장의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의 숨은 매력

폐허가 되어버린 인류 최고(最古)의 도시, 알레포

글로벌정보 각국의 위성정보 활용 관련 동향

연구자의 서가 <29>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자료회원 가입안내

지원대책을 중심으로(강혜경 외 지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1> 지역별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

이명훈

김상목

정우성

자료회원 가입안내
김민수

국토연구원 단신 소담초등학교 교사 초청 ‘국토 토크’ 개최 외
KRIHS 보고서

이기준

기자칼럼
위성 기반 국토모니터링, 민간 역할 커지도록 관(官)이 도와야

강헌수

글로벌정보 코로나 위기 속의 경제 활성화 정책

국토연구원 단신 에코스마트시티 협동연구 제1차 총회 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김미정 외 지음)

방승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9>

국토 옴부즈만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문보경

미래의 한반도 <4> 뉴노멀과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과제

국토 옴부즈만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공간정보 취약계층
박종관

이정찬

영화와 도시 <82> 영화 ‘알레포에서의 하루’ 외
김기훈

KRIHS 보고서

기자칼럼
윤종석

손시내

강민석

글로벌정보 각국의 재난관리 정책동향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드는 것이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입니다”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6>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연구자의 서가 <28>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위한 해법

KRIHS가 만난 사람 <37>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다: 박수근 미술관과 공원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5> 문화수변재생: 볼티모어 신드롬
자료회원 가입안내

김홍배

방승환

강경환

영화와 도시 <79> 영화 ‘러브레터’ 외

공간 인식의 문을 열어 생각의 깊이를 더하다

이상준

주민과 함께 상상하는 고한읍 마을호텔 18번가 이야기

수변도시 문화재생의 방법론

정재형

허용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8>

자료회원 가입안내
사랑에 대한 기억을 찾아가는 오타루(小樽)로의 여행

임륭혁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9>
방승환

윤제용

2.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정밀영상 생성기술 국산화 개발 현황

KRIHS가 만난 사람 <36>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이상준

국토시론
성공적인 한국판 그린 뉴딜을 위하여: 도시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한우석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7>
지역과 공간을 연결하는 작은 실험실, 영도 대통전수방

새로 나온 책

이우균

1.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방법 및 발전 방향

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 개구 레이더) 외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8>
사라진 공장과 남아있는 40번 건물: 인천 코스모40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6>

관행적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웅 지음)

김소윤

국토 옴부즈만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7>

국토시론 국토위성정보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의 도전과 극복

통권 468호 │ 2020.10 │

특집 | 지능형 국토관리시대의 국토위성정보 역할과 발전 방향

KRIHS가 만난 사람 <35>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미래의 한반도 <2>

역사·문화예술·여가중심지로 도약하는 4.19사거리

박무종

김호준, 김용탁, 김진국, 유재웅, 권현한
1. 최근 풍수해피해 동향과 향후 변화 전망
이명진
2. 도시폭염 발생 현황 및 피해저감방향
김경대
3. 포항지진과 도시재건
정지범
4.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의미와 시사점
한우석
5. 복합재난을 고려한 도시방재계획 수립방향
정승현
6. 재난재해대응 도시 리질리언스 강화방향
윤영배
7. 울산의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과 향후 과제

국토 옴부즈만

새로운 콘텍스트 ‘광장’의 등장: 수원 화성행궁 광장

통권 467호 │ 2020.09 │

특집 | 급변하는 재난양상, 진화하는 방재계획

KRIHS가 만난 사람 <34>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반도 공동의 경제개발 계획이 새롭게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국토시론 불확실성 시대의 재난대응방향

149

Chapter. 4 연구활동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조판기 외 지음)

김상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남기찬 외 지음)

조임곤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김영준

기자칼럼 친환경은 언제나 옳다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2> 전국 혁신성장 기업 분포

송진식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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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연구
통권 469호 │ 2020.11 │

통권 470호 │ 2020.12 │

국토시론

국토시론 협력국과 상생하는 국토부문 개발협력 방향

코로나 위기, 한국판 뉴딜, 그리고 교통·물류 부문 응전(應戰)

최기주

특집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실행 전략: 교통·물류 부문

특집 | 지식을 나누고 신뢰를 키우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1.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전형필

1. GDPC 10년,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키우다

2.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유통물류센터 구축방향

박정현

2.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의 의의와 발전에 대한 기대

3. 부산항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 시스템 구축방향

연정흠

4. C-ITS 기반 스마트도로와 자율협력주행, 그리고 지역 상생방안

강경표

통권 104권 │ 2020.03 │
김경환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강동우·안주엽·남수연

김기욱·박봉철·허종배·강지윤·이인재
박세훈
사공호상
심지영

4.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는 UN 스마트캠프 협력사업

이상건
아지말 샴스

공간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탐색방식의 개선방안:
오후·배민기·김보은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송하승

테크노폴의 성장과 지역혁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이동민

6.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사례와 시사

김형주

용어풀이 <268>

7.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동향과 시사점

박준환

양자 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 외

용어풀이 <267> 데이터 댐(Data Dam) 외

임현섭

KRIHS가 만난 사람 <39>

조세, 경기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석희·전병욱

타티아나 가예고 리손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개발부서장

지역의 제조업 특화수준과 임금 간의 관계

동진우·정혜진

KRIHS가 만난 사람 <38>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균형 뉴딜, 새로운 약속은 정책의 실현에서 시작됩니다”

윤서연

미래의 한반도 <5>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북한개발 경로

이상준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1>

대구시 사례연구

권용석·안유정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수 판정기준 변화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시뮬레이션 분석

김중은·구지영

젠트리피케이션지역 음식점업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송영현·최명식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 대한 연구:

공간적 요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용백·진장익

기계학습을 이용한 Sentinel-2 산불피해등급 분류

윤형진·정종철

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로동신문』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

안진희
하지혜·강정은

이상준

오래된 신도시의 삶: 산본신도시 수리산로

방승환

상상이 실험으로 구현되는 공주시 제민천

통권 105권 │ 2020.06 │

How Rich Democracies Repel Asylum Seekers
난민수용국가들의 정책적 딜레마: ‘통합’의 대상인가, ‘배제’의 대상인가 정동재

글로벌정보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해외 동향과 디지털 생태계

개방적 상호 작용을 통한 산업도시의 재도약

주성분분석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적지분석
박소영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영화와 도시 <84·최종회>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협력과 상생의 가치에 목마른 욕망의 무대, 상파울루

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할증에 따른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국토연구원 단신

글로벌정보 각국의 국제협력 동향

남병수

고용석

이동현·이재경·천상현

지역 대기오염 인식이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박지영·김자인

도시 빌딩숲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수도권 도시기상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첨단산업 특화가 지역 내 임금 및 빈곤수준의 변화에

지방분권 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 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미치는 영향

(김종학 외 지음)

김시곤

추진방향 연구(박세훈 외 지음)

송재민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윤서연 외 지음)

소재현

산업위기 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박소영 외 지음)

이두희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친수지구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를 중심으로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3>

기자칼럼 세종시를 일군 경험, 인도네시아에 전파된다

조건부가치평가법과 통신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지도로 보는 전국 고속도로IC 거리 접근성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4> 구직·구인 공간 미스매치 지수(2019)

이종선

친수지구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박종훈·김찬성·이성우

새로운 참여자와 기존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김혜빈·주종웅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조규민·손동욱
폭염 인식 조사를 통한 폭염적응력 향상 방안:
강지윤·허종배·박봉철·김기욱

점진적 이동 및 변동성 전이를 이용한 KOSPI 지수와
아파트가격지수 사이의 관계 분석

김상배·이승아

서울시 정보통신업 일자리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유현지·이영성

김찬용·김재원·임 업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를 중심으로
하천점용허가에서 통신 빅데이터의 활용:

유한솔·김익기·김종학·심재엽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지역 노인 및 무더위쉼터 이용객을 중심으로
안승만·김도형·홍선옥·변재영

비도시지역 난개발 토지이용행태 분석 기법 연구:

2020년 국토 총 목차(통권 459~470호)

국내 하이퍼루프 네트워크 구상 연구

참이슬마을공동체는 어떻게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는가?:
이종훈·손의영

서울시 성장상권과 쇠퇴상권 내 외식산업의 생존율 비교

선로용량이 고려된 네트워크 흐름모형을 이용한

교통접근도가 인구유입 및 지역 내
문승운

효과 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국립세종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외

최진석

이선주·김성길·Frank Eckardt

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

국토 옴부즈만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정종철

국토 옴부즈만

연구자의 서가 <31> 2013 최신 북한법령집

국토연구원-한국도시계획가협회 업무협약식 및 공동세미나 외

통권 107권 │ 2020.12 │

이승민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7>
송아름

연구자의 서가 <30> Refuge Beyond Reach:

기자칼럼 디지털 뉴딜도, 결국은 사람이 먼저다

최예술·임 업

신동호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설재난 피해액 예측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31>
박진석

영화와 도시 <83> 영화 ‘문라이트’
흑인 소년의 삶으로 그려낸 명과 암, 마이애미

기업규모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혁신 네트워크 분석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2>
방승환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30>
창원시 완월 달빛 사회적 주택 만들기

안예현

미래의 한반도 <6·최종회>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우리 지역사회의 남북협력과제

순교자들의 신념을 헤아리다:
미리내 성지와 103위 시성(諡聖) 기념성당

기여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과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남미 도시발전에

정성진·정태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폭염대응 정책효과 분석:

공간적 중첩과 집중을 중심으로

5.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지역교통 정책방향

김은화

포항시 방재공원의 기능을 하는 오픈스페이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IPCC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적용한 부산지역 폭염 취약성 평가

3. 국토교통부의 국제협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역할
5. 한국이 준 교훈: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내는 글

통권 106권 │ 2020.09 │

김성희·김동근

주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기전세주택(SHift)과 민간전세주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종소·이상은

오명진·신정우·이상은·조만석

일제 강점기 군산좌의 설립 과정과 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김남석

정 현·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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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정책Brief
호

발간일

제목

저자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746호

2020-01-06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방안

조진철·김성일·김선홍

제771호

2020-07-13

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서기환·오창화

제747호

2020-01-13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

김민철·이치주

제772호

2020-07-20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이길제·김근용·박천규·김지혜

제748호

2020-01-20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윤태관

제773호

2020-07-27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임상연·이진희·권규상·최정윤

제749호

2020-02-03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박미선·조윤지

제774호

2020-08-03

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

이상은·이종소

제750호

2020-02-10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대한 정책제언

윤서연

제775호

2020-08-05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김태환·민성희·김은란·서연미

제751호

2020-02-17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조만석·김창현
제776호

2020-08-10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이정찬·박종순·안승만·
조만석·성선용

제777호

2020-08-17

혁신도시 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과 상생방안

김은란·서연미·정유선

제778호

2020-08-24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박미선·이후빈·조정희

제779호

2020-08-31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안

김중은·김은란·김동근·윤정재

제780호

2020-09-07

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

조성철

제781호

2020-09-14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남기찬

제782호

2020-09-21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김지혜·이길제·이재춘

제783호

2020-09-28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

이성수

제784호

2020-10-05

도시의 영향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변필성·김승범

제785호

2020-10-12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

윤서연·이재현·김상록

제786호

2020-10-19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육동형·백정한

제787호

2020-10-26

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이진희·임상연·정윤희

제788호

2020-11-0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동한

제789호

2020-11-09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강민조·임용호

제790호

2020-11-16

온천관광지구의 활력증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

이승욱·정연준

제791호

2020-11-23

교통 접근성 격차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 확대방안

김광호

제792호

2020-11-3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양진홍·이미영·정우성

제752호

2020-02-24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최수·안다연

제753호

2020-03-02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성선용·남성우·박종순

제754호

2020-03-09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한우석

제755호

2020-03-16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활성화 전략과 과제

김익회·이재용·서연미·이정찬

제756호

2020-03-23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변필성

제757호

2020-03-30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권역 중심의 공간전략

민성희·이순자·홍사흠·
조정희·유현아

제758호

2020-04-06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김지혜·노민지·오민준·권건우

제759호

2020-04-13

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박천규·이수욱·김지혜·노민지·
이윤상·황관석·강성우·오아연·
최진

제760호

2020-04-20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행시간가치 개발 및 활용 방안

고용석·김상록

제761호

2020-04-27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이다예·구형수·박정은

제762호

2020-05-11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김호정·배윤경·김정화

제763호

2020-05-18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이왕건

제764호

2020-05-25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양진홍·이미영

제765호

2020-06-01

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

박소영·권규상

제766호

2020-06-08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①)

김지혜·노민지·오민준·권건우

제767호

2020-06-15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김지혜·노민지·오민준·
권건우·오아연

2020-12-07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이현주·서연미·김민아·유현아

2020-06-22

북유럽 3개국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③)

김지혜·노민지·오민준·
권건우·오아연

제793호

제768호

제794호

2020-12-14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

서민호·배유진·박대한

제795호

2020-12-2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전략

김동한

제796호

2020-12-28

남북협력을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

강민조·임용호

제769호

2020-06-2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박세훈·이병재·안예현·
유희연·이은우

제770호

2020-07-06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김종학·백정한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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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시장조사분석

4. 국토이슈리포트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12호

2020-01-22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우리나라 도시개발 협력방안

이범현·강건국·김유란

제13호

2020-03-17

응급의료 취약지도로 본 농촌 VS 도시

손재선·신문수

제14호
제15호

2020-04-02
2020-04-08

코로나19가 가져온 부동산시장 충격과 대응방안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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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욱·박천규·황관석·노민지

제28호 │ 2020.01 │

제30호 │ 2020.07 │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은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부산광역시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은: 서울특별시

2020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

2020년 주택가격 상승요인 VS 하락요인

최은영·구형모

2020년 주택가격 상승 및 하락의 주요 요인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제16호
제17호

2020-04-22
2020-05-18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의 기록(1) 뉴스기사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장요한·이영주·박정환
김동근

제18호

2020-05-25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박미선·조윤지

제19호

2020-06-03

국토교통기술 기반 유엔 기술협력 방안 - UN Open GIS Initiative 기술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강혜경·황유원·김은화·
이시형·임거배

제20호

2020-06-05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

박정은·박성경

제21호

2020-06-19

코로나19 확산과 도시교통 수요 변화 - 대구광역시 2020년 상반기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화·김호정·김건욱

제22호

2020-07-15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차미숙

제23호

2020-07-20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강현수·강민규

제24호

2020-10-06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박종순·고용석·이정찬·성선용·
이재현·이후빈·윤은주·정상윤

제25호

2020-11-25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황관석·이수욱·박천규·오민준

제26호

2020-12-10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일자리·주거·인프라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배유진

제27호

2020-12-16

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판기·심지수·정원기

제28호

2020-12-24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박정은·홍나은

제30호

2020-12-29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의 기록 (2) 2030세대의 소득·소비·부채 변화

허다혜·배서광·장요한·박서현

제29호

2020-12-30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별 특성 변화

오창화·이영주

제31호

2020-12-31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의 기록 (3) 한국의 비대면 산업

안요셉·장요한·박서현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제29호 │ 2020.04 │

제31호 │ 2020.10 │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K-REMAP 지수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울산광역시

K-REMAP 지수로 바라본 우리동네 부동산시장: 경기 성남, 하남, 광주

코로나19사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하반기 부동산시장 영향 요인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K-REMAP지수(부동산시장 종합지수)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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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워킹페이퍼
연번

발간일

제목

저자

1

2020-01-02

OECD TiVA 자료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구지영

2

2020-01-07

광역권 설정을 위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 장단점 비교

3

2020-01-09

4

발간일

제목

저자

21

2020-07-28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

유현아

윤정재

22

2020-08-13

한반도 도시협력의 시작, 남북 네트워크 도시

임용호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유선

23

2020-08-18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허동숙

2020-01-14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

이후빈

24

2020-09-15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이우민

5

2020-01-16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 사례연구

안소현

25

2020-09-24

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2012년~2020년 1월)

최진

6

2020-01-29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최진도

26

2020-10-22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오민준

27

2020-12-01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이길제

7

2020-02-05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김유란

28

2020-12-15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토 민생현안 모니터링 연구

장요한

8

2020-03-05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

허용

29

2020-12-17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안홍기

9

2020-03-26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에 대한 시사점

김민아

30

2020-12-18

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윤은주

10

2020-03-31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

임상연,이진희,정은진

31

2020-12-22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김명한

11

2020-04-16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박종일

32

2020-12-22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황관석

12

2020-04-17

재난지역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위성영상과 국토지표 활용 방안

임륭혁

33

2020-12-23

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 소비로 인한 소매공간 수요변화와 시사점

문새하

34

2020-12-24

나라별 건설 생산성 분석 및 기술개발방향

이치주

35

2020-12-31

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

김유란

36

2020-12-31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을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와 시사점

김수진

37

2020-12-31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계획을 위한 투자평가 방향

임현섭

38

2020-12-31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민영

13

2020-04-21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

연번

고영화

14

2020-04-23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조윤지

15

2020-05-06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

이수암

16

2020-05-12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선방안 연구

권건우

17

2020-06-25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최정윤

18

2020-07-07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설계안정성검토와 BIM의 적용방안

이치주

39

2020-12-3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의 국민참여 사례분석 및 향후 과제

강민석

19

2020-07-09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지역 유형 구분

윤은주

40

2020-12-31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박대근

20

2020-07-17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김주훈

41

2020-12-31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본 선형공원의 이용행태

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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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연구활동

7. Space & Environment
Vol. 81 │ 2020.03 │

Vol. 82 │ 2020.06 │

Vol. 83 │ 2020.09 │

Vol. 84 │ 2020.12 │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ISSUES AND TRENDS 01

Territorial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SSUES & TRENDS 01

Integrat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 Vision and Strategy of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in KOREA

Mi Sook Cha

• Facilitating Distinctive and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Mi Sook Cha, Wooseong Jeong

Seung Han Ryu, Soonja Lee

• Building Safe and Livable Places Embracing Different
Generations and Classes

2. Characteristics of domestic fine dust
3. Problems caused by the divided system of urban and
environmental planning

‘Untact’ Culture and Planning-based Responses

• Building Peaceful National Territory Connecting the Continent
Hyun Ju Lee

• Action Plan for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Wooseong Jeong, Young Joo Lee

Soo-Wook Lee

Technology in the Post-COVID Era

3. Process and causes of fine dust generation

Chijoo Lee

• The Direction for 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4.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potential factors for fine dust
reduction

the Post-COVID Era

Seong-Ho Oh

• The Need for Increased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Realize
Smart Quarantine Cities: From Data Platforms to Onsite Control

IN-DEPTH LOOK 02
Promoting Green New Deals for Eco-friendly and Energy

3. Measures to promote Urban Green New Deal

Mina Kang, Hoo-Bin Lee

•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Untact’ and Smart Construction

2. Status of fine dust in Korea

2. Cases of Urban Green New Deal promotion

• Healthy Homes and Safe Neighbors in the Post-COVID Era

Sunyong Sung

1. Background

1. Introduction

1. Outline
Spatial Information-Poor
Publicity of Spatial Information
4. Conclusion

ISSUES & TRENDS 02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ing Spatial
Information-based Convergence Industry

Analysis of Spatiotemporal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ransition Cities

Green New Deal

• Laying a ‘Flowery Path’ for End Users in the Housing Market

IN-DEPTH LOOK 01
Fine Dust for the Policies to Mitigate Fine Dust

Jin Hui Lee

Jong-Soon Park, Eun-Joo Yoon, Sun-Young Sung, Dong-Kun Lee

2. Simulation in the case area

Lee Jungchan

HaeKyong Kang

3.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Enhancing the Social Value and

• Eco-Vaccines in the Post-COVID Era: Green Infrastructure and the

Yoon Eunjoo, Park Jong-soon

Focusing on Engagement of the People Disadvantaged in Using

2. Main Concepts: The Social Value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e
Ki-Chan Nam

• Changing Patterns in the Use of Urban Spaces Due to

ISSUES AND TRENDS 02

A Study on Social Value and Publicity of Geospatial Information:
and Accessing Geospatial Information

Kyunghyun Park

Economic Growth

3. Implications and future tasks

Jaesung Choi

Young-mo Yoon

• The Post-COVID World: An Opportunity for Regional

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 Constructing Efficient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and the Ocean

Post-COVID Era

Introducing Wind Paths for Fine Dust Reduction

Jong Soon Park, Eun Joo Yoon

•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Worldwide Crisis

• Inclusiv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Sang Jo Kim, Byoung Jae Lee

• Creating Dignified and Environment-Friendly Territory

Smart National Territory

Park Jong-soon, Nam Seong-woo

4. Measures to Integrating the two plans

• Invigorating Regional Industrial Innovation and
Promoting Culture and Tourism

Reduce Fine Dust

Jae-Yong Lee, Young-Joo Lee

Changwha Oh, Kihwan Seo

1. Background & Need
2. Current Status of Spatial Information-related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3. Trend of the Improvement in Spatial Information Regulation
4.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Vitalize the Spatial Informationbased Convergence Industry

IN-DEPTH LOOK 01
Develop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as Data-driven
Communication Tool for National Land Policy
Youngjoo Lee, Bokyeong Lee, Changwha Oh, Jaesoen Son

1. Change

in the Policy Delivery Method Following the Change in
the Communication Method
2. Data-driven National Land Policy Communication Tool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3. Social Innovation by Sharing National Land Issues with the
People and Solving Them through Communication

IN-DEPTH LOOK 02
Strategies for Innovating the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to Encourage the Data Economy

Mijeong Kim, Yong Huh

1. Background and Purpose
2. Emergence of the Data Economy and Changes in the Role of
Geospatial Information
3. Innovation Strategies and Tasks for the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Syste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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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임직원 현황

조직 및 부서 소개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2021년 8월 기준 국토연구원의 현원은 361명, 정원은 275명(임금피크제 정원 별도 4인), 연구직이 2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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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연구직이 88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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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명

행정직

273

명

88

연구진

명
류승한｜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
산업입지, 경제지리
홍사흠｜국토계획평가센터장｜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
도시·지역경제, 지역개발·계획
강호제｜산업입지연구센터장｜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주요 보직자 현황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장철순｜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산업입지, 지역계획

원장

강현수

부원장

문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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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왕
태
형
성
성
대
상
태
진
수
영
명

한
건
선
찬
일
호
종
건
환
규
욱
주
수

행정지원실
감사실

계획학 박사｜지역산업, 경제지리, 혁신체제
김다윗｜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 및 지역계획
차은혜｜부연구위원｜건국대학교 지리학 석사｜도시네트워크,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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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윤｜전문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지역계획 및 개발, 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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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훈｜전문연구원｜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산업입지, 도시계획
조은주｜전문연구원｜University of Utah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국토계획,
지역계획
강민석｜전문연구원｜아주대학교 수자원공학 석사｜지역계획
김명한｜전문연구원｜가천대학교 행정학 박사｜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평가,
지역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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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연구원｜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학

민성희｜연구위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김경민｜연구원｜한양대학교 도시공학 석사｜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지역경제
남기찬｜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국토계획, 지역계획, 지역경제분석,
도시경제
정우성｜연구위원｜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도시 및 지방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방자치, 조직관리
강민조｜연구위원｜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GT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김천규｜연구위원｜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자원 및 환경경제) 박사｜
동북아, 통일한반도, 중국지역연구
경제지리

전준호
김경동

전봉경｜부연구위원｜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Bartlett School of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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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철｜부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산업입지, 지역개발 및 계획,

실장

유현아｜부연구위원｜성신여자대학교 지리교육학 석사｜지역계획 및 정책

안홍기｜선임연구위원｜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도시경제학, 공공투자정책

양진홍｜연구위원｜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수료｜국토계획,

류
이
박
이
김
오
김
이
김
정
이
이
김

지역경제
이윤석｜부연구위원｜Rutgers University 박사과정｜산업입지, 도시계획

차미숙｜선임연구위원｜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지역정책, 지역계획

박사｜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본부장

최예술｜부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 및

타당성 분석
이효란｜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국토 및 지역계획
배보람｜연구원｜교통계획
김태숙｜연구원｜산업입지정보망 운영
박나영｜연구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 석사｜지역계획, 교통·도시공학
김수연｜연구원｜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서다윤｜연구원｜데이터 분석, MIS
이종표｜연구원｜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및 설계, 산업입지
이인규｜연구원｜한밭대학교 도시공학 석사｜도시공학, 도시 및 주거정책
유동균｜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첨단녹색도시공학 석사｜산업입지, 지역개발 및 계획
이인희｜주임사무원｜산업입지정보망 운영

안소현｜부연구위원｜경희대학교 관광학 박사｜문화관광, 관광경제
임용호｜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공간통계, 북한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

[ 기획팀 ]
한소현｜주임사무원｜서경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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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국토·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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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을 복원하고, 산에서 신선한 깨끗한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전략,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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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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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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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가 수자원정책, 하천 정책, 유역 통합관리정책 등이 있다.

기후변화 및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방재 연구, 넷째, ICT와 융·복합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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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국·공유지연구센터장｜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정책
김상조｜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도시정책, 도시제도
박세훈｜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도시정책,
도시문화(다문화), 국제개발협력
조판기｜선임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도시정책, 인구저성장,
생활인프라/도시복지
김은란｜연구위원｜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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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교통융합계획, 공공공간/생활인프라
박소영｜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공학 박사｜도시재생, 도시계획
정윤희｜부연구위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도시정책, 도시재생, 공공공간, 국제개발협력
이진희｜부연구위원｜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도시공학
정소양｜부연구위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문화
배유진｜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토지이용,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사업
윤정재｜부연구위원｜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공간계획,
도시설계, 건강도시계획, 보행환경계획
최정윤｜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공학 박사｜도시보존, 디자인정책
이다예｜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도시계획 및 정책,
유휴공간(빈집)
송지은｜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경제

연구진
신서경｜부연구위원｜The Univ. of Florid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도시 정책·계획
심지수｜부연구위원｜Virginia Tech. Architecture and Design Research 박사｜
도시경관, 공간분석, 국유재산
김고은｜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도시계획
유재성｜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도시계획
구형수｜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공간분석
강우석｜책임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설계, 국공유지,
빅데이터분석
조미향｜책임연구원
김유란｜전문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도시재생, 도시설계,
도시계획
김태영｜전문연구원｜성균관대학교 지리정보학 석사｜도시재생, 도시정책
정은진｜전문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도시재생, 도시보존, 건축
이수암｜전문연구원｜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학석사｜도시정책, 시민참여계획
박대근｜연구원｜도시계획
이우민｜연구원｜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도시계획 및 설계
정유선｜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도시계획, 도시재생
윤세진｜연구원｜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환경경제
구지영｜연구원｜전남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경제지리, 도시계획
박효숙｜연구원｜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도시계획, 도시재생, 노인정책
문새하｜연구원｜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어은주｜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도시계획, 환동해권
조현우｜연구원｜단국대학교 건축학 석사｜도시재생
박성경｜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석사｜도시설계, 도시재생
정원기｜연구원｜전남대학교 지리학 석사｜도시정책
정 현｜연구원｜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석사｜도시정책, 도시재생, 사회적 자본,
사회적 혼합
이동엽｜연구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 학사｜산업입지, 공간분석
김민정｜연구원｜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조경, 도시계획
박윤선｜연구원
이제욱｜인턴
[ 기획팀 ]
김예지｜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박태선｜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한양대학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댐, 하천, 수자원정책
박종순｜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University of Cambridge 지리학 박사｜국토환경, 산림, 연안지역관리
이상은｜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박사｜수자원관리, 기후변화 적응, 재난위험도 분석
김창현｜선임연구위원｜경상대학교 경제학 박사｜농어촌정주, 수자원(방재), 하천
한우석｜연구위원｜University of Utah 토목공학(수자원) 박사｜방재, 수자원
이미영｜부연구위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안승만｜부연구위원｜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녹지계획, 미기후관리정책, GIS
조만석｜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공학 박사｜자원·환경경제, 수자원정책, 환경·에너지정책, 경제성 분석 등
안예현｜부연구위원｜Virginia Tech 도시계획 박사｜국제개발, 도시인프라 개발, 역량개발
윤은주｜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공학박사｜환경계획, 기후변화적응, 공간최적화 모델링
김준성｜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박사｜하천, 수자원방재, 수자원관리
이종소｜부연구위원｜인하대학교 토목공학 박사｜하천·수자원, 방재, 공간분석
박종화｜부연구위원
김슬예｜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친수공간, 지역개발, 물문화
표희진｜연구원｜인천대학교 도시설계 석사｜도시설계
홍나은｜연구원｜충북대학교 도시공학 석사｜도시재생, 도시계획
강건국｜연구원｜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공학 석사｜기후변화, 수자원, 방재, 도시계획
정상윤｜연구원｜Leibniz Universitat Hannover 지역계획학 석사과정｜도시 및 지역계획
강현미｜연구원｜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류제원｜연구원｜경희대학교 지리학 석사｜도시정치생태학, 도시지리학
조혜원｜연구원
최혜림｜연구원
이용백｜연구원
[ 기획팀 ]
김원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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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이형찬｜주택·토지연구본부장｜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주택정책, 토지(택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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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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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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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나｜선임연구위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주거복지, 주택정책, 주택금융

김성수｜민간투자연구센터장｜서울대학교 공학 석사｜도시계획 및 설계, 건강도시, 도시범죄/안전

최 수｜선임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토지정책,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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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종｜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법,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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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승｜연구위원｜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도시계획학 석사｜도시계획, 토지개발

김민철｜연구위원｜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건설산업, 주택정책

이재춘｜부연구위원｜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주택정책, 주택계획, 도시 및 환경계획, 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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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식｜부연구위원｜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사회적 부동산, 토지 및 주택정책, 도시행정,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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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제｜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주택정책,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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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희｜부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수료｜주택, 토지, 부동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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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진｜부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주택정책, 주거복지

유현지｜연구원｜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건설관리, 민간투자사업

조윤지｜연구원｜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주택정책, 주거복지

김선홍｜연구원｜도시공학

손은영｜연구원｜토지정책, 도시정책, 공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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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윤｜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주거복지

이상미｜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건설산업, 건설보증·금융

이건우｜연구원｜충남대학교 통계학 석사｜주거복지
강성우｜연구원｜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주거복지

[ 기획팀 ]

이은우｜연구원｜강남대학교 부동산학 석사｜주거복지

박수영｜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허소영｜연구원｜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주거복지
전혜란｜연구원｜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석사｜주택정책, 주거복지
[ 기획팀 ]
조윤미｜주임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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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인프라연구본부

7)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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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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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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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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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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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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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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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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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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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도로정책연구센터장｜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통시스템공학 박사｜교통안전, 통행행태, I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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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지리학(교통) 박사｜교통수요 시뮬레이션, 행동 모델, 시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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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정｜선임연구위원｜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도로계획, 교통계획

이재용｜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정책, 시공간분석

임영태｜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지역교통, 물류계획

김미정｜선임연구위원｜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토지관리 및 규제 정보화, 정보화전략계획,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고용석｜연구위원｜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도로 및 교통계획, SOC 정책

임은선｜선임연구위원｜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인재양성

김종학｜연구위원｜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교통서비스 가치 연구, 교통망 구축효과, 교통수요예측

이영주｜연구위원｜Keio University 미디어·거버넌스학 박사｜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유통, 공간정보 관련 일본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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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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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윤경｜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교통계획, 교통정책, 통행행태

서기환｜연구위원｜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육동형｜연구위원｜Utah State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Traffic, Transit Assignment, 대중교통요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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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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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영｜부연구위원｜한양대학교 산업공학 박사｜공간정보 정책, 스마트시티, 공간정보화, 경제성 분석

김광호｜부연구위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통공학 박사｜교통운영, 도로관리, 지능형교통체계(ITS)계획

성혜정｜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공간 분석

박종일｜부연구위원｜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교통계획, ITS

김익회｜부연구위원｜San Dieg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스마트시티, GIS, 데이터사이언스

윤태관｜부연구위원｜University of Tennessee-Knoxville 토목공학(교통) 박사｜교통공학, 지속가능 교통, 대중교통

이보경｜부연구위원｜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 박사｜공간빅데이터마이닝, 지역혁신, 기술경영

김상록｜부연구위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허 용｜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공간정보시스템

김승훈｜부연구위원｜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지속가능한 교통 계획 및 정책, 교통 안전, 사회 정의

손재선｜부연구위원｜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rlotte, 지리학 박사｜도시지리, 공간통계, GIS, Data Mining, 국·공유재산

백정한｜부연구위원｜중앙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교통 계획 및 빅데이터 분석

최경아｜부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 박사｜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원격탐사, 사진측량, 컴퓨터비전

황진욱｜부연구위원｜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자율주행 교통인프라, ITS, 지속가능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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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연구원｜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도로관리·운영

이시형｜연구원｜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박사과정｜공간정보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최소림｜연구원｜교통계획

최정내｜연구원｜공간정보정책

임현섭｜연구원｜한국항공대 교통전공 석사｜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도로건설계획

정예진｜연구원｜도시공학, 스마트시티

연치형｜연구원｜교통공학 및 계획

한선희｜연구원｜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스마트시티

정수교｜연구원｜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교통계획 및 정책

유인재｜연구원｜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 공학 석사｜스마트시티

이기영｜연구원｜인천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교통공학, ITS

김도형｜연구원｜청주대학교 지적학 석사｜공간정보, 스마트시티

김성훈｜연구원｜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교통전공) 석사｜교통계획, 교통안전

김종성｜연구원｜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지리교육(도시지리) 전공 박사과정｜공간정보정책, 젠트리피케이션

김재중｜연구원｜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GIS 공간분석, 교통계획

백창엽｜연구원｜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 석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간모델링

오승준｜연구원｜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 학사｜도시물류, 빅데이터

홍예지｜연구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공간분석, 도시모형

유효선｜연구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박진호｜연구원｜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석사｜GIS

정다혜｜연구원｜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이기훈｜연구원｜청주대학교 지적학 석사｜공간정보, 측량

[ 기획팀 ]

[ 기획팀 ]

장서현｜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최지현｜사무원｜전북대학교 의류학 학사｜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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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로벌개발협력센터

9)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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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구, 국가균형발전

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국제화 추진의 플랫폼으로 2010년 12월 개소하였다. GDPC는 다년도 공동 연수, 개도국 대상 연구·컨설팅, 정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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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시·도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도국의 개발촉진에 기여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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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진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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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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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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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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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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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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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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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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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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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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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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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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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사흠｜연구위원｜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박경현｜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도시지리, 지역정책

정윤희｜부연구위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도시정책, 도시재생, 공공공간,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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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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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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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재｜부연구위원｜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도시지리환경공학(토지관리) 박사｜통일 전/후 토지거버넌스, 토지행정, 공간정보,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윤영모｜연구위원｜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이소영｜전문연구원｜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국제개발협력,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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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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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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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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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희｜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농촌공간계획 및 관리, 경관계획, 주관적 인식

김민지｜연구원｜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국제개발협력, 개발파트너십, 주택정책

신휴석｜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공간데이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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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소영｜책임연구원｜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 박사｜지역정책,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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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한｜연구원｜한양대학교 박사수료｜도시재생, 균형발전

강민욱｜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석사｜국제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

이효란｜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국토 및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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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민｜연구원｜고려대학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석사｜도시계획, 환경계획

주은지｜연구원

박미래｜연구원｜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석사｜도시 및 사회지리, 경제지리
이혜진｜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석사｜공간정보분석

[ 기획팀 ]

남기라｜연구원｜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황정연｜주임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박민경｜연구원｜공주대학교 지리학 석사｜문화지리학
고사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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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11) 부동산시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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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2008년 설립 이래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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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장의 진단과 전망, 정책효과 분석, 소비심리조사 등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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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욱｜소장｜한양대학교 문학 석사｜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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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규｜연구위원｜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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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세일｜연구위원｜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부동산시장, 지역경제

이백진｜선임연구위원｜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ITS, 교통계획

이태리｜연구위원｜The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박사｜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임영태｜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지역교통, 물류계획

전성제｜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수료｜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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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상｜부연구위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주택정책,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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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부연구위원｜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부동산금융,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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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관석｜부연구위원｜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부동산시장, 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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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백｜부연구위원｜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부동산정책, 재정정책, 유동성, 경제성장, 인적자본(저출산, 고령화, 교육,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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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민지｜책임연구원｜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주택정책, 부동산시장

임용호｜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공간정보분석, 공간구조탐색

오민준｜전문연구원｜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수료｜주택정책,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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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진｜전문연구원｜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부동산, 부동산경제학

오호영｜연구원｜도시 및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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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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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건우｜전문연구원｜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고영화｜연구원｜고려대학교 환경지질학 석사｜GIS, 공간분석
정경석｜연구원｜경상대학교 도시계획 석사｜도시계획
오아연｜연구원｜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주택정책, 부동산시장
김도형｜연구원｜부동산시장
이정윤｜인턴

[ 기획팀 ]
조윤미｜주임사무원｜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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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임직원 현황

12)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13) 기획경영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국토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 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 전망하고 국토정책의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융·복합 정책연구 지원,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홍보, 예산의 기획 및 편성·운영, 직원의

성과를 점검 및 환류한다.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지원체계 혁신,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역량개발 및 인재 채용, 출판물 기획·편집 및 발간, 연구성과 확산,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운영, 성과물 및 지적자산 관리, 기록물관리,

환류체계 마련이 연구의 목표로, 국토 현황의 시계열·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국토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과 계획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모니터링하며,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진단 및 평가한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국토진단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며, 국토데이
터랩에서는 국토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 국토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개발 및 교육,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기획 및 구축 등을 수행하
고 있다.

구성원

구성원

이영주｜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Keio University 미디어·거버넌스학 박사｜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유통, 공간정보 관련 일본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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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요한｜국토데이터랩 팀장｜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토목공학 박사｜빅데이터,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임은선｜선임연구위원｜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인재양성

정책

이환의｜행정원｜청년인턴 및 일용직 관리
송태희｜사무원｜공주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고용연장, 인턴 채용

박아름｜행정원

신길성｜사무원｜경력·재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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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기획·평가팀 ]

[ 홍보출판팀 ]

정우성｜연구위원｜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도시 및 지방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방자치, 조직관리

권규상｜연구기획·평가팀장｜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연구기획·평가팀 업무 총괄

이강식｜홍보출판팀장｜건국대학교 행정학(도시 및 지역개발) 석사｜홍보출판팀

이보경｜부연구위원｜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 박사｜공간빅데이터마이닝, 지역혁신, 기술경영

이정찬｜부연구위원｜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기획·조정·발굴·기관평가

손재선｜부연구위원｜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rlotte, 지리학 박사｜도시지리, 공간통계, GIS, Data Mining, 국·공유재산

연복모｜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석사｜기본·일반·협동

한여정｜2급행정원｜월간 국토 발간

현준용｜책임연구원

김지형｜3급행정원｜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사｜연구개발적립금 및 수시과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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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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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슬｜연구원｜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공간분석

워킹페이퍼, 연구운영위원회 관리, 대외업무협조
김상근｜행정원｜공주대학교 부동산학 석사｜연구수요조사, 수탁과제 관리,

[ 국토데이터랩 ]

전문연구모임, 국토서원, 소식지 제작

업무 총괄

문보배｜3급행정원｜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국토정책Brief,
국토이슈리포트, 워킹페이퍼
김민경｜행정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장요한｜국토데이터랩 팀장｜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토목공학 박사｜빅데이터,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이재민｜행정원｜수시과제 관리, 연구실적증명

최서로｜행정원｜미디어콘텐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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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영｜인턴｜연구기획업무 보조

유한나｜행정원｜미디어콘텐츠, 홈페이지

이영민｜부연구위원

고민수｜인턴｜연구기획업무 보조

안성용｜행정원｜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 학사｜언론, 대외요청자료 관리,

박서현｜연구원｜빅데이터 분석

국토교육
[ 예산경영팀 ]

[ 기획팀 ]

박동신｜예산경영팀장｜서강대학교 경제학사｜예산경영팀 업무 총괄

최지현｜사무원｜전북대학교 의류학 학사｜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김유진｜3급행정원

[ 지식관리팀 ]
김상규｜팀장｜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 학사｜문헌관리 및 정보관리 총괄

박도연｜3급행정원｜경북대학교 경영학 학사｜정부출연금

박순업｜1급행정원｜기획단행본 발간

진순정｜행정원｜실행예산 편성

이새별｜3급행정원｜연구성과물 및 간행물 관리

김신애｜사무원｜위탁계약, 수·위탁현황관리

임지수｜행정원｜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사｜전자도서관 관리, 도서 관리
정회명｜행정원｜충남대학교 기록학 석사｜기록물 관리

[ 인재개발팀 ]

박한샘｜인턴｜도서 대출 반납 및 정리

김진배｜인재개발팀장｜인재개발팀 업무 총괄
임정천｜1급행정원｜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근무평가 및 보상

[ 어린이집건립추진단 ]

신한별｜3급행정원｜University of Bath 경영학 학사

이판식｜어린이집건립추진단장｜어린이집 업무 총괄

이은혜｜3급행정원｜인하대학교 교육학 석사｜채용 및 교육

김수인｜주임사무원｜어린이집 행정 및 운영지원

배용주｜행정원｜성신여자대학교 법학 학사｜복무 및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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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연구원의 자금관리 및 회계,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청사관리 등을 담당한다.

구성원
전준호｜행정지원실장｜행정지원실 총괄

박정웅｜기술원｜전기관리
홍현기｜기술원｜건축관리

[총무관리팀]

전영복｜기술원｜건축관리

이호창｜총무관리팀장｜계약, 자산, 인쇄

박경명｜방호원｜경비업무

김형표｜1급행정원｜총무관리팀 업무 총괄

오민환｜방호원｜경비업무

윤정근｜2급행정원｜출장, 복리후생, 노사관계

이진욱｜방호원｜경비업무

김신애｜사무원｜구매, 규정

이강열｜방호원｜경비업무

이정복｜행정원｜차량운행

조윤아｜안내원｜방문객 안내

김창재｜인턴｜총무업무 보조

김기훈｜미화원｜미화업무
이옥화｜미화원｜미화업무

[ 재무회계팀 ]

이순애｜미화원｜미화업무

김성태｜재무회계팀장｜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 석사｜재무회계 총괄

김정금｜미화원｜미화업무

오희정｜3급행정원｜충북대학교 행정학 학사｜급여, 결산, 알리오

이복례｜미화원｜미화업무

최인호｜3급행정원｜중앙정부 계약

서명원｜미화원｜미화업무

이윤주｜3급행정원｜급여, 4대보험, 연말정산

이매화｜미화원｜미화업무

이동훈｜행정원｜4대보험, 대외자료, 과학기술공제회

정삼숙｜미화원｜미화업무

최현준｜사무원｜지자체, 공사, R&D 계약

이태산｜미화원｜미화업무

황성호｜사무원｜위탁계약, 법인카드
정현주｜인턴｜재무업무 보조
[ 정보전략팀 ]
송정현｜정보전략팀장｜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정보화업무 총괄
박정기｜2급행정원｜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개인전산장비, 전산인프라

15) 원장실
김시연｜행정원｜원장실 비서

운영관리
백지욱｜3급행정원｜숭실대학교 공학석사｜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 청사관리팀 ]
이판식｜청사관리팀장｜청사관리팀 업무 총괄
양승국｜2급행정원｜시설담당

16) 부원장실
류소연｜사무원｜부원장실 비서

심규조｜기술원｜기계관리
정상민｜기술원｜기계관리
노영준｜기술원｜기계관리
남궁윤｜기술원｜기계관리
김 홍｜기술원｜전기관리
김현주｜기술원｜전기관리
유정준｜기술원｜전기관리

17) 감사실
김경동｜감사실장｜감사실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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