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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 구 원

개원30 주년

기 념 세미 나

『 서울 연 구

3 0년 사』

• 민선 1기 (조순 시장 : ~1997)

• 민선 4, 5기 (오세훈 시장 : 2006~2011)

• 민선 2기 (고건 시장 : 1998~2002)

• 민선 5, 6, 7기 (박원순 시장 : 2011~2021)

•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 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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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 (조순 시장 : ~1997)

급증하는 자동차 통행에 대응하는 교통난 개선 정책

• 『서울교통특별대책(1994)』 ➜기본방향으로대중교통우선정책,교통수요관리정책
• 『남산1,3호터널(혼잡통행료 징수)』 시행➜｢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를제정
• 『교통유발부담금제도』구축➜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정책전개

• 지구교통개선사업3개소시범사업추진➜거주자우선주차제부분시행(1996년)
(서초구진로유통지구, 강남구학동지구,구로구구로공단지구)
• 대중교통및주거지정비,이면도로정비개선등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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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고건 시장 : 1998~2002)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교통인프라 효율성 향상

• 간선도로24개축432.8km전체에대한 교통개선사업시행
• 교차로구조개선, 교통신호개선패키지화

• 『교통관리시스템구축』: 올림픽대로‘잠실-여의도구간’시작,남산1,3호터널교통관리
시스템,도시고속도로 FTMS 순차적확대(내부순환로, 강변북로,올림픽대로등)
• 신교통신호체계 시스템,교통정보제공 사업

• 광역버스노선조정,시계도로병목구간개선등협의

• 8개노선300.2km완공으로지하철수단분담율35%수준

30% 26%

29% 35%

25% 27%

버스

지하철

승용차

1996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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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이명박 시장 : 2002~2006)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 노선체계및인프라확충➜간선·지선체계 ,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 운영체계개편 ➜서울버스준공영제전면도입
• 대중교통통합요금체계(환승할인) ➜경영합리화및이용자만족도향상

•

실시간요금관리 ➜ 향후데이터 근거교통정책기반마련

•

대중교통체계활성화를위한보행환경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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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5기 (오세훈 시장 : 2006~2011)

그린카,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전환

• 친환경전기버스개발 ⇒ 남산순환노선 전기버스 운영

• RFID시스템기반차량관리시스템구축
• 자동차세할인,자동차보험료,혼잡통행료할인

• 간선도로를중심으로중장거리(출퇴근용) 자전거도로정비
• 5년간17개간선도로축에총207km자전거네트워크구축사업계획

• 서울도심교통난해소및한강관광개발차원에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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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6,7기 (박원순 시장 : 2011~2021)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 추진

•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다이어트, 녹색교통특별대책 진흥지역 등추진

• 자전거도로망구축추진
• 공공자전거대여시스템을‘따릉이’명명하고단계별로확장

• 버스좌석및손잡이,시내버스내부조명,첨두시운행횟수증대등
• 지하철주요환승역역사개선(신도림역, 시청역,서울역,교대역등)
• 심야전용버스올빼미버스도입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도입,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택시감차정책등
• 공유차, 공유주차장등공유교통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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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연 구 원

개 원 3 0 주 년

기 념 세 미 나

『 서 울 연 구

3 0 년 사 』

• 교통분야 수행 연구

• 자동차 수요관리 ∙ 주차

• 버스

• 도시철도

• 녹색교통

• 스마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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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 분야별 종합

지난 30년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 연구
(단위: 건수)

•

연구원설립(1992년)부터2021년까지교통분야수행과제는602건

•

연구원설립초기인관선시정및민선1기조순시정에는72건

•

본격적인민선시정이후1년에평균25건연구과제수행

•

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연구가24.7%로가장많고, 도로, 운영관리,
수요관리분야도각6 ~ 7% 수준

•

민선4기이후친환경및보행관련연구증가

•

민선5~7기이후에는신교통,빅데이터등새로운연구분야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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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 분야별 종합

지난 30년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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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연구사

#1. 버스

진화하는 서울의 버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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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연구사

#2. 도시철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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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야별 정책연구사

#3.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

서울의 교통수요관리와 주차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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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연구사

#4. 녹색교통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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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연구사

#5. 스마트 교통

서울의 스마트 교통과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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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연 구 원

개 원 3 0 주 년

•

기 념 세 미 나

『 서 울 연 구

교통분야 필요연구

3 0 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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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과제

교통분야 필요연구

타기관 〮 분야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융〮복합 연구 수행

서울연구원 “정책”적 노하우에 타기관의 “기술”적 노하우가 합쳐진 연구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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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과제

교통분야 필요연구

미래 서울의 교통체계 변화에 대응가능한 연구 수행
미래 서울의 교통체계

현재 서울의 교통체계

승용차

버스

택시

공유 형태

소유 자율차

공유 자율차

미래 교통체계에 대한 “재정립” 및 수단분담, 조직 “재구조”가 반영된 연구 수행 필요
1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세미나

서울연구 30년

안전환경연구실 / 김원주 연구위원
2022.08.25

01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영역
02 분야별 정책연구사
03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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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영역

총론

생태도시·안전도시로 나아가는 길
1992

1997

2002

2007

2012

2022

환경

안전

• 쓰레기처리, 하수처리능력향상,

배출가스저감등의오염관리연구수행
• 물환경개선, 폐기물관리, 생태환경
개선, 재난관리의기초수립에서출발

• 건강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강조

• 에너지절감,기후변화, 자연성회복,환경복지로환경연구의다양화
•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도시재난에 대한 안전 연구의 중요성 강화
(예방,대비,대응,복구,시설안전성평가,검토등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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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영역

서울연구원 안전환경분야 수행 과제
안전·환경분야,30년간지속적으로연구건수증가 및 연구분야의확대

• 안전·환경분야, 30년간 총694건의연구수행
• 민선1기(51개)에 대비하여민선5기~6기(215개)의 연구건수약4.2배증가
①집중호우등대형자연재해피해증가, 도심형재난과대기환경악화이유

총 694건

118건

576건

②대기환경, 기후변화및에너지분야의연구증가
• 안전·환경분야, 30년간8개세부연구영역으로다양하고주요한연구수행
→ 세부연구분야: 환경정책, 자원순환, 기후·에너지, 대기환경, 수환경,

도시생태, 재난, 안전
• 초기오염관리중심의도시환경관리연구에역점
• 쾌적한도시환경조성, 기후변화, 노후시설물등도시환경관련여건변화와
국내외다양한이슈를고려해연구영역확장
• 최근안전도시서울을위한정책을뒷받침하는한편선제적대응에도주력
5

CHAPTER

01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영역

1. 연구원 개원~민선 1기(1992~1997)

환경행정체계와 환경보전 기반 구축
• 과거 개발중심의 시정을 탈피
• 환경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목표로 ‘환경기본조례’와 ‘서울환경헌장’ 제정,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분산된 환경업무가 통합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일반쓰레기발생량지속적감소,폐기물재활용양꾸준히증가
발생량(톤/일)

9,965

6,291
•
•
•

「서울시 지방의제21 수립에 관한 연구」(1996)
「종량제의 평가 및개선방안」(1996)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1997) 등

1995

2000

3,988

3,428

3,079

2005

2010

2013

상수도유수율지속적 증가,
하수슬러지자원화율증가(2006년30%→2016년97.2%)
•
•
•
•

「수돗물 직결공급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1996)
「21C를대비한 서울의 상수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1999)
「수요가 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한연구」 (2002)
「서울시 하수처리장 슬러지의 감량 및재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1997)
등

2006년

2010년

2016년

상수도 유수율

90.4

93.8

95.3

하수슬러지 자원화율

30

65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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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영역

2. 민선 2기(1998~2002)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
•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체계 마련
•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 서울의 생태현황 DB를 구축하여 환경생태정보에 기반한 도시환경 관리의 기틀 마련
자연생태의 회복, 한강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
•
•
•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1, 2차」(1999, 2000)
「도시하천 생태관리를 위한기초조사」(1999)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방안」(1998) 등

•
•
•
•

「난지도 지역환경성 검토및 친환경적 정비방안」(2000)
「난지도 평매립지 환경성 제고 조사」 (2001)
「난지도 종합자료집 작성연구」(2002)
「비오톱현황조사 및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용역」(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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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영역

3. 민선 3기(2002~2006)

적극적인 도시환경 복원
•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 복원사업 활발히 추진
• 동북부 지역의 녹지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약 35만 평의 서울숲 조성

•
•
•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 연구」(2004)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2003)
「하천수질 정화공법 평가 및적용방안」 (2004) 등

•
•
•
•
•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2004),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2004)
「서울시 도시하천의 생태통로 기능 향상 방안」(2006)
「서울시 가로녹시율 증진방안」 (2003)
「소규모 대지안의 조경 개선방안」 (2005) 등

199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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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선 4기~5기 전반(2006~2011)

재난대응 강화
• 대기질 개선, 한강르네상스, 북서울 꿈의 숲 조성
• 자연재해 대응책 마련과 도시방재에 집중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서비스 구축

•

「사면 전수조사 및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1~4단계」
(2011~2014)

우면산 산사태(2011)
•
•
•
•
•

「선진 안전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2008)
「다중이용업소 피난대책 향상 및집중관리지역 구역화 방안」(2009)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 방안」(2010)
「안전한 도시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2011)
「기상이변에 대한서울시 취약지역 대응방안」(2010) 등

우면산 사방사업(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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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선 5기 후반~7기(2011~2021)

기후변화 대응
• 초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50 기후행동계획’)

•
•
•
•
•

「서울시 초미세먼지 예·경보 적정기준 설정 및배출원 관리정보 구축」(2014)
「초미세먼지 (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상세모니터링 연구」(2019)
「숨쉬는 서울: 대기환경관리의 정책변화」(2017)
「서울시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기상패턴 분석 및활용방안」(2017)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 도입방안」(2019)

•
•
•
•
•
•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2012)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2014)
「기후환경도시 서울 선언 수립」(2015)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2016)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2020)
「서울시 복합재난관리체계 수립」(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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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
서울의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

⚫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체계,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을 위한 연구 지원
⚫ 자원, 환경, 폐기물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통합 환경관리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생활 밀착형 환경정책 연구 수행

환경정책 분야 주요 연구 흐름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서울시정의 환경적합성(1997)

대도시 지속가능성 지수(2005)
저탄소 녹색성장(2009)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4)
환경보전계획(2015)
서울SDGs 2030(2020)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제도(2000)

환경영향평가지표(2005)
환경영향평가서(2003~2021)

서울시 지방의제21(1996)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1997)
친환경 시민생활 매뉴얼(2011)

환경복지(2013)
환경 마일리지 범위 확대(2021)

통합환경관리

생활 속 환경
정책

‘환경기본조례’, ‘서울환경헌장’ 제정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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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와순환경제

⚫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 폐기물 관리 대책,
폐기물 유형별 관리대안 마련

⚫ 폐기물 처리와 관리 단계를 넘어
순환경제 분야로의 확대

자원순환 분야 주요 연구 흐름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폐기물 관리

쓰레기처리 기본방향(1994)
생활계 폐기물(1998)

폐기물 무배출(2002)
폐기물 에너지 활용(2007)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1)
자원순환시행계획(2018, 2021)
플라스틱 1회용품 소비(2019)
재사용 활성화(2021)

순환경제

-

자원회수촉진형 생활폐기물 처리(2010)

서울시 재사용플라자(2012)
2030 새활용 선도도시(2020)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매립 개시(1993)
쓰레기종량제 시행(1995)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운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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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에너지
기후변화에대응하는전략과행동

⚫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탄소 사회를 향한
서울시 에너지 수요관리, 기후변화 정책 정립
⚫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기반 마련 및 방향 제시

기후·에너지 분야 주요 연구 흐름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2002)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2006)
지역에너지 기본계획(2007)
건물에너지 저감(2009)

지역에너지 기본계획(2014, 2019)
에너지전환 정책(2019)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과 서울시 대응(2001)

온실가스 저감(2006)
기후환경에너지 지도(2006, 2009)

기후환경에너지 지도(2015)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6, 202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2020)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2008)
에코마일리지 제도 도입(2009)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20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발표(2015)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50’ 기후행동계획)(20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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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
모두의관심사가된 대기질개선
⚫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영향관리를 위한
서울시 대기관리 정책 기본골격 마련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 발굴
⚫ ‘미세먼지통합연구소’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연구 적극적 추진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연구 흐름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관측과 모델링

황사 특성과 피해저감(2002)

미세먼지 배출량(2004)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2007)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2015, 2019)

저감·관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1996)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대응(1998)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2005)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2014, 2019)
미세먼지 시즌제(2019)

오존경보제 도입(1995)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조례 제정(1998)

맑은서울추진본부 신설(2005)

기후환경본부로 변경(201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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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환경
한강의제 모습, 안전하고깨끗한물

⚫ 도시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물 관리방안 제시
2021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

⚫ 도시 수자원 보전 및 물환경 개선
토대 마련

수환경 분야 주요 연구 흐름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홍수관리

우수유출률(1995)
상습침수구역 관리(2002)

우수저류시설(2004)
통합내배수 침수방어 기술(2006~2008)

폭우재해저감 도시설계 기술(2011~2014)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2016)
서울시 침수위험성 분석(2022)

물 이용

수돗물 직결공급체계(1996)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물순환 기본계획(2004)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11)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15)
통합 물관리(2018)

물 환경

소규모 하수처리장(1996)
하수처리장 유입수농도(2002)

하수도 종합정비사업(2006)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11)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 개선방안(2014)
서울시 물길조성 활성화(2017)

난지/서남물재생센터 가동(1994)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으로 개편(2010)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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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원·생태
소중한공원녹지와도시생태보전
⚫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생태, 시민 참여형 녹지 조성 지원
⚫ 한강 생태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사 연구 지속
⚫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지키는 일, 사람과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사는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공원·생태 분야 주요 연구 흐름

공원녹지

생태복원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녹지확충(1997)
밀레니엄 공원(2000)

공원녹지 기본계획(2005)
생활권 공원(2008)

민간기여 공원녹지 확대(2012)
공원운영관리체계(2019)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1996)
한강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1999)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05)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마련(2014)

서울시 비오톱 유형별 생태계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2001~2003)

비오톱현황조사(2000)
도시생태현황도 정비(200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2010)
도시생태현황도 정비(2015)

한강생태계 조사(1993~2022)
‘서울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정(1999)

푸른도시국 신설(2005)

도시농업원년 선포(20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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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재난관리의사전조치와사후대응까지

⚫ 지진, 붕괴,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 제시
⚫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연구 지속

재난 분야 주요 연구 흐름

취약지 대책

재난대응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상습침수지역 관리(2002)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 방안(2010)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2011~2014)
복합재난 관리체계(2020)

GIS와 도시방재시스템(1997)
지진대응 모델(1998)

재해관리구역(2005)
재난위험도 평가, 안전지수(2010)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2015)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2021)

-

서울시 방재지도(2004)
다중이용업소 피난 및 집중관리지역
구역화(2009)

재난대응계획 및 표준행동절차서(2016)
119출동 상황관리 개선(2018)
산지방재과 신설(2011)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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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
전략과기술로고도화하는안전관리

⚫ 도시의 안전전략 최초 수립
⚫ 서울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본계획
⚫ 안전관리 및 정보 시스템 고도화 기반
마련 및 방안 제시

안전 분야 주요 연구 흐름
민선 1~2기
(1992~2002)

민선 3~5기
(2002~2011)

민선 5~7기
(2011~2021)

안전전략

위기관리체계(1993)

대규모 재난관리(2004)
안전한 도시 중장기 정책방향(2011)

안전관리 기본계획(2014)

안전정보

지리정보체계(1993)
GIS 기본계획 및 데이터 구축(1998)

U-Seoul 마스터플랜(2005)
공간정보정책(2011)

공간정보정책(2017)
스마트 안전도시 기본계획(2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도시안전본부 신설(2010)

세월호 사건2014)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사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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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앞으로 안전환경의 연구 방향

안전하고 깨끗한 스마트도시를 향해

2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세미나

서울연구 30년

도시공간연구실 / 정상혁

2022.08.25

01 공간분야 연구동향
02 연구주제와 주요성과
03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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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 구 원

개원30 주년

기 념 세미 나

『 서울 연 구

3 0년 사』

CHAPTER

01

공간분야 연구동향

1990년대 서울은 개발이 낳은 부작용을 성찰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삶의질 향상으로 정책방향이 전환하던 시기
1990년
1,060만명

1,200만명

2020년
959만명

(10,603,250명)

2050년
792만명

(9,586,195명)

1,000만명

(7,918,861명)

서울연구원 개원

800만명

주택개발

계획적개발

섬세한관리

거점개발

1983 합동재개발법

2002 뉴타운법

2013 도시재생법

2020공공부지활용

600만명

400만명

1979

200만명

1997

2010

2050

2020

?

0

1960

1990

2000

2020

2030

204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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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야 연구동향

서울의 시정방향

서울의 공간적 범위가 현재의 605㎢가 확정된 1990년 정점으로

저성장기 성숙도시를 향한 공간정책과 공간전략을 지원
개원~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5기전반

민선5기~7기전반

(‘95~’97 조순시정)

(’98 ~’02 고건시정)

(’02 ~’06 이명박시정)

(’06 ~’11 오세훈시정)

(’11 ~’21 박원순시정)

지방자치

주거지 고밀화

국제이벤트

저성장

도시경쟁력

• 도시기본계획수립위한기초연구
• 2011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

•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수립
• 북촌등도심특성보존위한연구

• 청계천복원및타당성
조사및기본계획
• 청계천복원에따른도심부발전계획

• 용도지역 세분화 등 주거지역

• 도시관리 및토지이용 관리체계

• 뉴타운계획및사업 추진
• 마곡지구개발구상
• 문정·장지개발구상

개발밀도관리
• 서울의 성장관리기법 연구 등
무분별한확산,고밀개발대응

정비
• 월드컵 준비와DMC개발

공간재편

• 도심재창조종합계획
• 한강르네상스기본구상
• 디자인서울

• 뉴타운사업 후속추진방안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등

도시재생

시민참여

• 서울형도시재생 및사업추진
• 역사도심기본계획재정비
• 역사문화도시정체성강화

• 시민참여기반도시미래상및
발전방향 정립
• ‘2030서울플랜’추진
• 높이관리원칙마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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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야 연구동향

30년간 연구동향

복잡 다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여 연구과제의 양적 확대
7개 공간주제에 대한 시정현안과 미래대응 과제 수행

연구 건수

330

350
300
250
200

126

150

97
100

68

67

개원~민선1기

민선 2기

50
0
민선3기

민선4~5기

민선5~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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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서 울 연 구 원

개 원 3 0 주 년

기 념 세 미 나

『 서 울 연 구

3 0 년 사 』

CHAPTER

02

연구주제와 주요성과

30년 연구 주제

계획과 개발, 관리와 재생의 범주안에서 7개 연구주제로 성과달성
1

미래 서울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2

서울의 여건변화와 도시관리체계

3 서울의 특성을 살리는 도심부 관리와 정비
4

주거지 관리와 정비의 관점 변화

5

서울의 경관관리와 역사문화자원 보전

6

공공토지자원 활용과 전략거점 개발

7

지역균형발전과 서울형 도시재생
8

CHAPTER

02

도시공간 연구성과

01 미래도시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서울의 공간구조 현재를 진단하고 다핵화 미래도시 준비
최근연구는 논의에 머물렀던 미래 서울의 구체적 비전을 과감히 제시
01

02

저성장 고령화 본격화

성숙도시를 향한 방향과 전략 모색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디지털전환

대전환시대 대응하는 공간전략 모색

• 「저성장시대서울의도시정책을말하다」(2015)
• 「도전받는공간:성숙도시서울」(2016)

• 「4차산업혁명시대스마트시티서울의비전과실현전략」(2018)
• 「디지털전환에따른도시생활과공간변화」(2020)

지속적인 공간구조 연구는 법정 도시기본계획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
03

04

도시계획의 근간인 도시공간구조

중심지 분석과 체계의 조정

정치적 이슈로 한정되었던 남북이슈

남북 도시구조 비교연구 시도

• 「서울시중심지위계설정과재정립에관한연구」(1992)
• 「서울도시계획중심지에대한평가및위계재정립방안연구」(2009)
• 「서울시광역중심기능진단과육성방안」(2018)
• 「서울과평양의도시계획이념및공간구조비교연구」(2004)
• 서울평양간도시계획분야도시교류기초연구」(2015~2017)

CHAPTER

02

도시공간 연구성과

01 미래도시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철도망 구축 등으로 서울의 광역화에 대응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광역경제권 구상
경인메가로폴리스 등 광역시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전략 선도적 제안
01

02

광역차원의 이슈 및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 경제권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응

서울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모색

•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2007)
• 「수도권종합발전계획」(2018)
• 「204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및대도시권계획체계구축방안」(2019~2021)
• 「수도권광역경제권발전계획」(2008)
• 「메가시티서울의경쟁력강화를위한공간구조진단및교통체계개편전략」(2009)
• 「경인메가로폴리스구상의구체화를위한추진전략에관한연구」(2010)
<서울대도시권발전전략(안)>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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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연구성과

01 미래도시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1981년 도시기본계획 법정화 이후 총 4차례 참여 (2040 계획 진행중)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구심점 역할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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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연구성과

01 미래도시 공간구상과 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중간단위계획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국 최초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기틀 마련
01

02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통한

생활권계획 도입

생활권계획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생활권계획의 개선방향 제시
<생활권계획도입에따른서울시도시계획체계개편>

• 「일본의도시계획체계와생활권계획의운영실태연구:동경도를중심으로」(2005)
• 「도시기본계획에따른서울의생활권계획도입및운영방안연구」(2011)
• 「서울시생활권계획의수립및운영방안」(2013)
• 「서울시생활권계획의활용및운영방향」(2017)
• 「2030서울생활권계획백서」(2019)
• 「서울시지역생활권계획운영실태진단과재정비방향」(2021)

<5개권역생활권과116개지역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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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연구성과

02 서울의 여건변화와 도시관리체계

메가시티 서울이 당면하는 여건을 반영, 새로운 계획관리 패러다임 제시

지역특성에 맞는 섬세한 관리, 서울형 도시관리체계 마련
01

02

02

노후주거지 재개발에 따른 적정밀도관리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연구

용도지역의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용도지역 관리 유연화 연구
정책방향과 법정계획의 정합성 유지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서울시도시관리계획체계개편방향>

• 「서울시용도지역세분화기준설정연구」(1996)
• 「서울시일반주거지역세분화매뉴얼편람」(2001)
• 「서울시주거지역세분계획의실현방안연구」(2001)
• 「도시계획체계유연화방안연구」(2010)
• 「서울시상업지역의밀도및용도의차등관리방안」(2012)
• 「중심지체계실현성강화를위한용도지역관리개선방안」(2015)
• 「서울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2012)
• 「서울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2019)
<서울시신규상업지역유형별차등관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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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연구성과

02 서울의 여건변화와 도시관리체계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개별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수립· 개선방안 모색
01

02

03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도시자연환경 보호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
지역특성 강화 및지역단위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과 운영
장래 도시성장 유도 및시민삶의 질향상

도시계획시설 이용 고도화

•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의우선해제지역선정및조정방안연구」(2002)
• 「서울시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실태평가및개선방향」(2010)
• 「도시자연공원실효대비종합적관리방안연구」(2016)
• 「지구단위계획제도도입방안연구」(2000)
• 「서울시지구단위계획종합운영계획」(2006)
•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0)
• 「도시계획시설의중복·복합화에따른효율적운용방안연구」(2010)
• 「도시계획시설기능고도화방안연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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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연구성과

03 서울의 특성을 살리는 도심부 관리와 정비

2000년 이후 역사성과 장소성 회복, 역사문화자원 보존

도심부의 종합적인 관리방향과 도심 재개발 정책 방향 제시
도심부
관리계획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으로만 관리되던 도심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서울시 도심재개발 정책방향과 기본 골격 제시

2000년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총4차례 수립, 일관된 도시관리방향 제시

2001년, 2005년, 2010년 세차례에 걸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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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연구성과

03 서울의 특성을 살리는 도심부 관리와 정비

2000년 이후 역사문화와 사람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정책 전개

역사와 활력의 공존을 위한 도심정책의 구심점,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 전면철거도심재개발방식의한계
• 다양성을존중하는도심활용전략수립필요성증대

• 도심부 장기발전방향을정립하고지속적수정보완을통해일관된도시관리체계마련
• 보존과개발의상반된의견을조율→선택이아닌균형과조화를관리기조로정립
• 도심부관리범위를한양도성으로확대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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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의 특성을 살리는 도심부 관리와 정비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의 관리방향과 세부지침을 정비구역에 반영

세 차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1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
•
•
•

도심부관리기본계획(2000)반영·재정비
도심특성보유지역재개발구역지정금지
용적률강화및높이강화(90m이하)
구역별유도기준마련

2005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0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
반영·재정비
• 뉴타운/균촉지구도심재개발구역포함
• 미시행사업지구개발촉진책마련
-건축물높이완화,용적률인센티브등

• 도심부재창조종합계획등반영·재정비
• 지역중심급중심지까지예정구역확대
•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 제도화
및시범적용(공평구역일부)
• 공공성에따른인센티브차등적용

도심부 특성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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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거지 관리와 정비의 관점 변화

1990년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지역 난개발 이슈와 종세분화 법제화

지역특성별 관리를 위한 세분화 방법과 절차를 제안
01

02

03

1992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법적근거 마련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사전준비
2000년 주거지 세분화 의무화, 도시계획조례 제정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 제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종별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도시계획재정비(용도지역세분화)」(1998)
• 「서울시주거지역세분계획의실현방안」(2001)

• 「일반주거지역세분화매뉴얼」(2001)
• 「자치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의조정과종합화연구」(2004)

• 「서울시일반주거지역종별관리방안」(2006)
• 「재개발·재건축에의한일반주거지역세분화관리방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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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도시·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일반주거지역 밀도관리 연구
주거지역
세분화

기존밀도의 하향조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밀도 세분화 연구 수행
1996년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8년에 걸쳐 실현가능성 연구, 도입적용 연구, 운용보완 연구 수행

• 「서울시용도지역세분화기준설정연구」(1996)
•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세분화매뉴얼편람」(2001)
• 「서울특별시주거지역세분계획의실현방안연구」(2001)

배경

기성시가지 내과도한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로 적정밀도 필요성

2002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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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

주거지 정비원칙을 담은 최초의 기본계획, 대안모델 연구도 병행
01

02

03

1998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최초의 기본계획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2년 도시정비법 개정에 발맞춰

•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8)

•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2006)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무분별한 전면철거, 고층고밀개발 양산

대안적 정비모델 개발

<현재>

• 「일반주택지역의정비모델개발」(1994)
• 「구릉지재개발아파트의대안적형태개발」(1995)
<1단계(안)>

주거지 정비의 원칙과 방향, 정비사업의 대안적 모델 제시

<2단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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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철거형 재개발·재건축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두

지역특성과 사람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점과 대안 모색
01

02

2000년 이후 마을만들기, 수복형, 결합개발 등

다양한 정비방식 연구 시도
기존 정비사업의 실태 진단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 「주거지환경개선을위한마을만들기활성화방안연구」(2006)
• 「서울시일반주택지내과다열가구밀집지역의가구단위정비모델개발」(2006)
• 일반주택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슈퍼블록단위통합연계방안(2020)
• 「주거지정비사업의합리적인공공성확보방안연구」(2014)
• 「서울시저층주거지리모델링활성화구역개선방안」(2016)
• 서울시저층주거지실태와개선방향(2016)

B

B
’

B
B
’

유형별 주거지 관리,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 저층 주거지관리 등 다양한 접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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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울의 경관관리와 역사문화자원 보존

2000년대 이후 서울만의 정체성 보호와 시민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

경관 관리와 형성, 도시자산 발굴과 관리 계획을 선도
01

02

03

04

2007년 경관법 제정이후 전국최초 수립

경관관리 원칙과 가이드라인 마련
수변의 경관과 토지이용 다양화

한강과 지천 수변공간과 경관관리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보전 노력

역사문화자원, 건축자산 발굴과 보전
서울미래유산마스터플랜등

시민사회의 문화유산 보전 참여

• 서울시도시경관관리방안연구(1993, 1994, 1997)
• 「서울시기본경관계획」(2009), 「수변자연녹지역사문화경관계획」(2010)
• 서울시경관계획재정비(2016)
• 「한강연접지역경관관리방안연구」(2014)
• 「한강르네상스기본계획및장기구상」(2007)
• 한강지천지역발전방안(2008)

• 「서울북경동경역사문화보전정책」(2004)
• 「옛길의가치규명과옛길가꾸기기본방향연구」(2009)
• 건축자산발굴및실태조사(2019, 2020)

•
•
•
•

「서울미래유산마스터플랜」(2013)
「서울미래유산발굴및스토리텔링방안」(2014)
서울미래유산기본계획(2018)
2020 서울미래유산발굴및활용방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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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공토지자원의 활용과 전략거점 개발

시가화 완료에 따른 가용토지 한계, 도시발전에 따른 공간수요는 증가

서울시 보유자산 DB구축과 효율적 활용 시스템 도입
01

02

03

시유지 및공공부지 혼재지역 등

공공토지자원 DB구축 및 활용구상
공공부지 개발 및운영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화
활용 가이드라인+활용시스템+활용 프로세스 등

공공토지자원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시

• 「공공토지자원활용기본구상및사업화방안수립」(2016)
• 「공공부지혼재지역의협력적활용방안수립」(2017)
• 「공공토지자원의수요맞춤형활용계획수립」(2018)

• 「공공부지를활용한민간협력적사업모델개발」(2020)
• 「서울시내공공자산효율적운용방안마련용역」(2022예정)

• 「서울시공공토지자원활용기본계획수립」(2022)

활용시뮬레이션
단독개발형

필터링

전략활용형
용도복합형

(±5)

국공유지연계형

소유와 이용 혼재실태 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활용방향과 사업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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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성장기 서울의 개발수요에 대응

전략거점 육성 및 특정 시가지 개발
01

02

03

용산, 상암, 마곡 등

주요 전략거점에 대한 개발구상
이태원, 인사동, 창동·상계, 양재·우면 등

면(面) 단위 특정시가지 관리·정비
시민광장, 유효철도부지, 지하공간 등

대규모 공공공간 및 부지 활용
<용산지역개발기본계획>

• 「용산지역개발기본계획」(1995)
• 「상암지구새서울타운발전구상용역」(1999)
• 「마곡, 문정지역종합개발구상및전략수립학술용역」(2004)
•
•
•
•

「이태원가로환경개선디자인2002: 기본계획및기본설계」(2002)
「인사동문화지구업종실태조사및업종규제세분화방안」(2002)
「창동·상계지역전략적개발구상」(2010)
「양재·우면R&D 지구육성종합계획수립」(2016)

•
•
•
•

「시민광장조성기본계획연구:시청앞, 광화문, 숭례문광장」(2003)
「서울시유휴철도부지활용방안연구」(2004)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수립」(2004)
마포석유비축기지(2014), 노들섬(2015), 서울혁신파크전면부지(2020) 등

<상암새천년신도시기본계획>

<마곡지구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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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역균형발전과 서울형 도시재생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뉴타운사업의 평가와 개선, 출구전략과 대안모색 지원
01

02

저가 주택멸실, 원주민 재정착, 주거양극화 등

뉴타운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제시
2012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와 출구전략
<뉴타운수습방안:추진현황>

• 「뉴타운사업원주민재정착율제고방안」(2007)
• 「서울시뉴타운사업의추진실태와개선과제」(2008)
• 「뉴타운사업의단계적시행방안연구」(2008)
• 「뉴타운·재개발해제지역실태조사분석연구」(2013)
• 「서울시주거재생지원모델의실행방안연구」(2015)
• 「뉴타운·재개발해제지역실태분석과주거재생방향」(2018)
<해제지역주거재생을위한4대추진전략>

해제구역의 특성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향후 해제구역의 공적지원 방향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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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수도권 집중과 강남북 지역격차 이슈

대외적으로 분권형 지역발전, 대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모색
01

02

수도권 및전국토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 「분권형지역발전과수도권성장관리기반구축을위한실행전략모색」(2005)
• 「지역간격차해소를위한상생발전방안과서울시역할」(2012)
• 「수도권지역내격차완화를위한상생협력방안연구」(2013)

서울시 지역간격차 해소와 균형성장을 위한

• 「서울시지역균형발전을위한실태분석및정책방향설정연구」(2018)
• 「서울시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2020)

지역상생을 위한 서울시 역할 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계획체계
<수도권과비수도권집중지표>

<서울시지역균형발전계획분야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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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서울형 도시재생 방향 정립
01

02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반 마련

서울형도시재생계획수립및체계구축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한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원

<저성장기서울형도시재생방향설정>

•
•
•
•

「도시재생정책국제비교연구: 영국과일본을중심으로」(2006)
「도시재생특별법제정에따른서울의대응과제와방향」(2013)
「2025 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2015)
「2017 서울형도시재생모니터링·평가체계」(2016)

• 「서울역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2016)
• 「중심시가지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공공임대시설확보방향」(2018)
•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도사업성과평가연구」(2019)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도모델13개소>

03

CHAPTER

서 울 연 구 원

개 원 3 0 주 년

기 념 세 미 나

『 서 울 연 구

3 0 년 사 』

CHAPTER

03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

여건변화와 연구방향

고도성장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

대전환의 시대, 도시공간의 미래 준비
서울은2000년대이후디지털전환을겪어왔고도시의기능도서서히변화
2020년이후코로나19가지속되는상황도2년이상이어지고있어
이러한대전환은서울뿐아니라모든글로벌대도시가동시다발적으로겪고있는상황
각도시는그대응전략을치열하게준비중

속도감 있는
연구

융복합적
전망

과감한
정책 대안

도시공간의 큰 그림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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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

도전가능한 미래비전과 적용가능한 정책솔루션을 함께 연구
01

당면과제
광역대도시권,

지역균형발전,
부동산문제등

지속되는 이슈에 정책대응 절실

02

주요과제
서울비전과서울플랜이제시한

공간주제의 실현화 연구

03

연구방식 다양화

서울시정과민간의중간영역에서

이론적
실현성 담보
+
기초연구
정책연구

①보행생활권재구성
②정비사업통한양질주택공급
③높이규제완화따른경관관리
④도시기반시설입체복합화
⑤수변·녹지어우러진쾌적한도시공간

모든연구를수행할수있는장점활용

이론-정책-실현-모니터링 순환체계

①분야간융복합연구와외부협업강화
②분야전문가와다차원적협업플랫폼

기초연구와정책방향역할에서나아가
현장밀착형대안과구체적해법제시
3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