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과제명 제안자 소속

입 선
(44명)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보(洑) 현황조사 신** 환경운동연합

서울시불법주정차사고규모추정및사고감소방안 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서울시민 조깅코스 발굴에 대한 연구 임** 00엔지니어링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확산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사업

평가
남** 서울대학교

기부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조성 연구 전** 시민

초중고 코딩교육 비용절감과 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연

구
이** 시민

교통사고 시, 응급처치 안전제고 연구 전** 시민

환승시간 연장가능 단말기 설치에 따른 환승센터 활성화 및 대

중교통 이용률 활성화 방안
장** 서울대학교

지적자원의 공유플랫폼 연구 개발 김**
교육공동체 단재

(대안학교)

미래사회의가족형태다양화로인한실태파악및정책개선 홍** 시민

대중교통 운임체계 개선 연구 한** 미래철도DB

고가형 궤도열차(cTrain)를 통한 서울시 도시공원 접근성 향

상 방안
유** ㈜동양건설산업

서울 대중교통 노선도 개선 연구 한** 미래철도DB



구분 과제명 제안자 소속

입 선 서울시 길거리 쓰레기통 실태와 추가 설치의 제고: 서울의 상

징물로 나아가는 휴지통
백** 시민

(계속)

서울시 환경 연구 제안 양** 시민

소규모 건축공사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모델 표준화 김** (주)이명건설

유용미생물(EM)을 함유한 물을 이용한 도로물청소차 청소 김** 시민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킴 최**
지렁이와 숲생태교육 

협동조합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작은제안 김** 시민

집회 기념 연구 최** 서울대학교 학부생

푸드트럭을활용한 서울형관광특화 거리조성방안 연구 -싱가폴

호커센터사례를바탕으로
남** 서울대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실효성과 미래 박** 시민

가로수길 색으로 길찾기 김** 시민

버스 공영차고지 미운행 차량 공유를 통한 주차 공간 최적 활

용 타당성 검토
서** 시민

거스름돈의 전산화 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생

서울동네 미세먼지를 줄이자 한** 시민



구분 과제명 제안자 소속

입 선
LED 버스노선표 이**

국립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계속)

새벽 심야 시간 대 버스 운행 효율 증진을 위한 ‘중간 차고지’

연구
박**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Home Brilliant Home 이**
상명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서울시 전쟁기념관 명칭 변경의 건 송**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지역 단위 상부상조 육아 지원 파트너

추천 시스템 구축
박** (주)교원

꽃향기와 함께하는 미술관 신** 시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효과 신** 시민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특성 및 방안 조** 시민

복지 물품 대여 문화 활성화 이** 시민

다중이용시설이용시재난재해안전한대피제안 이** 시민

해시태그를 이용한 신문고 정책 제안 및 실효성 연구 박**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서울시 야간고궁관람 업무개선의 건 송**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도시 지하화에 따른 서울의 통합적 발전방향 제시 홍** 시민



구분 과제명 제안자 소속

입 선
Connected Seoul with Green Sharing 박** 한국스마트카드

(계속)

서울시 스트레스 맵 연구 신**
 프리랜서 

기획자

역사및우리문화재를다양한방법으로소개해요 유** 방과 후 강사

시민들의 참여형 I SEOUL U 브랜드 가치 활성화 방안 신** 시민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조성방안 김**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