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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구정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한국정책대상 정책상 수상 

- 4일, 제9회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25개자치구구정연구단 설립등성과 높이평가

- 지역 수요 반영한 현장 연구 지원을 위해, 서울시-서울연구원-25개 자치구가 협력

- 서울시 구정연구단이 ‘자치분권시대에 중추적 연구조직으로 발전 할 것’ 기대 모아

□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구

정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제9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한국정책학

회 주최)에서 ‘정책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은 한국정책

학회 동계학술대회와 함께 12월 4일 오후 1시 춘천세종호텔에서

열렸다.

□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공유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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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은 2019년 2월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정책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구정연구단은 서울특별시장 · 서울연구원장 ·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 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자치구 연구 및 정책개발지원을 위해 만들

어진 서울시 자치구 내 연구조직이다.

○ 각 구정연구단은 연구단장 1명, 연구장 3∼4명, 행정직 2∼3명 등

연구단별 평균 7명 수준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구정연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자치구 구정연구에 필요한 인력,

예산 일부를 상호협력하에 지원 중에 있다.

□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는 2019년 도입기 이후 2020년 성장

기를 거친 구정연구단이 2021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구정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거듭해왔다.

○ 센터는 ▲연구인력 지원 및 관리 등의 연구기반 구축지원 ▲공동자

문회의 및 교육훈련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지원 ▲연구자 간담회 및

협력과제 발굴 · 수행지원을 통한 연구협력 연계지원 ▲구정연구지

원센터 뉴스레터 발간 및 온라인 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연

구성과 확산지원 등의 주요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 특히 지난 9월 18일(금)에는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 펼쳐온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2020 정책박람회-민주주의

주간」과 연계하여 「자치구를 연구하다」라는 주제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 외에도 서울연구원 · 구정연구단 · 외부전문기관 간 연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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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총 8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구정연구단 협력과제 지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중이

다.

□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2019년 5월 각 자치구에 구정연구단이 설

립된 이후 구정연구단은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자치구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연구를 발굴하고 수행해왔다. 국내 최고의 정

책전문 학회인 한국정책학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

력을 높이 평가 받아 매우 기쁘다. 이를 계기로 구정연구단이 자치분

권시대에 구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조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를 기대한다. 서울연구원도 자치구가 고민하는 문제해결과 구정연구

단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한국정책학회 제9회 정책대상’ 정책상 수상 사진 자료.(별도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