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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

도시는 성장과 변화를 겪으며 주거와 환경, 교통 등의 도시문제가 파생되었고 이를 위하여 각국에서는 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해법으로 대응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효율적인 도시정

비를 추구하고자 했으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이 

대두되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추진된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2017년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2020년 현재 신월3동, 목3동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목2동 관리형주거환경

개선사업, 목4동 생활SOC개선사업,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등 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재생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커뮤니티 단절 등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지속가능한 대안

으로서 스마트도시가 주목받게 되었다.1990년대 말부터 논의된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도시는 2017년 스

마트도시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재생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낮은 체감도 등의 비판과 함께 스마트도시

의 구축 뿐 아니라 관리와 운영, 산업진흥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도시

는 도시 발전 단계에 따라 신규개발의 국가시범도시, 도시운영단계의 데이터 허브모델과 테마형 특화단지, 

그리고 노후·쇠퇴 단계의 스마트도시재생의 3단계로 구분하여 주요적용기술을 차별화하고 있다.

양천구는 2019년부터 ‘서울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복지, 환경 분야)’로 선정되어 다양한 관련 사업

을 추진 중이며 각종 공모사업과 구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선정된 목3동의 ‘생활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은 기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

로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한다는 일종의 스마트도시재생 사업

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도시는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스마

트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의 융합으로 양천구의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재생 구현

이 연구에서는 주거지의 비율과 인구 밀도가 높으며 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심한 양천구의 도시문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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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천구의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을 연

구하였다.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 스마트도시재생의 흐름과 정책을 파악하고 스마트도시재생의 국내외 사례

를 분석하였으며 양천구의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지인 신월3동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의 노후,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침체된 경

제활동의 개선이 절실함을 파악하였고 이를 위하여 구상중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반영하였다. 사용자

중심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지의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주민은 스마

트도시를 통하여 주거 및 환경 문제와 산업·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도시재생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하고, 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해결이 잘 될 것이라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지역문제의 심각성-중요도-해결에 대한 기대정도 (주민수요분석 결과)

이를 해결을 위하여 스마트 원스톱 집수리 플랫폼, 스마트 방역과 지능형 CCTV등의 주거 및 환경관련 스

마트도시 서비스와 노약자 안전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복지와 교육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후주거지에 적용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외에 사운드스케이

프를 활용한 소음마스킹과 AIC(Aging in Community)프로그램 적용 등 주민참여의 리빙랩과 함께 실험적

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와 소통기반의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특구 구축

양천구는 그간 진행해 온 스마트시티 특구로서의 경험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와 환경 분야에서 더

욱 다양한 실증과 솔루션을 시도할 것이며, 교육 도시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스마트도시

양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의 니즈와 실험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거친 

솔루션과, 사용자의 경험이 축적되어 진화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스마트도시를 병행하여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재생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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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배경 및 목적

1) 도시화와 정책변화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따른 인구유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

는 도시화의 문제점은 양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성장 뒤에 수반

되어 나타났다. 또한 기계적 대량생산에서 IT등 신산업 체계로 산업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도시기능도 변모하여 기존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택부족과 주거환

경 악화를 경험하게 되어 「도시재개발법」등을 제정하며 고밀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파

생된 지역 간 불균형과 도시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을 시도해 왔다.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이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점진적 개발이나 환경개선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보다는 사업성 위주의 추진으로 원주민에게는 사회적 차별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지역

의 특수성과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도시재생’의 철학적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는 반성이 뒤따

랐다.1) 이러한 물리적 공간문제 외에도 도시화는 환경, 교통 등의 문제와 정보의 소외 같은 사회

적 문제도 복합적으로 파생시키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는 이를 위해 나타난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2)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

양천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공원과 체육시설, 도서관등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

며 교육도시로 명성이 높다. 또 한편으로는 인구밀도가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높고(27,050명/

㎢), 주거지 면적비율도 높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뿐 아니라 저층의 연립, 다세대, 다가구도 밀

집되어 있다. 또한 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매우 높아 서울시의 30년 이상 주택수를 살펴보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볼 수 있다.(그림 1-1)

1) 도시재생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따른 인식 및 정책변화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박진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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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시 자치구별 노후주택 수(국가통계포털, 2018년 기준)

주택 뿐 아니라 도로나 교량 등의 도시 인프라의 노후도도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공급위주에

서 유지·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 또한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등

의 생활 SOC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균등 분배가 아닌 10분 거리를 고려한 공급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발전에 따른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

적인 도시 관리 정책이 대두되었고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등 도시쇠퇴지표를 기준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시행하고 있다.

4) 도시재생정책의 변화와 스마트도시의 접목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고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위주에서 도시재생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포괄적인 측면

에서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추진이 더디고,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

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계획수립과정이 복잡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일도 까다로우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3)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017년 ‘도시재생뉴딜’이라는 국정과제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공공 재정 투여를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인구감소와 지방위기에 대응하기 위

2) 서울시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2019 서울시

3) 체감형 도시재생을 기대한다. 2019. 월간 공공정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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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축적 지역혁신거점 조성,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도시쇠퇴 제어와 삶의 질 개선, 지역 주

도 추진 등의 핵심 정책목표아래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 뉴딜사업이 4년차에 접어들며, 지난해 추진결과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경우 신규 사업에

서 배제하거나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위한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발표된 도시

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선정 축소 및 신재생 수단을 사업화하여 수시 지정 

하는 등, 실행력 높은 사업의 비중을 확보하여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에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재생 목표를 효과

적으로 달성하는 스마트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는 실

현가능성, 주민 참여 등의 체감효과가 중요한 도시재생의 주요 키워드에 부합한다. 그러나 도시

재생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인한 획일적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적용과 거버넌스의 미흡함이 문제되고 있다. 

4)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필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은 2017년 도시재생사업지중 시범지역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 2020년 5곳 내외로 선정예정이며, 신규 시범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등도 

추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서비스를 발굴·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시티의 개

념은 낙후되고 불편한 주민의 생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표 1-1)

기존 시가지의 공통된 도시문제 중 교통체증이나 주차부족의 문제를 기존에는 물리적인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해결하고자 했다면 스마트도시는 도로상황과 우회도로를 알려주고, 공유주차 

등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 도시문제 해결방식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해결방식

∙도시기반시설 확대
∙교통체증 발생 → 도로확대
∙범죄발생 증가 → 경찰력 확대
∙전기소비 급증 → 발전소 확대

∙스마트서비스 제공
∙교통체증 발생 → 우회도로 정보제공
∙범죄발생 증가 →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전기소비 급증 → 실시간 전기요금정보 제공

자료: 스마트도시 해외동향 및 시사점, 2015 ⌜국토정책 Brief⌟529, 국토연구원 

[표 1-1] 도시문제 해결방식의 변화

그러나 한정된 예산, 기술개발의 한계, 민·관 협력 체계의 미흡으로 신도시나 기존 진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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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만족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된다. 스

마트도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그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통합된 

시스템 속에 끼워 맞추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도시는 첨단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단순히 지역주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용자라는 인식아래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

으로 높이는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하에 노후화된 도시의 다양한 문제, 스마트도시의 포용성, 지속가능한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라는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천구의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

시재생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양천구의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 후 현황분석과 결론

도출로 구성하였으며,

1) 이론적 고찰에서는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재생의 선행연구를 통한 개념과 정의

를 파악하였고, 법과 제도, 국내사례를 검토하여 사업지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세

부 사업과 한계,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경향과 지속가능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2) 현황조사 및 수요분석은 양천구의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사업의 실적과 현황 및 계획을 검토

하고, 연구대상지의 물리적, 인문·사회적 현황과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천구는 목3동과 

신월 3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된 두 곳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도시재

생활성화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계획이 아닌 계획안을 반영하였다. 주

민수요조사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식정도와 기대정도, 중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로 지역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당초 설문조사 후 진행예정이었던 심층면접조사

와 시범 리빙랩 운영은 코로나-19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주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스마트도시서

비스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 기초연구의 결론에서는 현황분석 및 주민수요조사,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안)을 결합하여 신월3동 연구대상지의 스마트도시재생 방향과 세부구상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안을 포함하여 양천구의 스마트도시재생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도시계획, 스마트도시, 건축, 스마트리빙랩, 지자체 공무원- 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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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으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무르익고 주민의 역량강화와 눈높이가 변화됨에 따라 세부

서비스의 선정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의 전

체 연구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ê

이론고찰 및 사례검토

개념·정의 법·제도 국내·외 사례

도시재생·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재생

ê

현황 및 수요 분석

양천구 현황 분석 연구대상지 현황분석 주민수요 분석

 ⦁도시재생사업
 ⦁스마트도시사업

⦁인문·사회 환경
⦁물리적 환경

⦁스마트도시인지도
⦁스마트도시중요도

⇣
현황분석의 종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ê
연구대상지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
연구대상지 

스마트도시재생의 세부계획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의 발전방향

⇣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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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재생의 이론고찰과

사례분석

1_스마트도시재생의 이론적 고찰

2_스마트도시재생의 법·제도 검토

3_스마트도시재생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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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도시재생의 이론적 고찰

1 ∙ 스마트도시·도시재생·스마트도시재생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 그리고 스마트도시재생의 등장 배경과 개념 정의, 주요 정책의 흐름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수립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1) 스마트도시(Smart City)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오염, 교통정체, 주거문제, 재해·재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인 도시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났으며  

시기별, 지역별, 주체별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주목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구현하는 사례는 많지만, 개념

에 대한 일치를 보기 힘들다.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은 지능 도시(intelligent city), 지식 도시

(knowledge city), 연결 도시(wired city), 디지털도시(digital city)를 지칭하는 식으로 혼용되

어 쓰이고, ‘스마트(smart)’라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에서도 이

와 관련된 무수한 수사들이 “스마트-갖다 붙이기(smart-label bandwagon)”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4)

스마트도시는 199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스마트공동체

(smart community)’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공동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시민들의 참여를 중요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역할이나 

서비스, 관련 일자리, 자본과 사회적 관계 구축이 스마트도시의 시발점이 되었다.

스마트 도시의 배경을 이재용(2018)5)은 도시계획적 측면과 글로벌 위기대응, 그리고 4차 산업혁

명의 도래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도시계획 측면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교외화의 문제점과 커뮤

니티 단절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토지이용의 복합화,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이라는 스마트 솔루션이 활용되었다. 또한 글로

벌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4) EU 스마트도시 모델과 발전전략 연구, 2019 고준호 외

5)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동향과 시사점, 2018 이재용,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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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 보다 더 확대된 범위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에너지 등의 수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함께 물리적 공간 및 가상공간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형

태가 나타나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사업들이 나타났다고 인식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

으로 스마트시티에 주목하며,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추진에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 유럽과 미국에서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라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논의되어 2004년 동탄 신도시를 시

작으로 추진된 사업은 2008년 U-City의 절차를 명시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률⌟의 제정되면서 스마트시티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그 이후 2014년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양되면서 기존의 택지개발 중심으로 U-City의 인프라가 구축되던 방식이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다. 

기존에 구축한 CCTV, 방법, 교통 시스템 등과 센서 등을 상호 연계하고 이를 위해 플랫폼을 구

축하여 상호 다른 서비스도 연결하게 되며 효율성 높은 스마트서비스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7년 기존의 스마트도시 구축절차가 중심이었던 U-City법을 ⌜스마트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스마트도시의 구축뿐 아니라 관리와 운영까지 포함하여 산업창출의 역

할을 포함하도록 하었다. 

2019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 선도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그림과 같이 4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6)

[그림 2-1]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도시발전단계에 따라 ➊ 신규개발단계로 국가시범도시, 거점신도시, ➋ 도시운영단계에는 데이

터 허브모델과 테마형 특화단지(챌린지), ➌ 노후·쇠퇴 단계의 스마트도시재생 의 3단계로 구분

6) https://smart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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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요 적용기술을 차별화하였다.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등의 국가시범도시를 구상하여 AI, 데이터, 블록체인

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다.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

업 솔루션의 실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있고‘ 리빙랩 

등의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스마트솔루션챌린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통하여 쇠퇴도시의 생활환경개선과 활력증진을 위해 해당지역

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그림 2-2)

[그림 2- 2]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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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Renewal/Revitalization)

도시재생 또한 스마트도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에  

의해 다소 차이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을 통

해 도시재생의 역사적, 정책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195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

장과 함께 주거, 환경, 교통 등의 도시문제가 파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 효

율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쇠퇴지역에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역

사와 환경,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경제와 교육, 문화를 고려한 도시재생

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은 도시의 인종 문제와 범죄문제 해결이라는 중앙중심의 정책에서 민·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전후 도시 정비와 개발사업의 추

진 방향에서 1990년대 이후 장기적 경제침체를 겪으며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

방정부, 민간개발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추진과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따라서 1960년대부터 폭발적

인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산된 무허가 판자촌, 불량주거지 등은 전면 철거, 고밀 위

주의 재개발 사업 등 양적 공급 정책으로 단시간에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부 효과가 있

었다.

1970년대에 ⌜도시계획법⌟,⌜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촉진법⌟, ⌜도시재개발법⌟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도시재정비사업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7)  또한 1987년에 제

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고밀주거의 개발 근거가 되었으며,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

업,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 이후 인구감소, 경제 활동의 위축과 도시 시설의 노후화 등

이 진행되며 지방 중소도시들은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등 도시쇠퇴가 진행

되었다.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거쳐 2005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 광역적인 도시정비방식으로 뉴타운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개발

로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서 원주민의 주거불안과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등의 한계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의 제고를 

통하여 지역성을 유지하며 기존 마을 만들기 운동 등의 공공 커뮤니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도

7) 도시재생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따른 인식 및 정책변화에 관한 고찰, 2012 박진수, 김진수, 대한 건축학회연합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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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생’을 장책방향으로 하여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의 체감도가 낮고 정부지원의 수준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가적 쇠퇴에 대응하여 지역주도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을 2017년에 도입하게 되었다. 2017년 68곳, 2018년 99곳, 2019년 116곳을  5개의 사업규모

별, 유형별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그림2-3) 또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가하여 선정하고 있다.8) 

[그림 2- 3] 2019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서울  (8) 부산 (7) 인천 (4) 광주 (4) 대구  (3)
대전  (2) 세종 (1) 울산 (2) 제주 (1) 경기 (11)
강원  (5) 충북 (7) 충남 (7) 전북 (7) 전남  (7)
경북 (10) 경남 (8)

8) 도시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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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도시재생

신도시 중심의 정책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는 쇠퇴하는 기성 시가지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넓은 범위로도 작동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나 뉴타운 사업의 경우 건설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ICT 기술이 크게 부각

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재활성화까지 포괄하는 개

념으로 확대되면서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

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9)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최종

적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스마트기술이 적용되며 일반화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도시정책과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연계하여 쇠퇴하고 낙후된 기존도

시에 체감도 높은 솔루션을 접목하는 스마트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우

리나라의 실제 스마트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초기이거나 계획 중이므로 그 정의와 평가가 이르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이라는 공통적인 주요 키워드 아래 스마트도시재생의 개념

이 정의되고 있다.

임재빈(2019)은 도시재생의 영역이 환경, 경제, 사회 등으로 확장되면서 이를 돕는 기술에의 수

요가 높아지고 여기에 신기술의 보급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의 융합이 필

연적이며, 도시재생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스마트기술은 드물기 때문에 지역 활력 회복

이 목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인프라 개선 위주가 아닌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재생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현(2017)은 도시재생의 목표에 스마트도시시설의 도입방안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성시가지의 스마트도시시설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정책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제 대상지

에 단계별, 유형별 스마트도시시설을 구분하였다.

신도시 위주의 스마트도시와는 달리 기존도시의 스마트도시재생은 차별화가 되어야 하며 주민의 

니즈에 근거한 스마트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이영은외, 2019)에서는 지역맞춤형 서비스 

등 실질적인 기술적 지원과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지역의 차별성이 중요한 스마트도시재생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로 박희요(2018)는 역사와 문화자

원을 바탕으로 한 장소중심 스마트도시재생 방안연구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주민의 귀속감을 강화시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 대응하고자 했다.

구체적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승후(2020)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분석하고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스마트기술을 도출하고 범주를 분류하여 분야별 계획을 제안하였다.

9) 스마트도시재생 계획체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19 전우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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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

스마트도시가 ‘똑똑한(smart)’이라는 조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시의 플랫폼이 사용자의 요구들

에 맞게 적응(adapt)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고도의 발전된 기술이 운영하는 ‘지능적

인(intelligent)’ 도시의 모습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은 그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

의 접근가능성과 전반적인 스마트도시 시스템의 사용가능성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수용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민관 제도들과 도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하는 것이 스마트도시를 이루는 각 요소들의 구체적인 내용

이다.10) 

스마트도시가 사용자와 지역여건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만나 스마트도시재생을 이루어 가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성장이 둔화하거나 정체된 노후쇠퇴 도심의 경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한 고효율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의 도입이 중요하다. 또한 아

래 그림과 같이 지역현황을 기반으로 한 수요분석, 민·관·학의 협의체인 거버넌스 구축, 주민 삶

의 질 개선을 우선으로 한 스마트솔루션 발굴과 기본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그림 2-4)11)

[그림 2- 4]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10) 스마트시티를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2019 남태우 외

11)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표준모델 수립, 2019,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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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마트도시재생의 법·제도 검토

1 ∙ 스마트도시

1) 스마트도시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 2008. 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 도시법, 2017)로 개정12)되면서 2020년 3월 기준 총 25

회의 제·개정을 거치고 있다.

U-City정책이 신도시 중심의 공공주도 인프라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기성시가지의 소외, 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 미흡, 시민의 낮은 체감도가 비판이 있었다.13) 

이러한 U-City 건설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추진은 여건변화로 인해 한계를 보이며 건설분야에서 

확장하여 관리와 운영, 산업진흥을 명시하는 스마트도시로 개정되었다.(표 2-1 참고)

구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008.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7.3

제1조

목적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표 2- 1] U-City법과 스마트도시법

12)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미비하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시스템
이 연계ㆍ통합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이에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
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정· 재정 이유  2017.3. 국토부

13)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가능성과 활용방안, 2019, LH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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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에서 스마트도시로의 정책은 여건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장·진화해왔다. 

1단계는 2013년경까지의 U-City의 구축단계로 기본서비스와 요소기술, 통합플랫폼 등의 기술

개발과 함께 신도시·혁신도시 등에 고속정보통신망 시스템(ICT)를 구축하였고, 2단계는 2017년

경까지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을 중심으로 정보 및 시스템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3단계는 2018년 이후 스마트시티 본격화단계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

신생태계 등 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고 국가시범도시 조성 외에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14)(표 2-2)

1단계
U-City
(~2014)

2단계
시스템 구축

(2014~2017))
3단계

스마트시티 본격화
(2018~)

목표
건설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융·복합된 신성장 동력 육성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제공
도시 문제해결 및
혁신적 일자리 공간 창출

정보
개별 서비스 분야 내 정보 활용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제한적 양방향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 양방향 

플랫폼
개별 서비스 단위의
폐쇄형 플랫폼

폐쇄형+개방형 폐쇄형+개방형(확장)

제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스마트시티 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추진주체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중앙정부(개별)+지자체(일부) 중앙정부(협업)+지자체(확대)

대상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기존도시(일부) 신도시+기존도시(확대)

사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추진

극가시범도시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첼린지 사업 등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쇠퇴 도시)

[표 2- 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2)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범정부적 스마트도시의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해야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

화 기본법 및 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4) SMART CITY BROSCHURE,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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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U-City 추진 및 지자체 관련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제시를 위해 ⌜유

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수립(‘09,13)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09~’13)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4대 추진전략(제도마련, 기술

개발, U-City 산업육성, 국민체감 서비스)과 22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14~’18)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창조도시 구현‘이라는 비

전아래, 4대 추진 전략(국민 안전망 구축, U-City 확산 및 기술개발, 민간업체 지원, 해외진출)과 

10개 실천과제 제시하였고,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19~’23)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라는 비전아래, 4대 추진전략(맞춤형 모델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이니셔티브 강화)과 14개 실천과제 제시하였다.(표

2-3 참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2019~2023)

비전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는 첨단정보도시 구현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창조도시 
구현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목표
➊ 도시관리의 효율화
➋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➌ 도시서비스의 선진화

➊ U-City 확산
➋ 창조경제형 U-City 산업 
활성화
➌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➊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➋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➌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추진
전략

① 제도 기반 마련
② 핵심 기술 개발
③ U-City 산업 육성 지원
④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국민 
안전망 구축
② U-City 확산 및 관련 기술 
개발
③ 창조경제형 산업 실현을 위한 
민간 업체 지원
④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①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②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③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④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표 2- 3]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변화

제 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의 추진전략중 도시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의 신규 개발 단계에서는 혁신기술 창출이 중요한 이슈이며, 도시운영

단계의 국가전략 R&D 실증은 대구와 시흥 등에서 교통과 안전,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실용화 

단계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노후쇠퇴단계의 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형 도

시재생 뉴딜사업은 비용대비 효율적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해결형의 스마트도시 사업이자 도시재

생뉴딜사업으로 2017년 시법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까지 총 15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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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1) 도시재생법

‘주거환경개선’이라는 1970년대 도시개발 정책의 화두로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을 

거치며 ‘민간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의 시대를 열었고, 1980~1990년대를 거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회적 갈등과 난개발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균형발전’, ‘뉴타운사업’등은 투기와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2010년에는 누적되어가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

람과 장소중심의 재생’이라는 정책방향아래 2013년 ‘쇠퇴한 구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고 장소

성, 고유성, 주민참여 둥을 중시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5) 

구분 내용

도시재생법의 목적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 
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의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전략을 말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표 2- 4]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15)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매뉴얼 요약집. 2018 도시재생실증연구단,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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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도시재생의 추진과정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

생 기본방침에 의하여 입안된 도시재생전략계획(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또는 군수)을 확정하는 전략계획단계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및 지역주민)을 고시하고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다.(그림 2-5)

[그림 2- 5] 도시재생 추진절차 (https://www.city.go.k)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쇠퇴진단

에서부터 성과의 평가와 점검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된다.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è

지역자원 
조사 및 

잠재력 분석 è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è

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è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è

평가 및 점검 
계획

[그림 2- 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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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뉴딜의 추진과제와 사업유형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계획

편형적, 낮은 체감도, 정부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평가하며,  2018년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정책·사업의 주요 시책과 추진전략,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도시경

쟁력 강화와 노후·저층 주거지의 생활여건 악화 등에 본격 대응하고자 했다.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비젼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조성’이며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아래와 같이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그림 2-7)16)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

주거복지 ·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도시공간 
혁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선진국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 공급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컴팩트 네트워크 구축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민간 참여 모델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관리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주민과 
지역주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구축

상가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지원
✓임대료 안정공간(공동임대상가) 공급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그림 2- 7] 도시재생뉴딜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16) http://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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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대상지역의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개의 유형으로 구분

한다.17)

7사업유형 사업규모 사업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주거 

(5~10만㎡ 내외)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 마련 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골목상권 

(10∼15만㎡ 내외)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중심시가지형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사업 추진하여 상권 활력 
증진

경제기반형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 
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 형성 및 일자리 창출

[표2 – 5] 도시재생뉴딜의 사업유형

주거재생형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은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

히 공급하고,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주차장, 골목길 정비 등의 사업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공공·복지와 편의시설이 도입하는 주요기

반시설이나 주민참여, 지역특화, 부처협업과 민관협력이라는 주요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스마트도시재생의 추진 및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5곳 정도로 추가 선정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활성

화계획과 함께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노후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으로서 스마트도시재생은 대상지의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선정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서비스 선정 및 적용을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추진하도록 한다.

도시문제 
도출

è

스마트도시 
서비스도출

è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능 검토 è

스마트도시 
서비스 선정

è

스마트도시 
관리

è

평가 및 점검 
계획

[그림 2- 8] 스마트도시재생 추진 절차

 도시문제의 인식과 도출 후에 그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도출하고 해당 서비스 기능을 검토

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추진한다. 또한 선정된 서비스의 효율적 운

17)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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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의 추진절차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다.18)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쇠퇴진단 및 지역 자산 조사 도시문제 파악 쇠퇴도 평가를 위한 현황 공동 활용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도시문제 도출 도시문제 원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지역 현안 문제 도출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출 스마트기술로 해결 가능한 도시문제 도출

맞춤형 콘텐츠 발굴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능 도출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능 정의

사업구상 스마트도시서비스 선정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수립

[표 2-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 추진절차

2020년 스마트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5곳 선정예정이며, 지역재생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한 스마트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여 

주민체감효과가 우수한 사업 위주로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구 분 평가기준(항목) 배점　 증빙자료

거버넌스
(25)

스마트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구성 여부
(예: 지자체, 주민·상인협의체, 산업계, 
학계, 지원센터 등)

10 - 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도출 여부(기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대체 가능)

15
- 운영 결과 보고서, 회의록, 사진 등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계획
연관성
(20)

관련 계획 (스마트종합계획 등)과의 
정합성

5
- 관련 계획 내 해당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상(안) 등

혁신지구계획 또는 활성화계획과의 
연계성 (목표, 핵심전략 등)

15
- 계획(안) 상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등 

실현 
가능성 및 
사업 효과

(55)

사업추진(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가능성 (신속성)

20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착수 가능성 
(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 설계 또는 실행계획수립 용역결과 등)
- 사업추진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MOU 등)

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등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계획
(예: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타기관 
플랫폼 활용 등)

10
- 신규 서비스와 기존 스마트 인프라 연계 
세부계획 등 

사업화 모델 및 성과확산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 발굴, 구축 DB활용,성과확산 
방안 등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 
구체성(재원조달, 관련기관 협의 등)

10
- 사업종료 후 운영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관련기관 협의문서 등 

감점
(-10)

기존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사업 
추진실적

최대
-10

세부사업별 착 준공, 실 집행 실적 

[표 2- 7]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평가기준 등(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8) 스마트도시재생뉴딜사업 표준모델 수립, 2019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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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마트도시재생의 사례 분석

1 ∙ 스마트도시재생의 국내사례

1) 스마트도시재생 추진현황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총 6곳이 선정되었고,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이 

각 1곳,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이 4곳이다, 2018년에는 5곳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살리기형, 

경제기반형, 일반근린형이 각 1곳이고 중심시가지형이 2곳으로 2018년에 비해 사업유형이 다양

하게 선정되었다, 2019년에는 4곳이 선정되었으며 주거지지원형 1곳, 중심시가지형이 3곳으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19)

연번 선정시기 시도 대상지 사업명 사업유형

1

2017년

경기 고양시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 "활활활” 일반근린형

2 경기 남양주시 SLOW&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중심시가지형

3 경북 포항시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중심시가지형

4 세종 조치원읍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 조치원 ver2 중심시가지형

5 부산 사하구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주거지지원형

6 인천 부평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중심시가지형

7

2018년

충북 제천시 화산 속 문화와 사람을 잇는 의병 아카이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8 경북 포항시 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경제기반형

9 경남 김해시 3-방((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 타운 중심시가지형

10 대구 북구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 타운 중심시가지형

11 울산 동구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일반근린형

12

2019년

전남 순천시 생태 비지니스 플랫폼 순천역전 중심시가지형

13 경기 수원시 동문 밖 행복 삶터 연무마을 주거지지원형

14 강원 원주시 지나 온 기억을 공유하는 원주 원도심 어울림의 공간 중심시가지형

15 경남 진주시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 중심시가지형

[표 2- 8]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현황

 

19)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pp41 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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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선정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뉴딜사업

➀ 경기도 고양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1 ∙유형 : 일반근린형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6-13번지 일원(화전역 항공대 일원)

∙사업비전 : 활력, 활주로, 활성화, 주민과 학생의 상생협력기반, 화전지역의 상생활주로 “활·활·활 
프로젝트”

∙사업면적 :  144,399㎡ ∙총사업비 : 216.7억 원(스마트사업비 63억 원)

고양시는 화전역 일대에 4차 산업 혁신성장 과제인 ‘드론’과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 핵심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드론 앵커

센터’를 조성하여 ‘드론’을 주민과 학생의 생활안전 향상에 이용하는 등 드론산업을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2- 9]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 사업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드론 지킴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밤길, 등·하굣길에 여

성,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스마트시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생활안전 환경

을 구축할 예정이다. 혁신공간인 ‘드론 앵커센터’는 인근 항공대학교와 연계하여 드론 비행 관리, 

창업, 기업지원, 연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일반인을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28

위한 드론 체험, 홍보 및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기반

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20)

분야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내용

안전
최첨단 생활안전 환경 구축
(스마트드론 지킴이서비스)

-방범, 안심귀가동행, 등하굣길, 화재지킴이, 긴급호출

경제
지역특화산업
(드론앵커센터 건립)

-창업 기업지원, 연구, 교육, 드론클러스터등 관련산업 육성
-일반인 체험, 홍보로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활동 기반의 강화

기타 뉴딜사업 지역의 3차원 지도화로 다양한 드론관련 신규사업 발굴

[표 2-9] 고양시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출처: 고양시 2017)

[그림 2-10] 스마트드론 안심형 도시재생 개념도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2018.4)

 

[그림 2-11] 스마트드론 안심형 도시재생의 협업체계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2018.4)

➁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2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

∙사업비전 : Slow & Smart City, 함께하는 삶이 있는 금곡동

∙사업면적 :  198,075㎡ ∙총사업비 : 330억 원(스마트사업비 80.5억 원)

남양주 구도심 재생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인 홍유룽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고, 

지역거점을 마련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스마트도시구현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

업을 추진한다. #(샵)어울림 센터 조성, 사릉로 역사문화특화거리 조성, 금곡로 상권 활성화 사업, 

시민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 스마트 어울림 마당 조성, 스마트 교통 및 보행네트워크 

20) http://www.gys.or.kr/gyurc/front/facility/hwaje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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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업 등 이며, 재원의 추가투입으로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와 청년·창업지원 공공임대 주

택,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립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로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2-12]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출처: https://www.nyj.go.kr/)

사업명 사업내용

시민체감형
스마트인프라

도시안전
도시정보
도시교통
녹색재생

스마트 공용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정보 실시간 검색, APP을 통한 예약, 결재

스마트 공유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

IoT센서부착 및 스마트폰 연동, 자전거도로 신설

공공 WI-FI존 조성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 록 무선 
AP 구축

스미트시티 APP 개발 주차장 및 공유자전거 활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키오스크 설치 지역 주요정보 제공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공공간(건축물 및 유휴부지) 대상, 전기생 산 및 
공급 등

시티 리빙랩 운영 창업지원
리빙랩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홍유릉 연계사업 발굴 등

스마트시티
청년창업 경진대회

리빙랩을 활용한 청년창업경진대회 구축

[표 2-10] 남양주시 스마트도시재생 단위사업 (출처: 남양주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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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경북 포항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2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중앙동 일원

∙사업비전 :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포항 원도심

∙사업면적 :  2000,000㎡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전통문화, 그리고 과거 국내 산업화를 주도했던 경험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에 활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

업을 계획했다. 시청이전, 외곽지역 주거지 형성,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쇠퇴한 중앙동

은 2017년 지진으로 인해 북구청사를 비롯한 일부 건물들이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피해를 입으

면서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시는 중앙동 원도심을 공공시설 이전

부지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도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세부계획으로는 중앙동 일원을 3개 지역으로 나눠 문화예술허브를 구축하여 문화 예술 플랫폼과 

창작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창업자들을 지원하며, 청춘 공영

임대상가와 보행자 중심의 예술문화 창업로를 조성하여 스마트 서비스 연계 및 지역문화와 청춘

활력이 어울리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포스코벤처벨리 연계 첨단 ICT 기술의 도시공간 융합

으로 데이터센터등과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팩토리, 소상공인을 위한 핀테크 등을 구상하였다.21)

[그림 2-13] 경북 포항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1) https://www.pohang.go.kr/pohang/7168/subview.do

https://www.pohang.go.kr/pohang/7168/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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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포항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비전 및 목표 (출처: 포항시)

사업명 사업내용

스마트 
주차장

주차면 인식 
입출차 관리

-주차면 인식카메라, 입출차 관리, 실시간 주차정보 분석, 
-인근지역 가용주차면 정보를 APP이나 VMS22)로 제공

스마트 
팩토리

문화 팩토리
청년 허브 창업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여 공동작업장, 스타트업 육성, 전시 및 판매,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의 문화예술 플랫폼

스마트 
가로

스마트 가로등
안심귀가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LED 조명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무료 WI-FI 서비스제공, 
-환경 및 노이즈 센서, 이상동작 센서반응을 이용한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CCTV로 차량속도 표출, 위반 알림, 무단횡단등 음성안내

스마트
정보제공

미디어 파사드
Floor Space
비콘기반 광고
키오스크

-건물외벽에 빔프로젝트 또는 LED조명으로 행사 안내, 광고등
-바닥 그림자를 이용하여 상가 캐릭터, 상권 정보 홍보 서비스
-App통한 행사, 만족도 평가, 모바일 주문(핀테크), 외국어서비스 등
-키오스크 통한 주변지역의 행정정보, 상권정보

소상공인 
핀테크

모바일 핀테크존

소상공인 운영상가의 경쟁력 및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핀테크존 구축,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상인의 홍보, 마케팅, POS 사용료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POS 보급 등의 서비스 개발
(*핀테크: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표 2-11] 포항시 중앙동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32

➃ 세종시 조치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2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

∙사업비전 :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 (세종시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면적 :  200,203㎡ ∙총사업비 :  360억 원(스마트사업비 60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은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 중심축 이동과 공공기관 이전 및 오송역 

등장으로 원도심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이의 기능 회복을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

진하며 주요 전략은 4차 산업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이다

총 360억 원의 사업비 중 60억이 배정된 스마트시티 선도사업은 SK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시민체감서비스 발굴’로 구

성되어 있다. 우선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가로

등, 스마트 파킹 등의 기초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CCTV 관제센터,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체감서비스 발굴’을 위

해 스마트시티 포럼을 운영하고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

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2-15] 세종시 조치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2)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판):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도로, 기상상황 및 공사로 인한 통제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교통 흐름의 효율화와 통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 문자 및 심볼 등으로 표출된다. (ITS 용어사전, 20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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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스마트 공공 데이터센터
조치원읍에 설치되는 센서 및 기기들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민간에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스마트 잔디등 주변환경 개선 및 내장된 감지 센서를 통해 유동인구를 분석· 제공

스마트 무인택배함
택배를 집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고 출퇴근 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물품을 보관해주는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주변의 밝기, 차량 및 사람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도 
및 동작이 제어되는 가로등으로 전기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시스템

무인택배함 CCTV 관제센터 스마트 거리센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청년 서포터즈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청년 서포터즈를 통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민 체감 
서비스 발굴

스마트 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접근하여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차량의 위치정보, 차량의 운행일정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의 수(좌석 수) 등을 준 실시간으로 버스의 이동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주차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APP/Web으로 운전자에게 
제공, 내비게이션과도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편의성 향상과 유휴공간 
발생과 부정주차 문제 해결

스마트도서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표 2-12] 세종시 조치원읍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출처: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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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부산 사하구 감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1 ∙유형 : 주거지지원형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13-1113번지 일원

∙사업비전 :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사업면적 :  112,000㎡ ∙총사업비 :  249.88억 원(스마트사업비 30억 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천마마을은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이라는 주거지 지원형 사

업으로 자생력이 상실된 고지대 급경사 낙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내부를 횡단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자력개발이 어려운 곳이

다.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컨셉을 설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친환

경 마을, 스마트실버타운 으로 조성하고 스마트서비스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계획이다.23) 세부사

업으로는 도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기반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공급, 스마트팜 포함 지역 

특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2-16] 부산 사하구 감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3) 지역리포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부산 사하구 천마마을) 2018,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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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스마트 팜
- 유휴 부지를 활용한 밀폐형 수직 스마트 팜 조성
-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재배된 작물은 인근학교 또는 식당등과 연계하여 수익창출 유도

산복도로 전기차 
쉐어링

- 산복도로에 적합한 크기의 전동이동수단 지원 및 쉐어링 서비스 확충
- 고령층 이동편리성 지원
-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한 충전소 구축

공공 와이파이
- 공공장소에 WI-FI망을 구축하여 무선인터넷의 이용격차 해소
-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무료 공공WI-FI망은 민간사업자의 
  네트워크 활용

스마트 소화기
- 주거지 골목길 화재 발생시 소화기의 즉시 사용의 환경필요
- 일반소화기와 달리 빠른 진화가 가능하고, 소화기 작동 시 소방서로 
  연락되는 서비스 제공

스마트 가로등
-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에 각종 센서, 고화질 CCTV, 무선통신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맞춤형 IoT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가로 미관의 개선과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 주거지역내 태양광패널 설치로 에너지자립설비 구축
-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친환경 마을 구축

스마트 쓰레기
- 쓰레기 적재량의 실시간 수집 및 수가 차량의 동선 최적화 유도
- 적재량 감시센서를 이용하여 쓰레기 적재현황을 원격 모니터링

[표 2-13] 부산 사하구 천마마을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➅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2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65-17번지 일원

∙사업비전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면적 :  226,795㎡ ∙총사업비 : 360억 원(스마트사업비 60억 원)

인천광역시는 부평구의 소비유형 변화 및 인근 신규상권 형성으로 상권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도시발전 정체 및 시설노후화로 인한 도시쇠퇴가 일어남에 따라, 신·구 상권을 연결하는 

지역상권 확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직ㆍ주 관광 복지구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부평 일대

의 통합적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부평 11번가 지역의 생태ㆍ문화ㆍ도시 분야 종합 재생사업 및 혁신경제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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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고, 나아가 굴포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계획은 △주차문제해소를 위한 ‘스마트 로봇주차’ △도시경관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 벤치, 스마트 그늘막’ △상권홍보 활성화를 위

한 ‘스마트 스크린, 스마트 공연장’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스마트 

서비스플랫폼’ 등으로 계획되었다.24)

[그림 2-17]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분야 사업내용

공공 WI-FI구축
- AP 1,000개 / 양방향 디지털 정보표출장치 50개 설치(약 30,000㎡ 커버)
- 부평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관리

CPTED - 학교 및 주거밀집지역에 재생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환경 조성

스마트 가로등 - 에너지 절감 및 CCTV 기능 등 통합으로지역 안전성 강화

스마트교통 서비스
- 주변 건물의 주차장을 상업시설과 연계하는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이용자가 신호현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시티앱·아카이브
- 굴포천변 문화·상업지 현황을 업로드하는 IT홍보망 구축
- 공연, 전시, 플리마켓 등 이벤트 계획 및 현황 공유
- 오픈형 소스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정보 공유 및 작성

[표2-14] 인천 부평구 부평11번가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출처: 부평구)

24) http://icn.tgnews.co.kr/mobile/article.html?no=27306



02 스마트도시재생의 제도와 사례분석 37

(2) 2018년 선정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018년에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이 유일하게 충북 제천시에서 선정되었고, 경북 포항시가 경제기

반형, 경남 김해시와 대구 북구가 중심지시가지형, 울산 동구가 일반근린형으로 총 5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➀ 충북 제천시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1 ∙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191-3번지 일원

∙사업비전 : 화산 속 문화와 사람을 잇는 의병 아카이브마을

∙사업면적 :  55,536㎡

제천시 화산동은 유일하게 우리동네 살리기형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스

마트공동체, 남산아래 화산동’ 이라는 사업계획이 선정되었다. 의병격전지였던 남산(정봉산)을 중

심으로 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화산동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 의병단 운영, 의병공원재정비, 도

로개설, 광장조성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근린환경 조성, 행복한 

공동체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하여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골목길 개선사업, 친환경 에너지자

립, 의병격전지 ICT 기반 마을 아카이브 조성 등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5)

사업분야 사업내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도로 조성
- 보행안전시설 조성
- 마을 골목길 정비
- 화산동 마을 의병단 운영

불법 주정차 관리, 지능형 CCTV,  스마트가로등
공공  WI-FI 존, 안심부스, 비탈면 제설 서비스

쾌적한 근린환경 조성
- 주민 관리형 마을마당 조성
- 남산 의병공원 재정비
- 주민 참여형 공원 관리 운영

스마트공원, 스마트 주차관리, 스마트 산책로

행복한 공동체 지원

- 마을 창작소 조성
- 마을 관리단 역량강화
- 쌈지 문화공간 조성
-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 나눔 텃밭운영
- 화산동 도시재생운영

스마트시티 체험관, 헬스케어, 독거노인 모니터링
커뮤니티 앱/웹 서비스, 화산동 스마트 아카이빙

[표 2-15] 충북 제천시 화산동 도시재생 사업내용(출처: 제천시)

25) http://www.je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2&bbsNo=287&nttNo=23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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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충북 제천시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➁ 경북 포항시 송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4 ∙유형 : 경제기반형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구항 일원(송도동, 중앙동)

∙사업비전 :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사업면적 :  759,645㎡

포항시 송도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송도구항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과거 송림숲과 송도해수욕장 및 포항수산대학과 포항종합제철 주거지로 관광·교육의 

중심이자 주거밀집지역으로 번성했다. 그러나 백사장 유실과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지역 기능

이 약화되고, 송도구항 일원의 유휴화 및 슬럼화 등 쇠퇴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을 

주제로 ▲첨단 해양레포츠 융·복합 플랫폼 조성 ▲해양MICE 산업지구 조성 ▲기상방재 ICT 융·

복합지구 조성 ▲복합문화·예술·관광 특화지구 조성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주요사업

으로 추진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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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경북 포항시 송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분야 사업내용

알자리 창출

첨단 해양 레포츠 
융·복합 플랫폼 조성

- 첨단 해양산업 융복합 R&D 센터
- 공공임대주택, 해양레저선박 관광거점시설

기상·방재 ICT 
융·복합 지구 조성

- 기상·안전산업 ICT 융·복합 센터
- 스마트 기상·안전 오픈 그라운드

도시경쟁력 향상

해양MICE 산업지구 
조성

-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 전시 및 비즈니스 복합센터, 해상 교통망 구축 

복합문화·예술·관광 
특화지구 조성 

- 복합 문화·예술 거점조성, 특화가로 조성
- 환동해 문명사 박물관 조성, 수산 특화시장 조성  

주거복지 실현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사업

- 스마트시티 조성, 범죄예방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 효율화 주택정비 

지역상생·주민역량 
강화 

- 주민주도 커뮤니티 거점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조성  

[표 2-16] 경북 포항시 송도동 도시재생 사업내용 (출처: 포항시)

26) https://www.pohang.go.kr/news (http://blog.naver.com/ PostView.nhn?blogId =inpohang&logNo=221355141063&from 
=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https://www.pohang.go.kr/news
http://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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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경남 김해시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3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22번길 61-25일원

∙사업비전 : 3-방(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면적 :  218,553㎡ ∙사업비 : 300억원(스마트사업비 50억원)

김해시 삼방지구 도시재생뉴딜은 3방어울림스퀘어를 거점으로 하여 문화거리등을 조성하고, 인

제대를 중심으로 캠퍼스 플랫폼을 조성하여  복지·문화자원을 활용하고, 김해대의 생활밀착형 자

원을 끌어내여 협력적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지원 스마트타운에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스마트 창업랩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리빙랩을 통해 실증과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였다.27)

사업분야 사업내용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빅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 WI-FI 이용을 위해 초기 접속시 개안정보입력 및 정보이용 동의 
후 정보수집

- WI-FI모듈, 시스템H/W, 시스템 분석

스마트도시재생 
정보시스템 구축

-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동적데이터 (비콘, 공공 
wi-fi, 센서, CCTV둥)의 연계 및 분석 활용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알림 서비스

- IoT기반 AED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사용여부, 배터리등) 
및 위치 정보 제공

- IoT AED, 시스템H/W, 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헬스케어 
서비스

- 화재감지기, 가스누출 경보기, 활동량 감지기등 센서, 데이터 수집, 
사용자의 생활반응 확인 후 이상시 유관기관에 정보제공

- 센서 구축, 시스템H/W, 시스템 구축

안심귀가 서비스
- 귀가 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벗어나 한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 

조치 등
- 밤죄 취약지구에 안심벨 설치

스마트 창업랩 
운영

스마트 실험실
- 스마트기술 이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비콘, 무선인터넷 등을 활용한 주거, 상권의 서비스 발굴 및 테스트 

스마트 공부방
- 교육 컨텐츠, 인근대학의 멘토링을 통한 관리
- Web, App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  

삼방 스마트랩
- 빅데이터, 스마트실험살 스마트 공부방, 스마트 디바이스 교육 등을 

지원하는 거점 구축

[표 2-17] 경남 김해시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출처: 김해시)

27) http://www.gimhae.go.kr/00950/00972/03944.web

http://www.gimhae.go.kr/00950/00972/03944.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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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경남 김해시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➃ 대구 북구 산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3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1 일원

∙사업비전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 타운

∙사업면적 :  199,048㎡ ∙총사업비 : 2,696.3억 원(스마트사업비 59.5억 원)

대구의 산격동 도시재생은 지역대학인 경북대학과 함께 청년창업지원 지역공헌센터 조성, 쇠퇴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등을 통해 ⌜대학 타운형 뉴딜사업⌟ 목적의 중심시가

지형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문화와 기술융합 플랫폼조성을 위한 스타트

업 창업공간과 레지던시 등 제공, 공유오피스 조성, 전통시장 청년상가몰 조성, 스마트대학로 조

성, 소셜리빙랩 등의 거점공간 조성 등이다.28)

사업분야 사업내용

청년문화와 기술융합 플랫폼 조성 - 스마트 기술 활용, 취약계층 원격진료
- 실시간 주택안전점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스마트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조성 - 코워킹 청년 혁신신공간 조성

산격시장 청년상가몰 조성 -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

스마트 대학로 조성 - 경북대 후문 스마트 가로조성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 공공 임대상가, 소설리빙랩, 주차장 조성

[표 2-18] 대구 북구 산격동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출처: 대구시)

28) http://ebook.daegu.go.kr/Viewer/WKZVNNB64UT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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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대구 북구 산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➄ 울산 동구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2 ∙유형 : 일반근린형

∙위치 :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명덕마을 일원

∙사업비전 :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사업면적 :  121,900천㎡ ∙총사업비 : 211.5억 원(스마트사업비 67억 원)

울산시 동구 인근 현대중공업은 한때 조선업의 호황기 시절에는 지역 최고 상권이었으나  불황이 

장기화되며 골목상권이 침체된 상황이다. 동구는 주거지 환경개선 및 상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

여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으로 IoT 기반 재난 안전 서비

스와 방역의 스마트화,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파킹 등의 활력가로 서비스를 계획하였다.29)

사업분야 사업내용

공동체 회복 및 통합기반 마련 - 리얼소통발전소, 창업인큐베이터, 상인대학 프로그램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 인프라 확충 - 스마트 주차타워, 집수리,  CPTED등

지역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 산격시장 청년주택 ,리모델링 상가몰 조성
- 골목 갤러리 조성, 플리마켓, 지역문화 컨설팅

[표 2-19] 울산 동구 명덕마을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출처: 대구시)

29)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1031_0000816339#ima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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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울산 동구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무르익어감에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주민공모사업과 도시재생대학 등 다양한 방

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울산 동구 명덕마을에서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공모사업

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30) 대구 북구 산격동 도시재생사업지

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기존의 오프라인 도시재생대학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영

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산격동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

재생에 참여할 청년 '새로이'를 모집하는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특색 있게 진행하

고 있다.31) 그 외에도 ‘코로나19’등 진행형 재난에 대한 리빙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3] 스마트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그림 2-24] 울산 동구 
명덕마을 주민공모사업

 

[그림 2-25] 대구 북구 
산격동 청년도시재생대학

 

[그림 2-26] 대구 리빙랩 
공모사업

30) 울산동구청 보도자료, https://www.yna.co.kr/view/RPR20200511008300353

31)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산격동 클라쓰' 뜬다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5271721148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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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선정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019년에는 상반기에는 순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수원시 연무동, 원주, 진주

시 3곳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으로 선정되었다.

➀ 전남 순천시 순천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3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역 일원

∙사업비전 : 생태비지니스 플랫폼 순천역전

∙사업면적 :  200,000㎡ ∙총사업비 : 340억 원(스마트사업비 40억 원)

순천시는 순천역세권 주변 20만㎡를 대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동시에 ‘스

마트시티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생태·관광중심의 경제활성 및 스마트시티재생을 목표로 하여 ① 

경제상생(순천역세권상생 협력센터 리모델링), ②생태경제(생태비지니스 센터 및 국가정원 플랫

폼), ③생활SOC(지역주민 어울림 복지센터), ④스마트시티(주민 생활문제 해결형 스마트도시발

굴 및 기본계획수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스마트시티분야’사업은 AI기반의 휴머

노이드 스마트 로봇을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설치하는 ‘생태관광정보 서비스’와 동천변 국가정원플

랫폼에 Eco소망나무 조형물과 AI콘텐츠를 설치해 추억이 담긴 사진과 소원을 소망나무에 보관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타임캡슐 서비스’, 관광객들이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AR Street’, ‘스마트 관광안내소’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27] 전남 순천시 순천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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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장소

휴머노이드
스마트 로봇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스마트시티 순천의 메카가
될 수 있는 AI 관광안내 및 생태해설 로봇 도입

생태비즈니스센터,
특화거리 등 행사장

Eco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역세권 스마트도시 재생 인프라 및 향후 스마트시티
순천의 모든 서비스 통합 운영관리 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생태비즈니스센터

Eco 스마트
소망나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감성과 흥미를 유발
관광객과 소통하며 원하는 순천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소망나무 조형물 및 콘텐츠 구축

국가정원플랫폼
인근 동천변

5G 유니버설 기반
(UD) AR Street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과 지역민 편의 위해 AR, 
VR, MR 기반의 특성화거리 체험관광 서비스 제공

정원특화거리,
여행자안심거리

유니버설(UD)
스마트 안내소

증강현실 혼합현실 홀로그램을 통 (AR), (MR), 해 특색있는 
순천의 새로운 도시문화 공간 홍보 (순천 역사, 문화, 지역 경제 
공동체문화, 생태관광 큐레이팅 )

순천역 관광안내소,
생태비즈니스센터 

스마트 대기
모니터링

지역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간 대기 (미세
먼지 유해가스 중금속 소음 등)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사업 구역 내 30개소

어르신
안심지키미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 방지
위한 감지센서 및 반려로봇 서비스 제공

어울림복지센터,
노인 밀집지역 

[표 2-20] 순천시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자료 :https://www.suncheon.go.kr/kr/

➁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2 ∙유형 : 주거지지원형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65-17번지 일원

∙사업비전 : 동문 밖 행복삶터 연무마을

∙사업면적 :  226천㎡ ∙총사업비 : 360억 원(스마트사업비 60억 원)

 

수원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하여 연무동 도시재생계획수립

을 수립하고 있다. 마을 거점 공간이 될 연무마을 어울림터와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에 첨단 기술

을 활용한 실내 활동지원 서비스인 ‘혼합현실 실내 에듀테인먼트’, ‘독거노인 AI(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 ‘제로 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 혼합현실 실내 에듀테인먼트는 미세먼지, 체육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하기 힘든 실외활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첨단기술

을 이용해 공간 제약을 해결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AI 음성인식 서비스는 홀몸어르신 집에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AI 기구를 설치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다. 제로 에너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기 사용량, 

냉난방 급탕비 등을 줄이는 서비스이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기반 가로등 제어 시스템, 연무그

린 IoT 플랫폼(식물 생육정보 수집·분석), 스마트 파고라(미세 기후 조절 시설물) 등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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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주민의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떤 사안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석해 문

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디자인 씽킹’을 활용하여 ‘메이커스 캠퍼스’를 운영, 지역문

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수원시와 지역주민, 민간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과

제를 도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

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그림 2-28 참고)32)

[그림 2-28]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2) http://localgg.co.kr/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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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업내용

마을거점공간조성
- 연무마을어울림터
- 세대통합어울림공간

혼합현실 
(MR)실내
에듀테인먼트

미세먼지, 체육시설 부족 등으로 부족한 
실외활동을 실내로 전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고 어린이, 노인 등 다계층이 
활용가능한 몰입형 콘텐츠를 통해 신체 및 
두뇌활동 활성화 

독거노인 
AI음성인식

독거노인의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감성 대화, 
복약, 응급상황 알림 등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 제공

제로 에너지 

(마을거점시설 신축) 
냉난방 급탕비 최소 50% 이상 절감, 전기 사용량 
20% 이상 절감, 에어콘 없이 쾌적한 복사 냉난방 
구현, 공기조화 설비

마을정비
- 안심마을조성사업
- 퉁소바위공원  
  마을주차장조성사업

커넥티드 
가로등

가로등이 가진 장소성과 기능성을 활용하여 
IoT기반 가로등 제어 및 다양한 도시정보수집 센서 
연계를 통해 도시데이터서비스 플랫폼 으로 활용  

연무그린 
IoT플랫폼

(스마트시티 주요 자산인 식물(수목)의 생육정보 
수집 및 분석 서비스 필요) 
첨단센서 기반 그린 데이터 수목분석을 통해 
다양한 녹색응용서비스 제공

스마트 파고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등에 설치하는 조경 시설물로 
미세기후 조절(미세먼지 농도감소, 혹서·혹한시 
온도 조절), 배터리 충전 기능 등을 포함 

연무마을 통합 
돌봄 연계

e- 모빌리티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공공 전기자전거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개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연계 
활용성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메이커스 
캠퍼스

시민주도의 현안 발굴, 개선방향 공동탐색 및 창조, 
빠르고 적용 가능한 현장중심 문제 해결프로세스 
제공, 디자인 씽킹과 메이킹을 연계하여 실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고 적용 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제공

커뮤니티
플랫폼

(데이터서비스)

도시재생 및 통합 돌봄 활동을 데이터로 활용 하는 
커뮤니티 데이터서비스 IoT 플랫폼 기능 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리빙랩 지원 기능을 
최적화 구현 

사업기획 및 
코디네이션

총괄기획가(MP)를 선입하고, 총괄기획가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표 2-21]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도시재생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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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기간 :  2020 ~ 2024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62-1 일원

∙사업비전 : 지나 온 기억을 공유하는 원주 원도심 어울림의 공간

∙사업면적 :  263,000㎡ ∙총사업비 : 400억 원(스마트사업비 50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중앙동은 강원감영 등 역사문화자산과 5개 재래시장이 입

지한 원주시 중심상권이었으나 인근 원주 혁신도시와 신흥 상권으로 구 도심은 쇠퇴하기 시작 

했다. 군부대 이전과 원주역 폐쇄 예정으로 역주변 상권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및 원도심 발전을 유도하는 도시재

생 뉴딜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도 함께 선정되었다. 스마트주차장 조

성, 스마트 버스쉘터 조성,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거리정보의 

스마트 뷰, All-In-One 통합 앱, 로봇을 통한 시장안내 서비스, 관광객을 위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등의 기반을 조성한다.33)

[그림 2-29]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출처: http://www.wonju.go.kr)

33) 국토부 보도자료,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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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경남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 :  2018 ~ 2022 ∙유형 : 중심시가지형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65-17번지 일원

∙사업비전 :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

∙사업면적 :  226천㎡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라는 비전으로 공공서비스가 저하되

고 상권이 쇠퇴한 원도심의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 연계를 통한 상권 활력 증진을 

추구하는 중심시가지유형으로 선정,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공모에도 선정 되어 스마트 기술이 접

목된 원도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년허브하우스 신축, 시민소통플랫폼으로 하는 혁신거점공간 및 복합생활SOC 조성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 진주문화원이 소재한 건물에는 진주엔 창의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유네스코 창의

도시 진주의 공예 및 민속 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주대첩 기념

광장을 따라 역사가 숨 쉬는 테마 특화가로 조성하여 사계절 축제와 이벤트를 즐기도록 하는 사

업의 컨셉이다.

[그림 2-30]  경남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출처: http://www.jinju.go.kr/main.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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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상인 컨설팅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을 창출하게 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및 공공 안전시스템 구

축으로 시민체감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여 중앙상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명 사업내용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오픈랩 구축, 마을 활동가 육성
- Smart Sungbook City.com 구축
- 스마트 도시재생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 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

- 스마트 도서관 구축
- 직업 진로 센처 미디어 Lab 구축
- 복합 미디어풀  Smart View  구축
- 미디어 파사드 구축
-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스마트 교통 서비스 구축
-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구축
-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표 2-22] 진주시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내용 (출처: 진주시)

[그림 2-30] 진주시 스마트도시재생 5대 연계서비스
(출처: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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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스마트도시재생의 주요 사례 종합

총 15개 지역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의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중인 경우, 스마트도시재생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 

사업진행 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스마트도시재생의 세부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마찬

가지로 주민의 니즈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초기 사업계획에서 수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많다. 특히 공기업 제안형의 경우 다른 사업지보다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선정 후 

추진체제는 가존 자자체 제안형 사업구조와 실행력 제고에 차별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아

직 완료된 사업이 없으므로 향후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은 스마트도시재생이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초기년도로

서 스마트 거버넌스나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주민수요 파악 등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획일적인 기술 적용 시도가 과도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

범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도 활성화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의 아이디어로 스마

트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스마트도시재생의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모 당

시에는 스마트기술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활성화계획 수립 시 제외시키는 경

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4)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의 주 사업 분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된 솔루션 가이드라인과 

사업유형별 서비스를 검토한 후 기 선정된 15개 지역의 사업 분야를 분석하였다.

우선 정부는 2017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하면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를 대표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그 

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35)

안전·방재 생활·복지 교통

지능형 CCTV, 스마트가로등
헬스케어, 노약자 생활안전 

모니터링

스마트파킹, 황단보도ㅡ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주거·공간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쓰레기통
공공 WI-FI,  AR 서비스, City 

App 등

스마트홈, 키오스크, IoT 시설물 

관리등

[표 2-23] 스마트도시재생 솔루션 가이드라인

스마트도시재생 표준모델을 위하여 국토부는 다음 (표 ) 과 같은 사업 유형별 서비스에 대한 가이

34)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2019, LH 토지주택연구원

35)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018,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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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라인을 제시 하였다. 도시재생뉴딜의 5개 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

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4개(주거형, 상업형, 경제형, 공통)로 구분

하고, 서울시민원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문제를 분류한 후, 공공 및 민간에서 운영 중인 다양

한 IoT, ICT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현황과 구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 사례를 정리하였

다.36)

분류 서비스

주
거
형

복지·어르신·장애인/아동·청소년 스마트 안심귀가, IoT 보육안전, 영상송출을 통한 CPTED

생활환경(주택) IoT센서를 통한 층간 소음 정보 제공, 스마트 주거환경관리, 스마트 택배

건강/식품·위생/ 보건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 방역, 제세 동기

환경·공원 스마트 텃밭, 기후정보 제공, 날씨정보 제공

상
업
형

경제/산업/상권 스마트 전통시장, 상권정보 제공, 취업/창업 정보제공

소방/안전 스마트 화재감지, 드론기반 감지, 119 긴급 출동지원

환경/공원 스마트 제설, 대기정보 제공, 스마트 쓰레기통

경
제
형

도로/교통/주차 스마트 교통, 스마트 주차·교통 단속, 스마트 모빌리티

경제/산업/상권 스마트 창업지원, IoT테스트 지원, 키오스크

문화/관광 관광정보 제공, 소셜 네트워크 홍보, 스마트 전광판

공
통

도로/교통/주차 공공자전거,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횡단보도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마트 가로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민참여/민원행정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생활불편 신고

  * 주거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상업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형: 경제기반형 

    공통형: 모든 유형에 제공 가능한 솔루션

 [표 2-24] 사업유형별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선정된 15개 지역 중 우리동네살리기형은 2018년 선정된 제천시 화산동 한 곳이며, 주거지지원

형은 부산 사하구와 경기 수원시 두 곳으로 주거형은 총 세 곳이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측면에

서 보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스마트도시재생 또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식하고 가장 적합하다37)고 판단할 수 있다. 주거형의 경우 좁

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 분야로 안전이나 인프라 부분의 수요가 많았

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총 9개 지역으로 선정된 유형이 중심시가지형으로 스마트도시의 적용효과가 

36)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표준모델 수립, 2019.  LH 

37) 스마트 도시재생 계획체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19 전우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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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일반근린형과 함께 상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상업형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경제형으로 구분된 경제기반형은 경북 포항시 송도동 구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을 포함하

고 있으며 첨단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스마트기술의 융·복합으로 지역을 재생하고자 

한다.

스마트도시재생 분야
적용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안전 ■ ■ ■ ■ ■ ■ ■ ■ ■ ■

2 교통 ■ ■ ■ ■ ■ ■ ■ ■ ■ ■ ■

3 데이터·플랫폼 ■ ■ ■ ■ ■ ■ ■ ■ ■ ■ ■ ■

4 복지 ■ ■ ■ ■

5 환경 ■ ■ ■ ■ ■ ■ ■

6 산업경제 ■ ■ ■ ■ ■ ■ ■ ■ ■ ■ ■ ■

7 주민협업체 ■ ■ ■ ■ ■ ■

①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②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 ③ 경북 포항시 중앙동 ④ 세종시 조치원읍

⑤ 부산 사하구 감천2동 ⑥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⑦ 충북 제천시 화산동 ⑧ 경북 포항시 송도동

⑨ 경남 김해시 삼방지구 ⑩ 대구 북구 산격동 ⑪ 울산 동구 명덕마을 ⑫ 전남 순천시 순천역

⑬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⑮ 경남 진주시 성북지구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표 2-25] 국내 스마트도시재생 사업 분야의 종합

 
이상으로 15개 지역의 스마트도시재생 사업분야를 검토한 결과 ➊ 방범·방재와 안전, ❷ 주차와 

교통, ➌ 각종 센서·정보·AI등과 데이터·플랫폼, ➍ 노인과 복지, ➎ 에너지와 대기 등의 녹색 

재생과 환경, 청년 창업이나 상가 활성화와 지역문화·관광 등의 산업경제, ➏ 리빙랩 등의 민·관 

협업체 등의 6개의 큰 분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25 참고) 각각의 분야

에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적구성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교차되는 세부항목도 있

다. 선정 당시 계획에 포함된 분야를 기준으로 종합하였으며 초기 시범지역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서 다소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선정된 고양시 화전지역의 경우, 일반근린형으로 드론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민·관·

학이 협업하여 ‘안심귀갓길’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주 사업계획으로 하였다. 계획을 구체화하

면서 자율주행과 고도제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 팜과 공유주차, 리빙랩 등을 적용하며 당초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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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도시재생의 사업분야를 종합해 본 결과 주거형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의 

⑤, ⑦, ⑬ 인 경우 교통, 데이터(공공WI-FI), 환경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상업형인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인 ①, ②, ③, ④, ⑥, ⑨, ⑩, ⑪, ⑫, ⑭, ⑮의 11개 지역의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상이하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보다는 일반적으로 주차장 관

련의 교통 분야와 데이터와 정보 플랫폼, 산업경제 분야등 물리적 환경정비와 경제 활성화를 두

루 아우르고 있다. 

경제기반형의 ⑧의 경우, 안전에서 부터 4차 산업과의 융·복합, 기본적인 환경개선 사업 까지 넓

은 지역의 산업재생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재생의 경우 중심시가지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현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스마트 도시재생의 저비

용·고효율의 과정에도 부합하며 주민, 상인, 학교, 기업, 공공 둥의 다양한 사업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대안마련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검토결과 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차이점의 중요성보다는 공통적인 목표달

성을 위한 방향을 검토해야 하며 양천구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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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마트도시재생의 해외사례

1) 해외의 스마트도시 발전방향

세계 각국 역시 신도시 외에 기존·낙후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EU와 유럽국가들,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혁신산업 창출이라는 수단으로까지 

스마트시티 정책을 확대시키고 있다.38) 유럽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협업하는 리빙랩과 네트워크

를 연결한 ENoLL (European Network of Living of Labs)을 구축하여 거버넌스 중심의 스마

트시티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2015년 발표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로부터 글로벌시티 팀 챌

린지(GCTC)와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으며 ‘실증’을 통해 스마트시티

를 확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의 발전 정도는 조사기관과 지표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며, 

IMD(스위스의 세계경쟁력센터)에 의하면 2019 Smart City Index는 1위 싱가포르에 이어 취리

히, 오슬로 등이고 서울과 부산은 47위이다.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외에 유일하게 10위권에 오른 

대만(7위)은 승용차 공유와 스마트주차, 자전거 공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그림2-31)39) 

  

Overall
ranking City Overall

rating
Overall
ranking City Overall

rating
1 Singapore AAA 27 Brisbane BBB

2 Zurich AAA 28 Gothenburg BBB

3 Oslo AA 29 The Hague BBB

4 Geneva AA 30 Dublin BBB

5 Copenhagen AA 31 WashingtonD.C. BBB

6 Auckland A 32 Boston BBB

7 Taipei City A 33 Denver BBB

8 Helsinki A 34 Seattle BBB

9 Bilbao A 35 Los Angeles BBB

10 Dusseldorf A 36 Rotterdam BBB

11 Amsterdam A 37 Hong Kong BBB

12 San Francisco A 38 New York BBB

13 Vancouver A 39 Berlin BBB

14 Sydney A 40 Zhuhai BB

15 Toronto A 41 Tianjin BB

16 Montreal A 42 Chongqing BB

17 Vienna BBB 43 Shenzhen BB

18 Bologna BBB 44 Hangzhou BB

19 Prague BBB 45 Dubai BB

20 London BBB 46 Tei Aviv BB

21 Madrid BBB 47 Seoul BB

22 Milan BBB 48 Barcelona BB

23 Lyon BBB 49 Zaragoza BB

24 Melbourne BBB 50 Busan BB

25 Stockholm BBB 51 Paris BB

26 Hanover BBB 52 Birmmingham BB

 

Mobility Health Safety Productivity 

1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2 SanFrancisco Seoul New York London

3 London London Chicago Chicago

4 New York Tokyo Seoul SanFrancisco

5 Barcelona Berlin Dubai Berlin

6 Berlin New York Tokyo New York

7 Chicago SanFrancisco London Barcelona

8 Portland Melbourne SanFrancisco Melbourne

9 Tokyo Barcelona RiodeJaneiro Seoul

10 Melbourne Chicago Nice Dubai

11 San Diego Portland San Diego San Diego

12 Seoul Dubai Melbourne Nice

13 Nice Nice Bhubaneswar Portland

14 Dubai San Diego Barcelona Tokyo

15 Mexico City Wuxi Berlin Wuxi

16 Wuxi Mexico City Portland Mexico City

17 RiodeJaneiro Yinchuan Mexico City RiodeJaneiro

18 Yinchuan Hangzhou Wuxi Yinchuan

19 Hangzhou RiodeJaneiro Yinchuan Hangzhou

20 Bhubaneswar Bhubaneswar Hangzhou Bhubaneswar

  [그림 2-31] 세계의 스마트시티 순위(IMD, 2019)
(출처:https://www.imd.org/)

[그림 2-32] 세계 20대 도시 분야별 성과
(출처:https://www.juniperresearch.com/)

38) 국내 외 스마트시티의 동향과 시사점, 2018 이재용, 국토연구원

39) https://www.imd.org/research-knowledge/reports/imd-smart-city-index-2019/

https://www.imd.org/
https://www.juniper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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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사기관인 주니퍼리서치(Juniper Research)의 2017년 보고서 ‘스마트시티- 시민들에

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Smart Cities– What’s in it for citizens?)‘ 에서는 분야별 성과를 

평가하며 모빌리티, 헬스케어, 안전, 생산성 등에서 싱가포르를 1위로 선정했다. 서울은 헬스케어

에서 2위를 차지하며 건강한 삶과 연관된 스마트시티로 평가 받았다.(그림 2-32)

 IESE40)에서는 전 세계 80개국 17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 인적자본, 과학기술이나 이

동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CIMI 41)를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상위에는 런

던, 뉴욕, 암스테르담 등이 있고 서울은 12위(2019년 발표)에 올라있다. (그림 2-33 참고)

Ranking City Performance CIMI Ranking City Performance CIMI

[그림 2-33] 스마트도시 순위 (IESE, 2019)

[그림 2-34] CIMI 의 분야별 분포
(출처: https://blog.iese.edu/cities-challenges-and-management/category/smart-cities/)

CIMI의 평가항목 중 런던은 인적자원(Human Capital)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뉴욕은 경제

(Economy)와 도시계획(Urban Planning) 분야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는 등 각국의 스마트도

시의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서울은 기술(Technolgy)분야에서 6위로 평가 받고 있다.

40) https://citiesinmotion.iese.edu/indicecim/?lang=en

41) CIMI: City in Motion Index

https://blog.iese.edu/cities-challenges-and-management/category/smart-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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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 스마트도시재생 현황

(1) 영국, 런던, 글래스고

영국의 수도 런던은 2013년 ‘스마트 런던 플랜( Smart London Plan)’을 수립 하면서 본격화되

었다. 그 이전에 영국은 2007년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국가기술전략위원회(TSB42))를 설치하

여 2013년 30여개 도시들 가운데 글래스고(Glasgow)를 선정하여 환경, 교통, 에너지 등 도시문

제 해결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영국에서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글래스고는 철강, 무역, 조선사업 등으로 영국을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중의 하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경기침체, 제조업의 쇠퇴로 급격하게 노후화 되어 갔고, 도시재생에서는 1983년 

‘Glasgow’s Miles better’, 1991년 ‘Glasgow’s still alive’, 2004 ‘Glasgow: Scotland with 

style’이라는 슬로건을 거치며 공간적으로는 도심부 활성화와 수변도시재생을 통해 인프라 개선 

및 문화재생으로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이어나갔다. 그러나 평균수명 65세로 약물 자살 범죄가 

많은 ‘병든도시’로 전락하였고 영국에서 가장 비만이 높은 도시가 되어갔다. 2013년 영국 최초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매년 ‘미래해킹(Hacking the Future)’대회를 개최하며 공공 

오픈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래도시‘Future City’라

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였다. 글래스고 운영센터(Operation Center: 교통, CCTV운영 등으

로 통합적 도시운영), 오픈 글래스고(Open Glasgow: 지방, 시민들과의 정보·데이터 교류), 에너

지 절감(Energy Efficiency: 가상도시와 건물유형에 따른 에너지 절감 모델구축)등의 주요 핵심 

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5] Glasgow Future City [그림 2-36] A Day in the Life of Future City

(출처:https://futurecity.glasgow.gov.uk/) 

Future City를 위해 다양한 공간 정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티 매핑

(Community Mapping, 주민 참여 지도화 사업)과 액티브 트래블( Active Travel, 보행과 자전

42) TSB :영국 중앙부처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 산하의 공공기관(Public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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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이동경로의 최적화)등의 실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런던의 ‘스마트 런던 플랜(Smart London Plan)’은 산업혁신을 슬로건으로 하여 신 기술을 통한 

대기오염, 기후변화,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8년에는 ‘스

마터 런던 투게더’(Smarter London Together)전략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도시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 세계적 수준의 연결성 및 스마트한 거리, 디지털 리더십과 기술 향상, 도

시 차원의 협업 개선 등의 미션을 제시하였다.(그림 2-37)

  

[그림 2-37] Smarter London 3D virtual city를 통한 도시데이터 활용(우) 
(출처:https://www.london.gov.uk)

 

스마트런던 플랜을 위한 스마트런던 이사회에는 인텔, 지멘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퓨

처시티 캐터펄트(Future Cities Catapult)라는 기업을 조직하여 도시전문가, 데이터 과학자등이 

도시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스버그 프로젝트(Project Iceberg) 에서는 지하지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Londoners’ Lab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과 순환구조를 개발하

고 있다. ‘Better Futures’(더 나은 미래) 프로젝트를 통하여 저탄소 산업을 위한 지원 및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그림 2-38)

[그림 2-38] Better Futures (좌)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우)
(출처: https://www.lond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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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뉴욕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기초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

다는 반성과 함께 2009년 ‘미국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신산업육성과 국가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5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하며 교통문제해결, 기후·재난에의 대응,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였다.(표 2-26 참고43))

사업명 계획년도 추진내용

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2009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 구축
-미국 내 혁신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촉진

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2011/2015
-2015년 ‘스마트시티 구축’(Building Smart Cities)이 국가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세부항목으로 등장
-스마트시티를 도시를 ‘더 스마트(Smarter)’하기 위한 규정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Smart City Initiative)

2015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재난대응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스마트시티 구축을 목표로 25개 이상의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장소 기반 접근 (place 
– base  approach) 방식을 추구.

스마트시티 법안
(Smart Cities and
Community Act of 2017)

2017
-도시 및 지역 내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입법된 법안

국가 스펙트럼 전략
(National Spectrum 
Strategy

2019
-민간주도의 사업추진 계획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정책지원. 5G, AI, 첨단제조, 양자 정보 
과학 등 미래기술 집중 투자 개발 계획

[표 2-26] 미국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내용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2015)의 주요전략은 ➊ IoT 적용의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지역 간 산학

연등의 협력 모델 개발, ➋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 ➌ 정부

의 기존 투자를 확대하여 센서, 인프라 등 스마트시티 구축 강화, ➍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기후변

화와 자원에 대한 연구 개발로 추진하였다. 이어 2019년 5G, AI등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의 더욱 

강화된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7개 도시에서 혁신교통망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하고 콜럼버스시에서 최종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병원접근성이 낮아 가장 높은 영아 사

망률을 보이는 콜럼버스에서 버스시스템을 개선하고, 카셰어링을 활용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

업들의 참여로 차량과 사물 인터넷등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션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 하고 있다.

43) 미국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 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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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스마트 콜럼버스 비전 [그림 2-40] 콜럼버스의 자율주행 셔틀

(출처: https://smart.columbus.gov/)

뉴욕은 도시의 역사 만큼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많고 오래된 기반시설로 인해  다양한 도

시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것이 도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마트시티기술, 특히 데이터 처리기술들을 문제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LinkNYC, NYC Open Data는 데이터의 생성, 수집과 성공적인 활용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LinkNYC는 무료 WI-FI 서비스를 갖춘 여러도시의 네트워크 구축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오래된 공중전화부스를 무료WI-FI의 핫스팟으로 변화시켜 만든 Link NYC 키오스크는 도시지

도, 길 찾기, 화상통화 등을 제공한다.(그림2-41)

[그림 2-41] Link NYC 키오스크

(출처: https://www.link.nyc/)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인 뉴욕의 중요 사례인 NYC311은 비응급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다산콜센터와 유사한 서비스이다. 문자, 앱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데이터화 되어 담

당부서로 전달되고 구축된 데이터는 대학과 기업 등에 제공되어 분석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NYC Open Data를 통하여 매핑된 시각화 정보나 파일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시민들은 거주환경, 사건 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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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NYC Open Data의 NYC311 데이터 현황
(출처: https://opendata.cityofnewyork.us/projects/311-data-life-in-nyc/)

NYC311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도시문제 해결로 

유도하는데, 한 예로 불법 개조된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사상자가 발생하였

고 뉴욕시는 311로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개조신고의 패턴을 분석하고 담당 조사관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불법개조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44)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피드백을 보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3)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시민과 기업이 주체로 참여해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1993년 디지털시

티를 거쳐 2009년 EU 최초의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ASC)를 추진하

였고 디지털시티,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도시, 거버넌스 및 교육, 시민 및 생활의 6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시민,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2- 43)

   

 
[그림 2-43] ASC의 프로젝트 사례 

(출처:https://amsterdamsmartcity.com/)

44) 뉴욕, 데이터중심 스마트시티, 2018 김익회,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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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 웹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과 ASC 체험랩을 통한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민간주도형의 리빙랩

과 해커톤을 진행하여 관심이 많은 항목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행을 논의한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시티젠(City-Zen)은 탄소중립을 위하여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 및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하여 CO2의 과감한 감축을 실행하고자 한다. 기존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

조, 스마트그리드의 지속적 모니터링, 냉난방 개선을 통한 CO2 감축으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

고자 한다. 태양광, 가정용 배터리 등의 시스템 연계로 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를 

구축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보관하거나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비콘(Beacon Mile)이라는 리빙랩을 만들어 위치정보,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리 통신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 구역도 조성하였다.(그림2-44, http://www.cityzen-smartcity.eu/)

[그림 2-44] Beacon Mile [그림 2-45] City Data-지역 안전도

암스테르담 City Data 포털(그림  참고)은 사용 가능한 오픈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여 시민,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랩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 및 데이

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개발 모임의 지속적 운영을 지원한다.(그림 2-46)45) 

[그림 2-46] 역사적 건물 

 과 태양광패널 설치현황 

(자료 https:// maps. a 

msterdam.nl/)

45) AI·데이터가 만드는 도시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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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르셀로나

스페인은 2011년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처음 개최하며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개발 전담기관인 RECi(Red Ciudades Inteligentes España)를 

설립하고 65개 도시들이 등록되어 공공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등 유럽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선도적인 실험과 실증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스마트시티라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도시라 생각할 수 있으나 바르셀로나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은 특별하고 우수한 평가를 하

고 있다.

“많은 스마트시티 담당자들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찾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첫 인상은 

어쩌면 ‘시시해’ 보일지도 모른다. 교통·행정·방범 등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서 가상현실

(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이 시현되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그 이상을 기

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 전문가들은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 어느 

것이 선진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스마트 시티란 인적·물적 자원의 도심 집중으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도시 모델이다. 스마트 시티를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IT나 솔루션을 활용한 수단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다. 최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기술 주도형 스마트 시티로 한국의 도시 사례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반면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형 스마트 시티들은 목적론적 관점에서 스마트 시

티를 정의한다. 그간 낭비적으로 일궈온 도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것으로 도시화에 따

른 쇠퇴를 막고 도시 발전을 고도화하는 방향성이 중시되는 셈이다.”46)

[그림 2-47] 수퍼블록의 거리모습 [그림 2-48] 스마트엘리베이터

한 예로 바르셀로나 동남쪽에 위치한 포블레노우 지역의 수퍼블럭을 살펴보면 약 113x113m의 

블록 9개를 하나로 묶어 한 변이 약 400m되는 구역으로 차량진입을 불허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오렌지색의 대중교통, 화물차량 등은 블럭 외곽으로만 운행 가능하며, 블럭 내부에는 응급차, 쓰

46) 거리를 ‘삶’으로 채우는 바르셀로나의 실험, 2018 한국경제 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 
20&nkey =2018060401175000171&mode=sub_view)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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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 수거차 등과 거주자 차량,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만이 가능하고 속도도 시속10㎞로 제한된

다.(그림 2-47, 2-49, 2-50)

이로 인해 확보된 공간에는 놀이터와 벤치가 자리하며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주인이 바뀐 도시를 

제공한다. 대기오염을 줄여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며 보행자 증가로 인해 상가가 활력을 되찾고 

경제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시민을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공공 교통수단의 시스템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스마트엘리베이터47)를 도입

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기차 도착 전에 플랫폼 층으로 자동 맞춤이 되도록 하여 승객의 

이동시간을 줄여주었다.48)(그림 2-48)

[그림 2-49] 수퍼블록 개념도(1) (좌:기존 모델, 우:수퍼블록 모델)

[그림 2-50] 수퍼블록 개념도(2) (출처: https://ajuntament.barcelona.cat/superilles) 

바르셀로나는 스마트시티를 설계함에 있어 기술적인 ‘Smart’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안전하

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스마트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47) https://urban-hub.com/cities/smart-city-3-0

48) 거리를 ‘삶’으로 채우는 바르셀로나의 실험, 2018 한국경제 매거진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 
20&nkey =2018060401175000171&mode=sub_view)

https://ajuntament.barcelona.cat/superilles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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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3.0 – 차세대 스마트도시’에서 바르셀로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스마트시티에 

대해 언급하였다. 단계 1.0이 한국의 송도처럼 하향식 기술주도의 의사결정이 특징이었다면, 단

계 2.0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참여하는 시민과 공공이라는 상향식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취했다. 스마트시티 3.0은 시민의 참여를 정부의 목표 및 신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결

해야 한다는 바르셀로나의 ‘디지털 주권 전략(strategy for digital sovereignty)’정책이다. 이를 

위해 오픈 데이터와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9)

또한 스페인 정부는 세계 스마트도시의 표준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시도를 모색 중이다. 

혁신기술 보유 뿐 아니라 표준화로 자유로운 호환을 기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민간업체의 기술 

발전 속도는 도시발전이나 일반 시민들의 기술습득 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빠르지만 시민들이 기

술을 체화하지 못하면 최첨단 기술이 무용지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

고 참여하여 인터페이스를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일반 시민들은 그들이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선택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오픈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강조한다.50)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17년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정(주니퍼리서치)에 Mobility, Health, Safett, 

Productivity 네 분야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8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도 

올해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of 2018)로 선정되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도시환경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서비스의 전산화로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효율적인 공공 서

비스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이니셔티브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가 싱가포르의 도시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싱가포르 전역을 스마티시티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두 가지 목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51) 

2014년 출범한 스마트네이션은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조직개편을 거치며 2017년 이후 전략

적 국가 프로젝트 (Strategic National Projects, SNPs, 그림 )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

음과 같다. NDI(National Digital Identity) 개발, 전자지불(E-Paymeants), 스마트네이션 센서 

49) https://urban-hub.com/cities/smart-city-3-0-ask-barcelona-about-the-next-generation-of-smart-cities/

50) 스페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 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1) 싱가포르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 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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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SNSP; Smart Nation Sensor Platform, 국가차원의 통합 센서 플랫폼), 스마트 도시 

이동성 (Smart Urban Mobility, 대중교통, 발권, 자율주행 등), CODEX (Core Operations,  

Development Environment, eXchange)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개발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그림 2-51)

[그림 2-51] Strategic National Projects
(출처 https://www.smartnation.gov.sg/)

스마트네이션의 센서 플랫폼(SNSP)과 교통·이동의 Smart Urban Mobility이 반영된 실시간 교

통데이터가 아래 그림과 같이 상세한 서비스로 제공된다.(그림 2-52)

[그림 2-52] Open Data & Analytics for Urban Transportation(실시간 교통데이터서비스)
(출처: https://www.smartnation.gov.sg/what-is-smart-nation/initiatives/Transport)

2018년 완료된 ‘버추어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는 스마트네이션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내의 모즌 건축과 지형정보를 3D 가상화 환경인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하고, 도시에서 

https://www.smartnation.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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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다.

대표 서비스로는 길안내 서비스(계단, 언덕 등을 포함하는 지형·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보행이 불

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내), 도시계획 시뮬레이션(기온, 일조 둥의 데이터 융합으로 신

축건물이 인근 기존건물에 미치는 영향 제공),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 예측(빌딩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로 태양광패널 설치 시 에너지 생산량 예측)등이 있다52)

아래 그림은 유해가스 유출 시에 바람, 미세기후등을 바탕으로 한 가스 흐름의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피난 경로를 예측하고 안내한다.(그림 2-53)

[그림 2-53] 가스유출 사고 시 공기의 흐름에 따른 Emergency Services·시뮬레이션
(출처: https://www.nrf.gov.sg/programmes/virtual-singapore)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

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싱가포르에 인공지능(AI)기반의 자율주행 로

봇 자판기가 등장했다. 이 스마트 모바일 자동 판매기 로봇은 지정된 장소로 식품은 물론 의료기기와 

의료장비까지 자율 운행해 판매한다. 차량에는 물품 선택 및 소매 판매 등을 위한 얼굴인식용 스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를 위해 3D카메라, 레이더, 초음파센서, GPS, 거리 센서 등이 사용되었으며 

실내외를 막론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6DoF(6 Degrees Of Freedom)의 위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림 2-54)53)

[그림 2-54] COVID-19 대응의 AI자율주행 로봇 자판기

52) AI·데이터가 만드는 도시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

53) 싱가포르, AI기반 자율주행 로봇 자판기 등장 (출처 https://smartcitytoday.co.kr/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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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도시재생 해외사례의 종합

세계의 많은 스마트도시 사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전략적 모델을 추진하며 국

제적인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5개 국가와 도시, 영국의 런던과 글래스고, 뉴욕, 암스테

르담, 바르셀로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표 2-27)

국가/ 도시 주요정책/ 사례

영국
글래스고 Future City Operation Center, Open  Glasgow,  Energy Efficiency

런던 Smart London Plan 사용자중심, 도시데이터, 기술향상, 협업개선등

미국
콜럼버스 스마트챌린지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션 중심

뉴욕 LinkNYC NYC Open Data, NYC311운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msterdam Smart City City-Zen, Beacon Mile, City Data 등

스페인 바르셀로나 디지털 주권 전략, 슈퍼블록, 오픈 데이터, 플랫폼

싱가포르 싱가포르 Smart Nation Virtual Singapore

[표 2-27] 스마트시티의 해외사례 요약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과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 아시아는 서로 유사한 도시문제일지라도 정치·경제·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

소 차이가 나는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스마트 이니셔티브’와 ‘스마트 챌린지’등 도시들의 연계와 관리 등 글로벌 스마트 네트워

크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했다.

유럽의 스마트도시는 사람 중심적 접근이 강조되며 시민참여의 리빙랩이 중요시된다.  기술개발

과 확산을 국가나 기업이 주도하는 동아시아나 북미와는 다른 점이 있다. 유럽의 상향식 접근법

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화려한 기술을 결정하는 사안보다 그 기술을 마련하는 과정

을 더 중요시한다. 자전거가 자동차 보다 편리한 수단이 아니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54)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등에서는 ‘스마트네이션’, ‘국가시범도시’등 정부주도의 사업과 더불어 기

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처럼  최근 3기 신도시를 가상화해 디지털 형태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유관 기관과 기업,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 자원과 서비스 등을 분석하거

54) EU 스마트도시 모델과 발전전략 연구, 2019 고준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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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 건물, 수자원, 폐기물 등 기반시설 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림2-55)55)

[그림 2-55] 우리나라 3기 신도시 디지털트윈 구축 예정(LH)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스마트도시 정책과 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급

변하는 스마트도시의 흐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

다. 사람중심의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치로서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55) 출처 https://conpaper.tistory.com/80471

https://conpaper.tistory.com/8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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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천구의 도시재생⦁스마트도시 사업현황

1 ∙ 양천구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양천구는 2020년 현재 신월3동 및 목3동 2곳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의 확장된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

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의 3곳을 포함하면 총 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그림3-1)

[그림 3- 1] 양천구 도시재생 사업 현황

소규모 재생사업은 가시적 사업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관심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사업계획 수

립절차를 걸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양천구의 소규모재생사업은 목4동에서 

유휴공간을 지역필요시설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생활SOC건립사업(사업비 20억)’ 및 주거지역 

기초생활 단위인 골목길 도시재생을 위한 ‘골목길도시재생사업(사업비 11억)’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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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주거지 보전·개량·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025 서울시 전략계획에서 확장된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리 중에 있다. ‘목2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워크숍, 선진우수사례 탐방 및 마을의제 발굴 과정을 거쳐, 지역의 중요 의제

를 선정하고, 2020년 중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의 물

리적 환경개선사업을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목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

개요 및 현황

유  형
면  적
세대수
인구수
기  간

일반 근린형
148,000㎡
2,537 세대
5,274 명
2020~2023년

유  형
면  적
세대수
인구수
기  간

주거지 지원형
100,800㎡56)

3,520 세대
6,205 명
2019~2023년

추진경과

2018. 12 서울시 희망지 예비후보지 선정 2017. 0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2019. 05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선정 2017. 10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선정

2019. 06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을 위한 
공청회

2017. 12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주민설명회
2018. 12 서울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선정

2019. 08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LH 공공기관 제안형)

2019. 04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선정
2019. 12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개소식

2019. 10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20. 0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및 
모니터링2020. 01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고시

사업의 시급성

1. 20년 이상 노후건축물(84%)과 주차, 보행 개선 필요
2. 학교 접근성, 범죄율 등의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
3. 시장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시장상인 역량강화 필요

1. 항공기 소음피해 등 지역의 물리적·환경적 개선 필요
2. 지역문제해결 방안을 모색을 위한 공동체 회복 필요
3.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94%)의 집수리·정비 필요

[표 3- 1] 양천구 도시재생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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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3동은 2018년 서울시 희망지사업의 예비후보지로 시작하여 2019년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하반기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20.1.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되어, 2020년부터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3-1 참고) 

목3동 사업지 주변은 공항대로, 지하철역등의 역세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상권침체, 주거지

의 노후화 등의 쇠퇴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목3동 깨비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활력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 실현을 목표로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업계획(안)】

   ① 시장활력 : 시장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 및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시장 연계형 커뮤니티 도서관 및 아이키움센터 조성 

   ② 마을활력 : 마을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 실시

   ③ 정주활력 : 골목길 환경 정비 및 집수리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등

목3동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총사업비 512억, 마중물 사업비 290억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0년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기반 마련 및 본 사업시행 전 주민관심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진행될 예정이다.

신월3동은 2017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이후 해제지역의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거쳐 2018

년 서울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 근린재생형(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되었다.(표 3-1참고)

신월3동 사업지 주변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와 정비구역 해제

로 인한 지역의 노후화 등으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은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현황 및 자원발굴에 집중하여 지역

의 잠재력을 찾고, 이에 부합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업계획(안)】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공공임대주택 및 공영주차장) 조성 

   ② 비행기 소음을 자원으로 활용한 스마트리빙랩 구축

   ③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안전마을 조성

   ④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집수리 지원 등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중에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까지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6) 대상지 면적은(100,800㎡)은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신청(서울형)을 위한 희망지사업의 면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시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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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3동과 신월3동의 사업신청 유형은 일반근린형와 주거지지원형으로 상이하며 입지적 여건도 차

이가 있으나, 노후 저충주거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요 사업계획안이 반영된 사업구상도는 아래 그

림과 같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용은 계속 수정 및 보완중이다.

[그림 3-2] 목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구상도

[그림 3-3]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구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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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양천구 스마트도시사업의 현황

양천구는 민선7기 ‘YES 양천’ 의 6대 비전 중 “새로운 수준의 미래도시 SMART 양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서울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지정 공모’ 복

지·환경 분야에 선정되어 3년간 시-구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생활형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실제 

생활현장 속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하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

다. 

‘스마트플러그’로 가정 내 전력량을 모니터링하여 홀몸어르신의 생활을 분석해서 고독사를 예방

하는 서비스와 ‘장애인 전용주차 지킴이 서비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와 미세먼지센서 등을 추

가하는 스마트보안등의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실증사업과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 양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방향

  

[그림 3-4] 양천구 스마트도시의 비전 및 추진목표

양천구는 ‘구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도시 양천’이라는 비전아래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

하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며, 사람중심, 서비스 중심, 협치와 지속가능, 혁신성장의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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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천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도시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

⦁ICT기술과 도시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도시 양천

⦁구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융합․연계하는 협치 실현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술 도입․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표 3- 2]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방향

2) 양천구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추진현황

스마트도시 특구사업과 스마트도시재생, 대외 공모사업밍 구 자체사업등 다양한 경로와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추진중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3-3)

스마트도시 특구사업 스마트 도시재생 대외기관 공모사업 구 자체사업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맞춤형 스마트보안등

  (IoT점멸기)

미세먼지 신호등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가까운 스마트 전기차

  충전소

[목3동 도시재생]

비대면 24시간 무인

  스마트 도서관

깨비시장 스마트

  안심 보행 서비스

  (스마트횡단보도, 유동

  인구․차량 카운팅 등)

안전한 등굣길 프로젝트

  (과속방지, 사각지대

  안심서비스)

스마트 집수리 원스톱

  플랫폼

스마트분리수거서비스

[신월3동 도시재생]

스마트팜

어르신 헬스케어

태양광 에너지타운

스마트헬스응급서비스

항공소음지도제작

미세먼지 저감벤치

안전골목 로고젝터

메타 에너지 하베스팅

 (소음을 전기에너지로 활용)

스마트 전통시장

스마트 가로등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스마트솔루션챌린지

  (가로등주 활용 전기차

  충전소)

[서울디지털재단 주관]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컨설팅

스마트시티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용 키오스크

스마트횡단보도

[서울산업진흥원 주관]

IoT분리배출 촉진 플랫폼

대사증후군 스마트

  건강관리

실내 운동기구 VR변환

   IoT 센서

항공기소음 저감 장치

강력범죄자 AI자동선별

  CCTV

인공지능 민원응대 로봇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사업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적용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

[표 3- 3] 양천구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현황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목3동, 신월3동)은 2020.6월 공모심사결과 선정 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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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추진 성과

2019년 본격적인 스마트도시 특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 ·환경 분야의 세부 사업들은 주민 

삶에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평가하여 이후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분 야 서비스명 사업성과

복지·환경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1200대 구매 (보급 중)

복지·환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서비스 장애인주차구역 80면

복지·환경 맞춤형 스마트보안등 (IoT 점멸기) 2,811대

복지·환경 맞춤형 스마트보안등 (미세먼지 신호등) 17대

복지·환경 맞춤형 스마트보안등 (로고젝터) 15대

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1식

계획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컨설팅 (서울디지털재단 지원) 1식

진단 스마트시티 조직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서울디지털재단 지원) 1식

실증 인공지능 민원응대 로봇(파워봇,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MOU) 1대

실증 IoT분리배출 촉진 플랫폼 (SBA-오이스터에이블) 2대

실증 대사증후군 스마트 건강관리 (SBA-사이버씨브이에스) 40대

실증 실내 운동기구 VR 변환 IoT센서 (SBA-㈜엠투미) 12식

실증 항공기 소음 저감 장치 (SBA-리베라빗) 20대

실증 강력범죄자 AI 자동선별 CCTV (SBA-아이비아) 5대

[표 3- 4] 2019년 양천구 스마트도시팀 사업성과 총괄

스마트플러그 장애인 주차지킴이 맞춤형 스마트보안등

            [그림 3-5] 2019년 스마트도시서비스 사례
IoT분리배출 촉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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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추진 계획

①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예방 서비스 (복지)

사업목적
홀몸어르신, 독거중년,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스마트플러그 설치, 전력량 분석으로 고독사 관리 및 생활패턴 분석으로 복지 정책 활용

사업대상 양천구 전역 취약가구 (20년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

사업내용
⦁설치가 간편하고 사생활 침해 거부감이 적은 비접촉 무자각 센서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주요가전기기의 전력사용량, 조도센서로 생활 활동 감지, 변화가 없을시 생활관리사 알람

기대효과
⦁복지 향상 및 사회적 부담비용 감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플래너 및 생활관리사 등의 행정력 절감으로 효율적인 복지업무 추진

개념도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복지)

사업목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IoT센서, CCTV 기반의 무인 상시 감시 시스템 설치로 장애인 운전자의 
편의 보장

사업대상 양천구 전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80면)

사업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CCTV 설치로 무인상시 감시 시스템을 설치
차량번호 인식 후 불법주차 차량으로 판단 시 스피커와 경광등을 통해 시각 및 청각적으로 1차 
운전자에 사전경고 → 경고 후 일정시간 경과후에도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연계 처리

기대효과 장애인 운전자 편의 보장 및 및 올바른 주차문화 실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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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서비스 (환경)

사업목적
보안등 관리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조명관리 
시스템 구현

사업대상 양천구 전역 (1,000개소)

사업내용
위치정보기반 원격 점·소등관리, 동작여부 상시모니터링, 장애이력관리
⦁보안등 장애 발생 시 관리자에게 통보 → 장애처리 시간 단축
⦁원격 점․소등 시간 설정 → 계절별 점․소등 시간 설정 지원

기대효과
⦁3無 행정서비스 (민원인 고장 불편신고無, 시설물 관리현황 불일치無,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無)
⦁보안등 고장 예측을 통해 민원발생 즉시처리, 통합시스템 활용한 실시간 감시 및 관리로 안심 
  귀갓길 조성 

개념도

④ 가까운 스마트 전기차 충전소 (환경)

사업목적 노상주차장의 가로등 폴을 활용 전기 자동차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대상 양천구 6개소 (구청주변 3개소, 경찰서주변 3개소)

사업내용
공용주차장이 있는 대로변 가로등을 활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 젊은 세대가 모이는 상업지역 주변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기대효과 전기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 이동수단 활용 편의 제공

이미지

(그림 출처:http://www.bizion.com/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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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추진 (공모사업)

공모/대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컨소시엄) 전국지자체+지자체산하기관+로봇기업 

공모내용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 (고령자·장애인 등에 로봇 보급)
8개 컨소시엄 / 국비 총28억 지원(컨소시업 50%부담 매칭조건)

사업내용 어르신복지관 3개소에 얼굴･음성인식 및 카톡교육 로봇(리쿠) 40대 보급

기대효과
정보화시대에 교육용 로봇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역량 강화로 디지털 
격차 해소

이미지

(그림 출처: http://www.irobotnews.com/news)

⑥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지원사업 추진(공모사업)

공모/대상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시 산하기관

공모내용 시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내용
어르신교육용 키오스크 보급(복지관, 자치회관)
⦁교육내용: 패스트푸드점주문, 영화티켓발매, 기차표발매, 민원발급기 등)

기대효과
정보화시대에 교육용 로봇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역량 강화로 디지털 
격차 해소

이미지

(그림 출처 :http://seocho.newst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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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마트횡단보도

공모/대상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시 산하기관

공모내용 시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횡단보도 4개소

기대효과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즉시단속을 통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로 지속적인 교통사고율 감소 
 기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전면 전광판에 실시간 차량사진과 번호판이 표출되는 것만으로 강력한 
 계도 및 운전자 경각심 고취

이미지

⑧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사업목적
리빙랩 운영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ICT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

사업대상 공무원, 주민, 전문가(산･학･연) 등 공동참여

사업내용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를 ICT 기술과 연계하여 해결  
    - 주민, ICT 활동가 등 5~10명으로 구성된 ‘문제발굴단’ 공모
    -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기술․솔루션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시민 참여

사업과정
문제발굴단 
구성․운영

리빙랩 프로젝트 
과제 선정

리빙랩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84

⑨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추진

공모개요 양천구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공모대상 양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내용
양천구의 다양한 도시문제(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를 해결하거나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기술 활용 아이디어

기대효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 유도
주민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공감하는 주민 주도형 스마트시티 구현

⑩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추진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필요, 고품질 실시간 공공데이터의 개방요구 증가

사업내용
⦁부서별 주요정책 사업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과제 발굴
⦁2020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서울디지털재단 추진과제 선정)

기대효과
다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사업과정
분석과제 발굴

(부서업무)
데이터 확보
(공공·민간)

데이터 가공
(다차원 분석도구)

정책반영
(서비스 제공)

⑪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배경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기회 제공
 전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로 복잡한 도시문제에 선제적 대응

교육내용
   HRD 진단 기반 데이터 교육
    - 업무별 데이터 활용 방안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사례 교육
    - 데이터 이해, 각종 기록물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시각화 등

주거지비율이 높은 양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천구는 복지와 환경분야의 스마트도시서비스가 

특화되어 있으며, 리빙랩을 통한 주민참여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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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대상지의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연구 대상지인 양천구 신월3동은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공모 준비 중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지역의 활력이 시

급하며 현황파악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신월3동은 1972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78년 남부

순환로, 92년 경인고속도로 등이 개통되었으며, 2009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과 2017

년 해제의 과정을 거쳤다. 1971년 김포공항의 국내선 청사 증축 이후 항공기 소음피해가 급증하

였고, 생활인프라 및 주택의 노후가 가속화되어 왔다.

[그림 3-5] 1972년의 사업지 [그림 3-6] 2018년의 사업지

[그림 3-7] 사업지 주변의 현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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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지(신월3동 162-16 일대)는 서쪽의 부천과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남부순환

도로,  남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경인고속도로와 신월 IC가 1㎞ 인근에 위치한다. 대상지 주변

에는 초등학교 1개소, 중고등학교 각각 2개소가 위치하여 있으며, 남쪽에 인접하여 서서울 호수

공원이 있으나 사업지에서 접근성이 불리하고, 김포공항이 북쪽 2㎞내에 인접해 있다.(그림3-8)

[그림 3-8] 연구대상지 위치도  

[그림 3-9]  연구대상지의 현황사진

좁은 골목길에는 차량의 교행과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고, 2~3층의 협소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최소한의 간격으로 채광 등이 매우 불리하며, 외벽이 담장의 역할과 동시에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수선한 공중의 전선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 화재 등에 취약해 보이며, 쓰레기도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으며 시장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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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및 세대 현황

① 인구 및 세대수

신월 3동 도시재생 사업지는 총인구 6,205명, 세대수는 3,520세대이나 인구밀도는 서울시, 양천

구, 신월3동 보다 월등히 높으며, 세대 당 인구수는 낮은 분포를 보인다. 

구분 총인구
(인)

인구 밀도
(인/㎢)

세대수
(세대)

세대당 인구 수
(인/세대)

서 울 시 10,049,607 16,604 4,263,868 2.46

양 천 구 468,145 26,894 176,498 2.63

신월 3동 17,186 19,754 8,236 2.06

대 상 지 6,205 60,679 3,520 1.76

[표 3- 5] 신월 3동 인구밀도 및 세대당 인구수 (자료: 2018년 기준 서울통계)

② 인구 추이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5년의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2017년에 –3,4%로 급감했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양천구에 비해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는 신월3동은 더 많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서 울 시 10,369,593
(-0.2)

10,297,138
(-0.7)

10,204,057
(-0.9)

10,124,579
(-0.8)

10,049,607
(-0.7)

양 천 구 490,708
(-1.3)

489,010
(-0.3)

481,845
(-1.5)

475,018
(-1.4)

468,145
(-1.4)

신월 3동 17,528
(-1.8)

18,461
(+5.3)

18,276
(-1.0)

17,649
(-3.4)

17,186
(-2.6)

[표 3- 6] 신월 3동 인구추이 (2014~2018년 서울통계, 단위: 인, %)

③  연령별 인구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10세 미만과 10~19세의 신월3동 인구가 서울시와 양천구보다 모두 

낮게 분포되어 있으며 50~60세, 65세 이상의 인구는 서울시, 양천구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며 

인구구조 불균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구분 합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서울시 10,049,607
(100.0)

705,072
(7.0)

868,798
(8.6)

1,524,180
(15.2)

1,602,660
(15.9)

1,636,402
(16.3)

2,296,364
(22.9)

1,416,131
(14.1)

양천구 468,145
(100.0)

34,992
(7.5)

55,211
(11.8)

62,579
(13.4)

63,723
(13.6)

83,513
(17.8)

110,082
(23.5)

58,045
(12.4)

신월3동 17,186
(100.0)

1,095
(6.4)

1,375
(8.0)

2,335
(13.6)

2,358
(13.7)

2,656
(15.4)

4,658
(27.1)

2,709
(15.8)

[표 3- 7] 신월 3동 연령별 인구 (2018년 서울통계, 단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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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대원수별 세대수·독거노인 추이

세대원수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양천구 모두 39.4%, 27.5%로 1인 세대수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난다. 그러나 신월3동의 경우 47.3%로 1인 세대가 전체의 반에 가까워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1인 세대수 중 65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이 서울시나 양천구 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2018년은 서울시 21.7%, 양천구 36.9%보다 두 배 이상인 85.7%의 증

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계 5인 이상 4인 세대 3인 세대 2인 세대 1인 세대

서 울 시 4,263,868
(100.0)

219,586
(5.2)

704,778
(16.5)

768,663
(18.0)

891,792
(20.9)

1,679,049
(39.4)

양 천 구 176,498
(100.0)

11,926
(6.8)

40,961
(23.2)

38,406
(21.8)

36,590
(20.7)

48,615
(27.5)

신월 3동 8,236
(100.0)

361
(4.4)

909
(11.0)

1,281
(15.6)

1,790
(21.7)

3,895
(47.3)

[표 3- 8] 신월 3동 세대원수별 세대수 (서울통계, 단위: 세대, %)

[그림 3-10] 신월3동 세대원수별 세대수 (%, 세대수)

구분
인구추이 (인) 5년간 

증가율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시 273,190 281,068 288,599 303,824 332,512 21.7%

양천구 10,130 10,581 10,178 12,031 13,864 36.9%

신월3동 659 716 755 756 1,224 85.7%

[표 3- 9] 신월 3동 독거노인 인구추이 (서울통계 2014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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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여건 현황57)

① 도시계획 현황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 분포하여 있고 인근에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접하여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이 두 곳이 있으며, 대상지 주변에 양서중학교와 신월3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다.

[그림 3-11] 용도지역 현황 [그림 3-12] 도시계획시설현황

② 지목 및 필지별 현황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대지가 95%의 비율을 차지하며 도로를 제외한 대지의 과소필지58)는 전체 

면적의 59.1%를 차지한다.

[그림 3-13] 지목별 건축물 현황 [그림 3-14] 필지크기별 현황(㎡)

57) 자료 :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용역 2020. 06

58)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따라 주거지역 90제곱미터 미만의 필지를 과소필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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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도 및 층수별 건축물 현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80%이상으로 주거 밀집지역이며, 좁은 골목길을 끼고 형성된 2층 이하

의 건축물이 78%이고 3층이 17%, 4층 2.4%로 저충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5] 용도별 건축물 현황 [그림 3-16] 층수별 건축물 현황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 기타 미기재 합계

건물 수 721 7 74 2 13 817
비율(%) 88.2 0.9 9.1 0.2 1.6 100.0

[표 3-10] 용도별 건축물 현황

④ 가로 및 상가 현황

4m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8m 도로가 가장 넓은 도로로 대상지의 통행이 가장 빈번

한 도로이다. 또한 대상지의 남서쪽에는 3,5m의 좁은 도로도 상당부분 분포되어 있다.

대상지내의 점포는 253개소이며 도·소매업이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그 중 빈 점포가 12%에 

달해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월3동 시장의 29개 점포 중 7개가 빈 점포

로 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림 3-17] 도로별 현황 [그림 3-18] 상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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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시설 현황

CCTV는 19개, 보안등은 13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은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

방시설 중 지하식 소화전 69개, 소화기는 총 107개, 비상소화 장치함은 10개소로 설치되어 있어 

양호한 편이나 소방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3-19] CCTV 및 보안등 현황 [그림 3-20] 소방시설물 현황

⑥ 쇠퇴정도

대상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1990년에 는 30%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체이탈도 가

속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94%이상으로 3대 쇠퇴지표를 모

두 충족시키는 상황이다.

[그림3-21]인구추이와 전입·전출 [그림3-22]사업체이탈과 종사자변화 [그림 3-23] 노후건축물 현황

구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초과 미기재 합계

건물 수 2 32 465 156 149 13 817
비율(%) 0.3 3.9 56.9 19.1 18.2 1.6 100.0

[표 3-11] 건축물 노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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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황분석 종합 및 기본구상-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59)

신월3동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마을의 쇠퇴와 자원, 그리고 잠재력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여건분석을 통하여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림 3-24] 신월3동 지역여건 현황

마을의 쇠퇴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 절실
∙좁은 골목환경과 주차문제 극심
∙노후 저층주택과 1인 가구의 열악한 생활환경 
∙주민 커뮤니티 및 여가를 위한 공간 공공공간 부재

마을의 자원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 및 매입 자산 활용
∙신월3동 역사를 함께한 시장과 생활가로 존재
∙희망지사업 부터 형성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

마을의 잠재력

∙한국공항공사의 소음피해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자산 분포
∙신월3동 시장·생활가로 →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표 3-12] 신월3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구상(안)

               현황분석    주민의견   세부사업

토지 및 건축물

교통

공공·생활편의

20년 이상 노후건물 94%

협소한도로, 주차공간 부족, 
차량·보행환경 열악

복지시설보유, 주민시설부족

 + 

노후주택개선,집수리지원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문화공간,체육·보육시설 필요

è

주택·주거환경 정비

마을골목길 재생

생활형SOC 조성

인구 및 가구

지역적 특성

범죄 발생

인구의 지속적 감소,
고령·취약인구 증가

김포공항의 항공기소음 극심

사소한 시비가 폭행으로 발전

 + 

젊은층 유입을 위한 방안필요

항공기소음피해대책 필요

안전한 골목길 조성 필요

è

청년주택 복합화사업

신삼리빙랩

안전(안심)마을

교육

상업

공동체 회복

교육·문화프로그램 부재

상권쇠퇴 및 빈점포 증가

지역 인적 네트워크 구성복원

 + 

주민모임, 주민역량강화 
교육 필요

지역경제,골목시장 활성화

마을일자리,주민전문가 필요

è

주민전문가 육성

신월3동 시장 활성화

마을관리기업(CRC)육성

59) 자료 :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용역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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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대상지의 주민수요 분석

1 ∙ 주민 수요조사의 개요

1) 조사의 개요

2020년도 양천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양천구 스마트

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양천구민들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식현황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과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다양

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2020월 1월 3일~1월 30일까지 스마트도

시에 대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내용은  IT·스마트 관련 라이프 스타일과 양천

구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정도, 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중요도, 도시변화에 대한 의견을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60)(표 3-13)

응답자 특성 항목과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해 297명(주민 242명, 상인 55명)의 응답자 중 유효 

응답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29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해 통계처리하였으며,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었다.

유효표본  양천구 신월3동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 및 지역주민 29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0년 1월 3일~ 1월 30일

조사내용

스마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IT/ 스마트기기 이용능력, 스마트도시 인지정도

스마트도시 수요와 스마트도시의 
도시문제 해결정도

신월3동의 도시문제,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대정도,
스마트도시의 중요한 분야, 스마트도시 구현시 
고려사항, 스마트도시의 생활과 관련된 가치관

미래도시상과 가치관
스마트도시의 일상생활 영향, 스마트도시의 사회적 
가치

[표 3-13] 설문조사 개요

60) 설문조사 항목의 기본 틀은 ‘스마트도시의 사회적 쟁점과 서울시 정책과제’(서울연구원 2019)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스마트도시의 수요와 방향’
에서 실시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연구대상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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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는 총 290명으로 양천구 주민이 241명(83.1%), 상인이 49명(16.9%)이었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20대가 59명(20.3%), 30대가 22명(7.6%), 40대가 56명(19.3%), 50대가 59명

(20.3%), 60대가 83%(28.6%), 미응답자가 11명(3.8%)으로 지역의 인구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었

다. 응답자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05명(70.7%), 대학재학(휴학포함)이 29명

(10.0%), 대학졸업이 36명(12.4%), 대학원 이상이 1명(0.3%), 미응답자가 19명(6.6%)이었다.

거주기간별로는 3년미만이 38명(15.8%), 3년이상~5년미만이 25명(10.4%), 5년이상~10년미만

이 28명(11.6%), 10년이상~20년미만이 71명(29.5%), 20년이상이 63명(26.1%), 미응답자가 

16명(6.6%)이다. 거주형태별로는 자가가 82명(34.0%), 전세가 82명(34.0%), 보증부 월세가 53

명(22.0%), 무보증 월세가 5명(2.1%), 기타 2명(0.8%), 미응답자가 17명(7.1%)이고, 주택유형으

로는 단독주택이 65명(27.0%), 아파트가 4명(1.7%), 다세대주택이 130명(53.9%), 상가주택이 

11명(4.6%), 연립주택이 8명(3.3%), 기타 1명(0.4%), 미응답자가 22명 9.1%이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이 38명(15.8%), 2인이 56명(23.2%), 3인이 48명(19.9%), 4인이 81명

(33.6%), 미응답자가 18명(7.5%)이다.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체 290 100.0

거주민
지역상인
지역주민

50
240

17.2
82.8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9명
22명
56명
59명
83명

21.1
7.9

20.1
21.1
29.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205명
29명
36명
1명

75.6
10.7
13.3
0.4

거주기간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38명
25명
28명
71명
63명

16.9
11.1
12.4
31.6
28.0

거주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기타

82명
82명
53명
5명
2명

36.6
36.6
23.7
2.2
0.9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38명
56명
48명
81명

17.0
25.1
21.5
36.3

* 미응답자 제외

[표 3-1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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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 수요조사의 결과

1) IT/스마트 관련 라이프스타일, 평소 인지정도

(1) 스마트 관련 라이프스타일

평소 IT/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에 있어 ‘어느 정도 활용’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1의 인터

넷, 이메일 확인 등의 수준에서 부터 문항 5, 6의 클라우드 활용,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등 까지 

평소 ICT 역량을 연령별, 학력별, 기타 집단별 등의 특성을 조사하는 항목이며, 트위터 등 SNS 

서비스 활용(평균 2.93), 인터넷·이메일 확인(평균 2.88), 버스정보 등 앱 활용(평균 2.83), 은행, 

증권업무(평균 2.74), 일상생활 활용(평균 2.74), 클라우드 자료저장 및 활용(평균 2.55) 순으로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50
40
88

106

17.6
14.1
31.0
37.3

43
32

111
99

15.1
11.2
38.9
34.7

50
40

101
93

17.6
14.1
35.6
32.7

54
48

101
83

18.9
16.8
35.3
29.0

63
66
93
64

22.0
23.1
32.5
22.4

51
54
99
81

17.9
18.9
34.7
28.4

합계 284 100.0 285 100.0 284 100.0 286 100.0 286 100.0 284 100.0

평균 2.88 2.93 2.83 2.74 2.55 2.74

표준편차 1.099 1.031 1.072 1.073 1.067 1.060

주) 문항1: 인터넷 이용, 이메일 확인 등

1점 (전혀 활용할 수 없다) 문항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활용

↕
문항3: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맛집, 예약 등의 앱 활용

문항4: 은행, 증권 등 금융 업무

문항5: 클라우드 자료 저장 및 활용, 공간제약 없는 활동 등

4점 (매우 잘 활용한다) 문항6: 일상생활에 적절히 잘 활용

[표 3-15] 스마트기기 관련 이용 정도

① ‘귀하는 평소 인터넷 이용, 이메일 확인 등 IT, 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는 어떠합니까?’ 

문항1 에 대한 응답은 ‘활용할 수 있다’ 응답(68.3%)이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31.7%) 보다 많

고61), 각 변인별로 실시한 교차분석의 결과 상인보단 지역주민, 20~40대, 고학력 일수록 활용도

가 높게 나타나며, 그 외 나머지 집단과의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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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지역상인(평균 1.90)보다 지역주민(평균 3.09)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활용도는 30대

(평균 3.7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0대(평균 3.64), 40대(평균 3.43), 50대(평균 

2.53), 60대(평균 1.93)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원 1점 2점 3점 4점 계 평균

인터넷 이용, 
이메일 확인 

등

전체 284 17.6 14.1 31.0 37.3 100.0 2.88

거주민
지역주민
지역상인

235
49

9.4
57.1

14.9
10.2

33.6
18.4

42.1
14.3

100.0
100.0

3.09
1.9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8
21
54
58
82

1.7
0.0
1.9

19.0
45.1

0.0
0.0
3.7

27.6
25.6

31.0
23.8
44.4
34.5
20.7

67.2
76.2
50.0
19.0
8.5

100.0
100.0
100.0
100.0
100.0

3.64
3.76
3.43
2.53
1.93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200
29
35
1

23.0
0.0
2.9
0.0

18.5
0.0
2.9
0.0

32.0
20.7
34.3
0.0

26.5
79.3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2
3.79
3.51
4.00

주) 1점(전혀 활용할 수 없다) ~ 4점(매우 잘 활용한다)

[표 3-16] 인터넷이용, 이메일 확인 등을 위한 IT/스마트기기 이용정도와 배경변인 관계 (단위:명,%,점)

② ‘귀하는 평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활용을 위한 IT, 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는 

어떠합니까’

문항2에 대한 응답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73.7%)이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26.3%) 보다 많

다. 또한 교차분석의 결과 상인보단 지역주민, 20~40대, 고학력 일수록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며, 

그 외 나머지 집단과의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문항1과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인원 1점 2점 3점 4점 계 평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활용

전체 285 15.1 11.2 38.9 34.7 100.0 2.93

거주민
지역주민
지역상인

237
48

7.2
54.2

11.8
8.3

40.9
29.2

40.1
8.3

100.0
100.0

3.14
1.9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8
21
55
58
82

1.7
0.0
1.8

12.1
41.5

1.7
4.8
5.5

12.1
23.2

27.6
28.6
50.9
60.3
29.3

69.0
66.7
41.8
15.5
6.1

100.0
100.0
100.0
100.0
100.0

3.64
3.62
3.33
2.79
2.00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201
29
35
1

19.4
0.0
2.9
0.0

12.9
3.4

11.4
0.0

40.3
24.1
48.6

100.0

27.4
72.4
37.1
0.0

100.0
100.0
100.0
100.0

2.76
3.69
3.20
3.00

주) 1점(전혀 활용할 수 없다) ~ 4점(매우 잘 활용한다)

[표 3-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활용 정도와 배경변인 관계 (단위 : 명, %, 점)

61)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점 응답자를 포함하였으며,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2점 응답자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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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귀하는 평소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맛집, 예약 등의 앱 활용을 위한 IT, 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는 

어떠합니까’

문항3에 대한 응답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68.3%)이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31.7%) 보다 많

다. 또한 교차분석의 결과 연령별로는 문항1과 같이 30대가 가장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분 인원 1점 2점 3점 4점 계 평균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맛집, 예약 
등의 앱 활용

전체 284 17.6 14.1 35.6 32.7 100.0 2.83

거주민
지역주민
지역상인

235
49

9.4
57.1

15.7
26.5

37.4
26.5

37.4
10.2

100.0
100.0

3.03
1.9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8
21
54
57
83

3.4
0.0
1.9

17.5
44.6

5.2
0.0
3.7

24.6
22.9

25.9
19.0
48.1
52.6
27.7

65.5
81.0
46.3
5.3
4.8

100.0
100.0
100.0
100.0
100.0

3.53
3.81
3.39
2.46
1.93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200
29
35
1

23.0
0.0
2.9
0.0

15.5
0.0

14.3
0.0

38.5
24.1
37.1
0.0

23.0
75.9
45.7

100.0

100.0
100.0
100.0
100.0

2.61
3.76
3.26
4.00

주) 1점(전혀 활용할 수 없다) ~ 4점(매우 잘 활용한다)

[표 3-18] 버스정보 등의 앱 활용을 위한 IT/스마트기기 이용 정도와 배경변인 관계 (단위: 명, %, 점)

④ ‘귀하는 평소 은행, 증권 등 금융 업무 활용을 위한 IT, 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는 어떠합니까?’

문항4에 대한 응답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64.3%)이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35.7%) 보다 많

다. 또한 교차분석의 결과 상인보단 지역주민, 20~40대, 고학력 일수록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며, 

그 외 나머지 집단과의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앞의 문항들과 유사한 패턴을 확

인할 수 있다

구분 인원 1점 2점 3점 4점 계 평균

은행, 증권 
등 금융업무

전체 286 18.9 16.8 35.3 29.0 100.0 2.75

거주민
지역주민
지역상인

237
49

11.8
53.1

17.7
12.2

37.1
26.5

33.3
8.2

100.0
100.0

2.92
1.9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9
21
54
59
82

5.1
0.0
0.0

18.6
46.3

15.3
4.8
5.6

23.7
23.3

28.8
23.8
44.4
45.8
26.8

50.8
71.4
50.0
11.9
3.7

100.0
100.0
100.0
100.0
100.0

3.25
3.67
3.44
2.51
1.88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202
29
35
1

23.3
3.4
2.9
0.0

19.3
3.4

11.4
0.0

37.1
24.1
31.4
0.0

20.3
69.0
54.3

100.0

100.0
100.0
100.0
100.0

2.54
3.59
3.37
4.00

주) 1점(전혀 활용할 수 없다) ~ 4점(매우 잘 활용한다)

[표 3-1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활용 정도와 배경변인 관계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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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귀하는 평소 클라우드 활용 및 공간 제약 없는 활동 등을 위한 IT, 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는 어떠합니

까?’

문항5에 대한 응답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54.9%)이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45.1%) 보다 많

다. 또한 교차분석의 결과 상인보단 지역주민, 20~40대, 고학력 일수록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며, 

50~60대와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인원 1점 2점 3점 4점 계 평균

클라우드 
자료저장 및 
활용, 공간 
제약없는 
활동 등

전체 286 22.0 23.1 32.5 22.4 100.0 2.55

거주민
지역주민
지역상인

237
49

13.9
61.2

24.9
14.3

35.4
18.4

25.7
6.1

100.0
100.0

2.73
1.69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9
21
54
58
83

1.7
0.0
7.4

25.9
50.6

11.9
9.5
7.4

41.4
32.5

39.0
38.1
51.9
24.1
16.9

47.5
52.4
33.3
8.6
0.0

100.0
100.0
100.0
100.0
100.0

3.32
3.43
3.11
2.16
1.66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202
29
35
1

28.7
0.0
2.9
0.0

25.7
10.3
20.0
0.0

28.2
34.5
45.7

100.0

17.3
55.2
31.4
0.0

100.0
100.0
100.0
100.0

2.34
3.45
3.06
3.00

주) 1점(전혀 활용할 수 없다) ~ 4점(매우 잘 활용한다)

[표 3-20] 클라우드 자료저장 등 활용 정도와 배경변인 관계 (단위 : 명, %, 점)

⑥ ‘귀하는 평소 업무나 학업, 가사 등 일상생활의 IT, 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는 어떠합니까?’

문항6에 대한 응답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63.2%)이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36.8%) 보다 많

다. 또한 교차분석의 결과 상인보단 지역주민, 20~40대, 고학력 일수록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며, 

50~60대와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역량의 정도와 연령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구분 인원 1점 2점 3점 4점 계 평균

일상생활에 
적절히 잘 
활용

전체 284 17.9 18.9 34.7 28.4 100.0 2.71

거주민
지역주민
지역상인

237
48

9.7
58.3

20.3
12.5

37.6
20.8

32.5
8.3

100.0
100.0

2.93
1.79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9
22
54
56
83

1.7
0.0
1.9

16.1
48.2

10.2
0.0
3.7

35.7
28.9

32.2
40.9
61.1
33.9
19.3

55.9
59.1
33.3
14.3
3.6

100.0
100.0
100.0
100.0
100.0

3.42
3.59
3.26
2.46
1.78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201
29
35
1

22.9
3.4
2.9
0.0

22.9
0.0

11.4
0.0

33.8
34.5
42.9
0.0

20.4
62.1
42.9

100.0

100.0
100.0
100.0
100.0

2.52
3.55
3.26
4.00

주) 1점(전혀 활용할 수 없다) ~ 4점(매우 잘 활용한다)

[표 3-21] 일상생활의 활용 정도와 배경변인 관계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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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소 ‘양천구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지정도

귀하는 본 조사 이전, 양천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문

항에 대한 응답은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65.4%)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34.6%) 보다 

많았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약 2.99점으로 전체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가 39.5%,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은 없다’가 28.3%,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알지 못한다’가 25.9%, ‘알고 있으며 이용도 해봤다’가 6.3%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알고 있으며 이용도 해봤다(1점)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은 없다(2점)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알지 못한다(3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4점)

18명
81명
74명

113명

6.3
28.3
25.9
39.5

합계 286명 100.0

평균 2.99

주) 미응답자 4명(1.4%) 제외

[표 3-22] 양천구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림 3-25] 양천구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인지정도(주민-상인)

평소 양천구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가 각 변인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상인 보다는 지역주민, 40대, 대학 졸업 집단이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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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민에 따른 활용 정도는 지역상인(평균 3.20)보다 지역주민(평균 2.95)이 낮게 나타남.

- 연령별 만족도는 40대(평균 2.63)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대(평균 2.77), 

50대(평균 2.98), 20대(평균 3.20), 60대(평균 3.19) 순으로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평균 2.9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하(평균 

2.98), 대학 재학(평균 3.10), 대학원 이상(평균 4.00) 순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26] 양천구 스마트도시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구분 인원 1점 2점 3점 4점 계 평균

양천구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전체 284 6.3 28.3 25.9 39.5 100.0 2.99

거주민
지역주민
지역상인

240
46

6.7
4.3

30.0
19.6

25.4
28.3

37.9
47.8

100.0
100.0

2.95
3.2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9
22
56
59
80

6.8
4.5
7.1
6.8
5.0

13.6
45.5
42.9
28.8
22.5

32.2
18.2
30.4
23.7
21.3

47.5
31.8
19.6
40.7
51.3

100.0
100.0
100.0
100.0
100.0

3.20
2.77
2.63
2.98
3.19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201
29
36
1

8.0
0.0
2.8
0.0

27.4
20.7
38.9
0.0

23.9
48.3
19.4
0.0

40.8
31.0
38.9

100.0

100.0
100.0
100.0
100.0

2.98
3.10
2.94
4.00

주) 1점 (알고 있으며 이용도 해봤다) ~ 4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표 3-23] 양천구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와 배경변인 관계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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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도시의 필요성, 기대 정도, 중요도

(1) 신월3동의 도시문제

‘여러 도시문제들 중 신월3동의 심각성 정도는 어떠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총 9개 분야 중 도시

재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평균 4.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문제(평균 4.01), 산업경제 문제

(평균 4.00), 교통문제(3.64), 참여·소통 문제(평균 3.60), 안전문제(평균 3.45), 복지·교육 문제(평

균 3.36), 문화·관광 문제(평균 3.44), 에너지·자원 문제(평균 2.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이슈화되면서 늘어난 주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한다. 

구분
교통문제 안전문제 환경문제 에너지·자원 문제 복지·교육 문제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5점

6
47
66
94
77

2.1
16.2
22.8
32.4
26.6

6
46
86

112
38

2.1
16.0
29.9
38.9
13.2

6
46
86

112
38

2.1
16.0
29.9
38.9
13.2

21
94

110
46
15

7.3
32.9
38.5
16.1
5.2

12
34

113
94
33

4.2
11.9
39.5
32.9
11.5

합계 290 100.0 288 100.0 290 100.0 286 100.0 286 100.0
평균 3.64 3.45 4.01 2.79 3.36

표준편차 1.100 0.979 0.963 0.976 0.976

구분
문화·관광 문제 도시재생 문제 산업경제 문제 참여·소통 문제 주)

1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점 

(매우 심각하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5점

9
33

102
109
34

3.1
11.5
35.5
38.0
11.8

1
9

51
124
104

0.3
3.1

17.6
42.9
36.0

6
9

62
113
97

2.1
3.1

21.6
39.4
33.8

3
18

113
110
44

1.0
6.3

39.2
38.2
15.3

합계 287 100.0 289 100.0 287 100.0 288 100.0
평균 3.44 4.11 4.00 3.60

표준편차 0.951 0.826 0.933 0.857

[표 3-24] 신월 3동의 도시문제 심각성 정도

(2)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대 정도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아래의 문제들이 신월3동에서 얼마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복지·교육 문제(평균 3.34)가 가장 잘 해결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

문제(평균 3.29), 문화·관광 문제(평균 3.27), 에너지·자원 문제(평균 3.26), 교통문제(평균 3.20), 

참여·소통 문제(평균 3.13), 도시재생 문제(평균 3.08), 환경문제(평균 3.01), 산업경제 문제(평균 

2.9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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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문제 안전문제 환경문제 에너지·자원 문제 복지·교육 문제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5점

6
73
80

119
12

2.1
25.2
27.6
41.0
4.1

4
49

111
110
16

1.4
16.9
38.3
37.9
5.5

12
97
75
88
18

4.1
33.4
25.9
30.3
6.2

3
43

133
94
15

1.0
14.9
46.2
32.6
5.2

4
46

113
99
26

1.4
16.0
39.2
34.4
9.0

합계 290 100.0 290 100.0 290 100.0 288 100.0 288 100.0
평균 3.20 3.29 3.01 3.26 3.34

표준편차 0.935 0.861 1.027 0.813 0.900

구분
문화·관광 문제 도시재생 문제 산업경제 문제 참여·소통 문제 주)

1점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
5점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5점

7
46

115
101
19

2.4
16.0
39.9
35.1
6.6

14
87
69
99
19

4.9
30.2
24.0
34.4
6.6

18
86

101
62
23

6.2
29.7
34.8
21.4
7.9

9
58

125
82
16

3.1
20.0
43.1
28.3
5.5

합계 288 100.0 288 100.0 290 100.0 286 100.0
평균 3.27 3.08 2.95 3.13

표준편차 0.894 1.050 1.038 0.902

[표 3-25]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대 정도

[그림 3-27] 신월3동의 도시문제 분야 [그림 3-28] 스마트도시를 통한 해결정도 기대

(1)의 신월3동 도시문제 분야와 (2)의 스마트도시를 통한 기대정도를 비교하면, 산업경제 분야는 

심각하지만 스마트도시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에너지와 자원문제는 심각하

지는 않으나 스마트도시를 통한 기대가 높으며, 환경문제는 심각도가 높은 편인데 해결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이다. (그림 3-2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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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도시의 영역별 중요성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은 어떠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도시재생 분야(평균 3.42)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분야와 산업경제 분야(평균 3.30), 복지·교육 분야(평균 

3.29), 안전분야(평균 3.27), 교통분야(평균 3.19), 참여·소통 분야(평균 3.11), 문화·관광 분야(평

균 3.07), 에너지·자원 분야(평균 2.93)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교통문제 안전문제 환경문제 에너지·자원 문제 복지·교육 문제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2
21

184
79

0.7
7.3

64.4
27.6

6
14

162
104

2.1
4.9

56.6
36.4

4
19

149
112

1.4
6.7

52.5
39.4

9
57

164
55

3.2
20.0
57.5
19.3

1
16

167
102

0.3
5.6

58.4
35.7

합계 286 100.0 286 100.0 284 100.0 285 100.0 286 100.0
평균 3.19 3.27 3.30 2.93 3.29

표준편차 0.586 0.651 0.655 0.718 0.584

구분
문화·관광 문제 도시재생 문제 산업경제 문제 참여·소통 문제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점 

(매우 중요하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2
45

168
69

0.7
15.8
59.2
24.3

1
10

142
133

0.3
3.5

49.7
46.5

1
20

157
108

0.3
7.0

54.9
37.8

2
38

171
73

0.7
13.4
60.2
25.7

합계 284 100.0 286 100.0 286 100.0 284 100.0
평균 3.07 3.42 3.30 3.11

표준편차 0.653 0.580 0.610 0.639

[표 3-26] 스마트도시의 영역별 중요성 정도

[그림 3-29] 스마트도시의 영역별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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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도시서비스 구현 시 고려사항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

는 물음에 대해, ‘지역주민(상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첨단기술이 중요’가 20.0%,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기준과 제도마련’이 15.5%,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관련 영역이 중요’가 14.9%,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 14.4%, ‘양천구의 리더십이 중

요’가 10.2%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첨단기술이 중요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기준과 제도마련
양천구의 리더십이 중요
지역주민(상인)의 참여가 중요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관련 영역이 중요

110명
79명
85명
56명

138명
82명

20.0
14.4
15.5
10.2
25.1
14.9

평균 550명 100.0

   주) 2가지 복수응답

[표 3-27]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 시 고려사항

[그림 3-30] 스마트도시의 서비스 구현 시 고려사항 

(5) 스마트도시 생활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

‘스마트도시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아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소유 보다는 공유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라는 주장에 가장 높은 동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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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를 나타내었으며, ‘다양한 채널로 소통이 많아질 것이다(평균 3.52)’, ‘기술과 소유를 둘러싼 

불편과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평균 3.41)’,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일반화되어 노약자를 돌보아 건

강하게 살 것이다(평균 3.25)’, ‘인공지능 발달로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할 것이다(평균 3.24), ’로

봇기술 발전으로 대부분 단순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평균 3.16)‘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문항6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5점

21
49
79

116
22

7.3
17.1
27.5
40.4
7.7

12
66
95
90
23

4.2
23.1
33.2
31.5
8.0

12
61
85

100
29

4.2
21.3
29.6
34.8
10.1

6
27

100
121
33

2.1
9.4

34.8
42.2
11.5

7
42

111
100
27

2.4
14.6
38.7
34.8
9.4

10
32
88

110
47

3.5
11.1
30.7
38.3
16.4

합계 287 100.0 286 100.0 287 100.0 287 100.0 287 100.0 287 100.0
평균 3.24 3.16 3.25 3.52 3.34 3.53

표준편차 1.058 1.006 1.035 0.892 0.925 1.006

구분
문항 7

주)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

문항1: 인공지능발달로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할 것이다.

문항2: 로봇기술발전으로 대부분 단순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
문항3: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일반화되어 노약자를 돌보아 건강하게 살 것이다.

문항4: 다양한 채널로 소통이 많아질 것이다.
문항5: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문항6: 소유 보다는 공유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문항7: 기술과 소유를 둘러싼 불편과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빈도
(명)

비율
(%)

1점
2점
3점
4점
5점

4
39

107
107
28

1.4
13.7
37.5
37.5
9.8

합계 285 100.0
평균 3.41

표준편차 0.894

[표 3-28] 스마트도시에서의 일상생활

[그림 3-31] 스마트도시에서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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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변화에 대한 의견

(1) 스마트도시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양천구가 스마트특구로 지정되어 복지와 환경 분야 등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55.8)이 가장 많았

으며, 양천구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결과로 보여진다.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점)
보통이다(3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4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5점)

3명
13명

159명
98명
12명

1.1
4.6

55.8
34.4
4.2

합계 285명 100.0

평균 3.36

       주) 미응답자 5명(1.7%) 제외

[표 3-29] 스마트도시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2) 스마트도시의 효과

스마트도시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평균 

3.52)’, ‘빡빡한 삶, 저녁이 없는 삶,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일과 삶의 균형 (평균 3.40)’, 

‘인구유출, 서울인구의 고령화, 저 출산 등의 인구문제 (평균 3.17)’ 순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

구분

인구유출, 서울인구의 고령화, 
저 출산 등의 인구문제

빡빡한 삶, 저녁이 없는 삶,  일 
-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일과 
삶의 균형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17
56
92

104
18

5.9
19.5
32.1
36.2
6.3

5
46
89

123
23

1.7
16.1
31.1
43.0
8.0

4
32
92

126
32

1.4
11.2
32.2
44.1
11.2

합계 287 100.0 286 100.0 286 100.0

평균 3.17 3.40 3.52

표준편차 1.009 0.911 0.885

주) 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5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30] 스마트도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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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민 수요조사의 결과 분석 및 요약

평소 IT/스마트 기기 이용 정도에 있어 ‘어느 정도 활용’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SNS 서비스 활용

(문항2),인터넷·이메일 확인(문항1), 버스정보 등 앱 활용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 지역상인 보단 지역주민의 활용도 높게 나타나고, 20~40대,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

도 활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외 지역상인, 50~60대의 경우에는  IT/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매우 낮아 집단 간 차이가 크므로, 정보격차로 인해 야기될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지역의 스마트도시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3-32] IT/ 스마트기기 활용 정도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서

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양천

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알고 있으며 이용도 해봤다’가 전체 응답의 

6.3%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양천구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은 타 지자체 보다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중과 시범 

사업 등의 진행과정이 많고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부처 간 협업 문제 등 규제와 한계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림 3-33] 양천구 스마트도시사업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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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3동 도시문제들 중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방치, 개발미흡 등의 ‘도시재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편이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쓰레기, 소음 등의 환경문제, 일자리 부

족이나 경기침체 등 산업경제 문제 순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편이며 이들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주민 보다는 지역상인이, 40대를 중심으로 50대·60대등 고령층이 느끼는 심각성이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40대, 고학력 집단이 상

대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며, 에너지 문제의 경우에는 지역상인, 60대, 저학력일수록 심각하게 느

끼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의 기대 정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복지·건강관리 서비스, 평생교육 등의 복지·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문제, 문화·관광문제, 에너지·자원 문제, 교통문제, 참여·소

통문제, 도시재생 문제, 환경문제, 산업경제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도시문제 심각성에서 

하위 순위로 나타났던 안전문제, 복지·교육 문제, 문화·관광 문제, 에너지·자원 문제들이 도시문

제 해결의 기대 정도에서 우선 순위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하여 복지 ·교육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가 높게 나타남을 알수 

있다.

[그림 3-34] 신월3동의 
도시재생문제의 심각성

[그림 3-35] 신월3동의 
복지,교육의 해결정도 기대

[그림 3-36] 스마트도시의 중요성 
중 도시재생문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한 문제 해결은 주로 지역상인, 젊은 연령층인 20대를 중심으로 높은 기

대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50대~60대에 기대정도는 다소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은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하다’고 느끼는 편이며, 특히 도시재

생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분야와 산업경제 분야, 복지·보건 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참여·소통 분야, 문화·관광 분야, 에너지·자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역주민, 40대, 대학 졸업 수준의 고학력일수록 중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60대 

또는 50대의 경우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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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신월3동 도시문제의 심각성-중요도-해결에 대한 기대정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상인)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첨단기술이 중요,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기준과 제도마련,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관

련 영역이 중요,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 양천구의 리더십이 중요한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도시 생활에 있어 ‘소유 보다는 공유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는 주장이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채널로 소통이 많아질 것이다’, ‘기술과 소유를 둘러싼 불편과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일반화되어 노약자를 돌보아 건강하게 살 것이

다’, ‘인공지능 발달로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할 것이다’, ‘로봇기술 발전으로 대부분 단순노동에

서 해방될 것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들 주장에 대한 동의수준은 ‘보통이다’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60대와 20대,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동의수준이 높았

으나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스마트도시의 일상생활에의 영향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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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천구의 스마트도시정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일상생활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34.4%,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7%로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수준은 보통

수준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 별로는 지역상인 보다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이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39] 양천구 스마트도시정책의 영향

스마트도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

의 질 향상이 가장 높은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빡빡한 삶, 저녁이 없는 삶,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일과 삶의 균형, 인구유출, 서울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 

순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로 지역주민, 20대 또는 40대,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

력 집단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60대의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40] 양천구 스마트도시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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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황분석 종합 및 과제

신월3동 연구대상지의 현황분석 결과 90%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고 좁은 골목길과 항

공기 소음 등의 피해로 인해 직접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청년인구의 유입과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

과와 함께 수립중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종합분석을 정리하여 마을의 자원과 쇠퇴문제, 잠재력

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고,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개선 고령화 극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과

제를 도출하였다.

인프라 노후화, 
항공기 소음피해

90%이상의 노후도,
협소주택

인구구조 불균형
지역활력 필요 

주민참여 침체,
프로그램 필요

마을의 자원 마을의 쇠퇴 마을의 잠재력

- 완만한 지형조건
- 항공기소음 지원사업
- 신월3동 시장과 생활가로

- 좁은 골목길, 주택 노후화
- 항공기 소음피해
- 인구구조 불균형 가속화

- 인근 서서울공원
- 희망지사업부터의 마을 공동체
- 낮은 충수로 인한 개방감 

도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고령화 극복 공동체 회복

[그림 3-41] 연구대상지의 현황분석 종합

신월3동 연구대상지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주민수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천구 신월3동 

지역주민(상인)들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정책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양천구 신월3동 도시문제에 있어 ‘도시재생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요성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문제와 산업경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

이 높게 나타났다. 낙후된 지역문제와 항공기 소음등의 환경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문제, 복지·교육 문제, 문화·관광 문제, 에너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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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이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IT/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20대를 중심으로 

높은 기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50~60대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반면, 양천구 도시문

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20대 젊은 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3-42)

[그림 3-42] 신월3동의 도시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따라서 스마트도시 필요성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있어  고

령층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스마트도시의 가시적 성과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대

수준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도시 지역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분야를 우선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시가 필요하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 시 지역주민(상인)의 의견수렴 등

의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양천구 스마트특구 지정으로 인해 복지와 환경 분야 등의 디지털 기술이 현재 주민들의 ‘일상생

활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

여 등 올바른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3-43)

도시재생·환경 문제의 
우선적 개선 필요

복지·교육 분야의 
높은 해결 기대도

스마트도시 구현시
주민참여를 중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영
양천구 스마트도시 
복지·환경분야 특화

젊은층·고령층의 인식제고

[그림 3-43] 연구대상지의 주민수요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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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의 기본구상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역현황의 파악을 통한 문제점 인식과 대안 도출이라는 표

준 프로세스62)를 반영하여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프로세스
 

주요내용  도출내용

도시문제 도출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문제 도출
:대상지 주요 도시문제 인식  

지역의 물리적 노후, 
경제적 쇠퇴, 고령화

ê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출)
 

대상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주민직접도출  

도시재생·환경·복지 분야

ê

스미트도시서비스 (기능 검토)
 

시민참여기반 스마트 도시 세부 
기능 논의: 주민의 니즈를 반영  

리빙랩 등을 통한 
주민 수요 검토 필요

ê

스마트도시서비스 (선정)
 

스마트 도시 서비스 실현 가능성
 

스마트도시서비스 
담당관·전문가협의

ê

스마트도시 (관리)
 

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담당관

[표 4- 1] 스마트도시재생의 프로세스

1) 도시문제 도출

대상지 현황과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노후화된 물리적 현황과 경제적 쇠퇴, 높은 노인인구 비율

로 지역의 활력이 필요하며 청년층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을 신월3동의 주요 

도시문제로 인식하였다.

62) 스마트도시재생딜사업 표준모델 수립, 2019,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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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인 신월3동은 90%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고 좁은 골목길과 항공기 소음 등

의 피해로 직접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청년인구의 유입과 공동체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적극적인 집

수리를 유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거점시설, 청년주택 등을 개발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중심이 되는 생활가로와 신월3동 시장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선과 프로그램 발

굴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활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중이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출·기능검토

스마트도시재생의 본 연구에서는 신월3동의 주요 도시문제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시재생활성화계획(안)및 양천구 스마트도시 사업의 반영, 주민 수요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과 

환경, 복지 분야에 최우선적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해당분야에서 세부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기능을 검토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주민 참여의 과정(리빙랩)이 필요하였으나 COVID-19로 진행이 불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재생을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문제 

도출과 함께 그 원인을 상세히 논의해 봐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이 어떤 대상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지역이슈 구체화(POV)’63) 작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배경과 목적성에 관한 심도 있

는 논의의 과정을 거치며 주민의견을 구조화해야 한다.

서비스 명 스마트 주차 서비스

서비스 분야 교통 분야

서비스 배경
신월3동 주민들은 주차정보를 필요로 한다
⇠ 목적지의 주차장에 갔다가 주차공간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목적성
-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목적지의 주차대수정보를 알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주차비결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주차공간을 미리 예약 할 수 있을까?

서비스 가능
- 인근주차장 위치 및 주차대수 알림 제공
- 주차비 결제 서비스 제공
- 주차 예약 서비스

서비스 구현방식 서비스 구현 방식 휴대폰APP, 키오스크

[표 4- 2] 주민의견을 통해 구조화된 스마트도시서비스(예)

구체화된 논의에 대하여 유사 사례 등을 통한 스마트도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 

63) POV(Point of View) :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왜에 맞추어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누구(who)가 무엇(what)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why) ~~~하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구체화 해야 한다. 스마트도시재생딜사업 표준모델 수립, 2019,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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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민들이 제시하는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도시문제를 선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지역 문제해결

을 위한 방향을 찾는 데에 참고하고자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자문분야 자문내용

수요조사

⦁주민수요조사 후 심층면접조사 등을 시행할 경우 스마트도시전문가가 아닌 일반주민을 대상
으로 하면 연구에 직접적이고 유효한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음.

⦁만약 필요하다면 특정한 그룹으로 구성해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인구에는 지역의 

기존 상인응답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음. 또한 연령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 20, 30, 40대를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나 예측 가능한 결과나 의도하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학력이나 소득수준등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야 원활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00스마트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용해 보니 어떠한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응답을 이끌어내기 쉬움. 
⦁지속적인 주민인식의 경향을 보기위해 내년도에도 유사한 설문을 진행한다면, 설문의 내용을 

사업위주로 구체화 하여 주민의 인식의 추이를 보는 것도 구정에 도움이 될 것임.

도시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이 풍부하게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황조사가 디테일 하게 
수행되도록 하여 일반적인 사항 외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저층노후 주거지의 개선 방안은 괄목할 만한 연구나 사례가 부족하고, 해외사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으니 국내의 유사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단순히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스마트리빙랩

⦁스마트도시의 일반적인 기본서비스(안전, 환경, 복지 등)가 검토되어야 함. 
⦁대상지 여건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발굴할 것. 대상지 신월3동의 현황을 보건데 텃밭부지, 

지역 학교(신원초, 양서중)와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볼 것.
⦁리빙랩(Living Lab), 주민참여의 디자인씽킹(Design Thingking)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on-line(BAND), off-line의 다양한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함. 
리빙랩의 6단계를 통해 지역에 적합하고 저비용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출.

이해 → 문제인식 → 시범구축 → 평가 → 재설계 → 확산

준비 공동창조 proto type

⦁디지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고령인구의 스마트교육 확대) 포용적 정책

건축

⦁재생은 점과 면, 즉 가로와 거점이 중요한 요소임. 지역의 가로를 잇고 그 사이의 점이 되는 

거점을 찾되 지역특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함. 그 시간이 쌓여서 
지역의 활력을 생산해 내는 것임,

⦁젠트리피케이션 없이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활력을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가로 개선도 필요함. 예를 들면 메인 가로등 가로의 위계와 

성격을 파악하고 인도, 페이빙, 재료 등으로 개선함. green 막이 스카이라인으로 연속 
된다든지 하여 골목길의 특징적인 세대진입 계단방식을 그린 코리더 개념으로 엮어서 

특징적인 요소를 부여해야함.
⦁켜를 가지고 vertical 요소를 입혀보고, 그린cafe 등의 용도가 생긴다면 골목길의 재생 

성격을 만들어갈 수 있음. 
⦁항공기 소음이라는 환경적 취약성은 결국 환경적 요소로 극복해야함.

[표 4- 3] 전문가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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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분야 자문내용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재생은 아직 진행 중인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며 성공 

사례를 지켜보아야 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운영주체가 중요하고, 기존도시나 노후도시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는 핵심키워드임.

⦁스마트도시재생은 사실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이 가장 적합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형임, 목3동의 경우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나 사실 전통시장의 경우 그리 많은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적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없음, 00시 전통시장 사업을 했을 때 거의 화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사후 관리문제, 유지보수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음. 

오히려 청년층의 유입이 가능하다면 신기술적용의 사업내용을 담아도 좋을 것임, 신월3동의 
경우 골목이 좁고 노후 주거가 많아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됨.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현재에는 없으며, 계속 
존재해 왔던 문제를 굳이 들추어 주민에게 우울함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주차문제 

또한 골목이 너무 좁아 해결방법을 그 안으로 끌어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오히려 
구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하는 것,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리빙랩의 

구축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함. 스마트 팜의 경우에도 판로와 작물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임.

⦁지자체의 경우 스마트도시에 관한 의지가 많고 서울의 경우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는 
있음. 스마트 도시의 사업은 체계와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가 중요한 항목임. 체계는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 지자체 담당관이 계속 바뀌니 연속성이 없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스마트도시분야는 중앙정부, 서울시 모두 전문관 제도 등으로 어느 정도 

지속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그 아래 부서별로 인프라 사업이나 서비스 
사업이 되도록 해야 발전할 수 있음.

스마트도시 주민수요를 위한 설문조사 시에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 부족으

로 인하여 더욱 체계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자문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측면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요소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3) 스마트도시서비스 선정·관리

주민들의 수요와 아이디어로 구조화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서비스를 선정하는 단계로 담당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과 법·제도, 인프라 등과 해당 부서별 의견이 함께 반영되고 사업예산과 

일정등도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서비스는 도입과 적용 등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구축 및 사업과 함께 분야별로 만족도 조사

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리빙랩이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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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의 세부구상

스마트도시재생의 프로세스를 거쳐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찾고 관리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 전략과 세부사업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지 신월3동 스마트도시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도시재생·환경과 복지·교육에 

대한 주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검토하고 더욱 발전적인 양천구의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활성화
계획
전략

 도시활력  경제활력  주거복지  공동체회복

도시
재생
사업

 

SH·LH

청년
마을 

플랫폼

 

청년
마을
센터

 

마을 
문화 
SOC

 

마을 
돌봄 
SOC

 

소음
자원화 
리빙랩

 

신월
3동 
시장 

활성화

 

마을 
관리
기업 
CRC
운영

 

자율
주택
정비
사업

 

테마
골목길 
사업

 

스마트
마을
주차

시스템

 

안전
마을 
조성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마을
기록화
사업

주민
수요
반영

 
도시재생·환경 분야의

우선적 문제해결  
복지·교육분야의

높은 문제 해결 기대도  
스마트도시 구현 시

주민 참여 중요  

주요
분야  

도시재생 ·환경
    

⦁⦁⦁ 주민참여 ⦁⦁⦁
      

복지·교육
  

스마트
도시

서비스
 

스마트
집수리 
플랫폼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마트
쓰레기 
관리

 
스마트 
방역  

지능형 
CCTV  

스마트 
소화전  

AI 교차로 
알리미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전동시장 

스마트 
생활안전 
서비스

 

고령자
디지털 
교육

주요
키워드  환경개선과 지역 활력  맞춤형 복지·교육   

대안  

노후주택
데이터화

⦁ 
마을건축가

플랫폼

 

제로
에너지
건축

 

리빙랩
적용 

주차장 
실증

 
친환경 
골목길  

도시농업
⦁

스마트팜
 

사운드
스케이프  

AIC 
실증
사업

 

어르신
스마트
교육

 

스마트
헬스
케어 

[그림 4- 1] 스마트도시서비스와 분야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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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주요 서비스

양천구 신월 3동의 도시재생과 환경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거 관리과 범죄로 부터 안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골목길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및 소방안전 개선, 

항공기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환경·위생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중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천구의 기존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요약하였다.

문제유형 문제 및 해결 스마트 서비스

도시재생
· 환경

주거환경
노후주거 스마트 집수리 원스톱 플랫폼

에너지 관리 및 절감 에너지관리서비스, 태양광 발전 서비스

환경·위생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처리 효율화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전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스마트방역

안전·소방

보안등 관리 스마트보안등

범죄·구조 CCTV, 안심벨

화재취약 해결 화재감지 서비스, 스마트 소화전

교통·주차
골목길 교통안전 AI 교차로 알리미

불법주정차·주차장
불법주정차방지 솔루션,  주차공유 및 주차 정보 
서비스 (리빙랩)

경제·산업
지역경제활성화 스마트 전통시장

유동인구 분석 빅 데이터 구축

복지·교육

노인 복지· 
교육

1인 가구 돌봄, 
디지털 격차해소,

스마트플러그, 노약자 안전·생활모니터링, 반려 로
봇, 고령자 디지털 교육, 원격진료서비스

장애인 장애인 생활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서비스

[표 4- 4]  지역문제 유형에 따른 스마트서비스

노후주택의 관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집수리 서비스등과 지역의 마을기업 등을 활용하는 플랫

폼을 구축·제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과 절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공유하

거나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월3동 대상지의 저충주거지 여건이 태양광 패

널의 지붕 설치 시 음영이 적어 효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의 대표적인 쓰레기 문제 중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시스템을 운영하여 텃밭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유팩의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IoT 분리배출 촉진 플랫폼의 확대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지능형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로고젝터 등으로 계도하는 등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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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과 처리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시행하여 주민의 환경문제 의식 고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다. COVID-19로 더욱 중요해진 방역에 대한 관리는 노약자나 어린이등 면역력 취약계층이 주

로 머무는 기관에 무인 열화상 시스템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살균과 안내에 대한 스마트 관리 서

비스를 제공한다. 

골목길 안전을 위해서 기존의 양천구 스마트도시 서비스인 스마트 보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보행안전과 불법주차,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다. 특히 좁은 골목길의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환경의 신월3동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사용을 용이하도록 소화전 근처 주차 시 불법주차를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하게 하는 

스마트소화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능형 CCTV는 골목길이나 우회전 구간에 보행자와 차량을 감지하여 안내판을 통해 알려

주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설물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물리적 공간 부족의 주차문제는 공간 확보와 더불어 주차공유를 추진해야 하며 반드시 적

극적인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는 리빙랩을 추진하여 주민주도형의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현재 신월 3동 시장의 매장과 공간을 분석하여 웹 기반의 스마트 감성지도

를 구축해 본다. 맞춤형 상인 교육과 더불어 진행하여 시장관리의 편의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센서를 통한 유동 인구 분석과 주변 지역과의 상권분석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1인 가구나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스마트 플러그 설치나 동작감시 센서

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생활밀착형으로 구성하여 체감도를 높이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려로봇과 어르신 맞춤형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어르신 스마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치매예방 VR게임과 원격진료 서비스 등의 진화된 

스마트 의료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 경험이 서서히 축적

되고 있으며 가벼운 감기나 만성질환의 경우에 일부 화상진료가 가능해 졌다.64) 이제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경증·만성질환을 우선으로 한 

진료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월 3동의 노인인구가 많은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 관련 스마트 솔루션을 시

도하고 발전시켜 양천구 스마트 고령친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한다.

64) 코로나가 물꼬 튼 원격의료…'단계적 실시'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 1Z1KOOEBZIh)

https://www.sedaily.com/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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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스마트도시

서비스
서비스내용

노후주거
관리

스마트 집수리 
원스톱 플랫폼

집수리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여 웹을 
통한 안전한 집수리 신청‧관리
- 스마트콜상담센터를 이용한 친절한 상담 및 
견적신청 서비스
- 서울시 및 양천구 융자지원 안내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돕는 
집수리 공구 임대서비스
- 시공 후 업체의 시공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안심지원서비스 등 https://jibsuri.seoul.go.kr

에너지 관리 
및 절감 

에너지 관리 
서비스

스마트 계량기 설치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기·가스등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요금 절감 및 최적사용을 위한 지원서비스
- 스마트미터링，에너지사용분석，절감컨설팅 
및 관리서비스
- HomeNetwork과 연계한 에너지세이빙이 
가능한 편리서비스 http://mn.kbs.co.kr/news

태양광 발전
서비스

공공건물 및 주택의 지붕, 유휴지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 운영 서비스
-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지역을 활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전기차 충전 및 통합 운영 
관리 서비스

http://www.pinterest.co.k

환경·위생

음식물쓰레기
관리 서비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및 이를 활용한 
사료화, 에너지 화를 통한 재활용 서비스
- 음식물 쓰레기수거박스에 RFID태그를 
부착하여 쓰레기 발생 양에 따른 수거일정, 
코스결정을 통한 최적 수거서비스

http://www.zero-waste.kr

IoT 분리배출  
촉진 플랫폼

IoT, QR코드 등의 기술이 적용된 분리 배출함에 
직접 분리배출하고 보상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물로 교환하는 시스템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어플을 사용해 24시간 폐기물 배출을 위한 
신고-접수-결재가 가능하며 1인 가구나 노약자 
등을 위한 ‘내려드림’서비스 지원
- 대형 폐기물 외 재활용가구, 가전의 업체 연계

https://yeogiro24.co.kr

불법투기 방지 

지능형 CCTV 및 로고젝터
-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행동과 사물을 
AI로 학습시켜 무단투기 시 경고가 방송되도록 
하여 무단투기를 계도하는 서비스

http://vision119.com/ 

[표 4– 5]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분야 서비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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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스마트도시

서비스
서비스내용

환경·위생
관련 서비스

스마트 방역

무인열화상 출입통제, UV 실내살균, 스마트 
안내방송이 진행되는 서비스 공간관리 플랫폼 
기반위에서 운영
- 노약자, 어린이등 면역력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시설에 설치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하고 이로 인한 운영데이터를 통합·분석 
하여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도모
(https://smartcity.go.kr/)

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스마트보안등

IoT점멸기, 로고잭터, 미세먼지 결합 보안등
-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해결, 쓰레기 무단 
투기나 CEPTED를 위한 로고젝터, 미세먼지 
현황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의 통합 안내서비스

 화재감지·
위급알림  
서비스

- 화재감지센서 및 CCTV를 설치하여 화재상황을 
초기 감지로, 초기진압 및 시민대피 지원
-지능형가로등 또는 휴대폰을 통해 위급상황을 
즉각 운영센터로 알리면 위치와 상황을 CCTV를 
통해 바로 파악하여 해당지역에 출동하는 서비스 http://www.danusys.com

지능형소화전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IoT기반 지능형 
소화전
-소화전 내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소화전 
상태를 원격 관리, 24시간 연중 확인 가능하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시 차량 이동 
안내방송으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 가능65) https:www.mois.go.kr

교통·안전
관련 서비스

AI 교차로 
알리미

인공지능 CCTV가 골목길·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나 차량감지하면 전광판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로 사고예방 및 데이터 구축으로 보행환경 
등 개선 및 시설 고도화66)

스마트주차장

IoT 주차시스템, 공유주차 앱 등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 활용 
- 주민 참여 기반 리빙랩으로 진행
  (http://www.seouland.com)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전통 시장

-스마트감성지도: 점포별 품목과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웹 지도 구성
- 맞춤형 상인교육: 시장 활력 증진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https://biz.chosun.com/

빅 데이터 
구축

IoT  디바이그 설치와 빅데이터 구축으로 이용자 
행태 분석
-시장 내 구간별 유동인구 정보 수집과 상권분석

[표 4– 6]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분야 서비스 (2)

65) https://www.msn.com/k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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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스마트도시

서비스
서비스내용

복지·교육
관련 서비스

스마트플러그

홀몸어르신, 독거중년,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스마트 
플러그 설치, 전력량 분석으로 고독사 관리 효율 
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CCTV 설치로 무인상시 
감시 시스템을 설치, 차량번호 인식 후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노약자 안전
생활모니터링

서비스

노약자가 착용한 활동 센서와 생활공간의 동작 
감지 센서, 응급 호출 장비를 통해 노약자의 낙상, 
무동작을 비롯한 각종 응급 상황 발생시 응급상황 
정보가 원격지에서 실시간모니터링 되어 신속한 
응급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 https://www.livoncare.com/)

반려 로봇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답변이 가능해 카카오 톡 
등 맞춤형 교육 및 피드백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화, 모션, 감정표현 등도 이루어지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통 서비스
(https://www.asiae.co.kr/)

 디지털 
격차해소

고령자 맞춤형 키오스크
- 교육용 및 노인 친화형 키오스크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격차해소 및 생활편의 향상
(http://www.iconsumer.or.kr/news)

치매예방
VR 솔루션

가상현실 인지훈련 치매 예방 시스템(VR)으로 
사용자의 기억력, 인지 기능 향상을 돕고, 신체 
운동에서부터 인지 훈련(균형 잡기 및 방향잡기) 
까지 다양한 훈련과 치료 패턴의 제공과 경과 확인
(http://www.m3solutions.co.kr/)

스마트 
원격진료 
서비스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일정기간 
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등 앱을 이용한 결재 서비스, 보험사 연동가능
(https://www.mk.co.kr/news/it/view)

[표 4– 7] 적용 가능한 복지·교육 분야 서비스

66) 인공지능(AI)으로 골목길 교통안전 지킨다 https://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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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대안

현재 스마트도시관련 서비스는 그 분야와 종류가 폭 넓고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다. 도출된 신월3

동의 도시문제에 대응하여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노후저충주거지에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건상 제한적이므로 주요 문제에 대하여 특화할 수 있는 관련 대안을 

제안하여 추후 주민참여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제공하고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우선 환경개선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주거개선와 신축건물 

조성 방향, 리빙랩을 적용한 주차개선, 친환경 골목길과 스마트팜,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며, 복지와 교육은 고령자와 지역 공동체 위한 실증, 세대간 소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교육을 검토하였다. 

1) 노후주택 개선과 집수리 플랫폼

[그림 4- 2] 집수리 플랫폼(좌: 서울시 집수리닷컴. 우:전주시 집수리 중계 플랫폼 ‘홈닥‘)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하여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 집수를 대폭 확대하여 2020년 

600호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호의 집수리기 완료

되었으며 노후주택의 단열, 방수 등의 주택성능개선과 미관 향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

경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는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도시재생사업지에 고려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도 독려할 수도 운영

하며 다양한 집수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 건축가 및 관련 프로그램

의 활용 플랫폼도 조성·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 정비에 지역의 인적 자원 및 다양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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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 3] 가꿈주택사업 사례: 창호·단열재 교체를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외부경관 개선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2020.2.6)

가로주택사업 설계 자동화를 위해 개발한 한 기업의 인공지능 건축설계기술은 토지의 최대 가치 

확인 및 최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솔루션이다.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건축설계를 

기반으로, 토지의 조건과 법규, 신축 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최적 설계안과 사업수지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동산 시장을 기술로 혁신하는 사례이다.(그림 4-4)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의 건물을 데이터화하여 개별 건축물 및 합동개발 등의 대안을 찾아보고 주거 환경개

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에 청년창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와도 연계될 수 있다 

[그림 4- 4] 인공지능 건축설계를 통한 사업 후 최적 대안 솔루션 프로그램
(자료: https://www.spacewalk.tech/)

2)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사업지에 신축될 청년주택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으로의 성능을 추구해야 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을 적용해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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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그간 국토부는 저층형(7층 이하)과 고층형(8층 이상) 제로에너지빌딩 시

범사업을 진행하며 용적율 상향등 인센티브를 검토해왔다.67)

[그림 4- 5]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좌), 노원구 제로에너지 실증단지(우)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최근 LH는 그동안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던 공사비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벽체와 창호 단열성능을 개발했다.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 고

층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모델을 마련하여 2022년 입주예정인 ‘공유형 커뮤니티

타운 (CENTRAL LIFE TOWN)’ 이라는 장기임대주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68) 

단순히 공공건축물의 의무화된 에너지효율등급만을 충족할 것이 아니라 지열,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의 나눔과 공유 등도 추진하고, 최소한

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주도의 주거공간을 넘어서서 고효율의 쾌적하고 선도적인 설계가 반영

된 청년주택을 제로에너지주택(그림 4-5 참고 )으로 계획하고 주차나 관리 등에도 스마트 운영의 

테스트베드69)의 역할을 제안한다.

3) 리빙랩을 적용한 주차장 대안 실증

주차부족과 불법주차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문제로 절대적인 공간부족은 시설확충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공간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주차방식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주차로봇과 킥보드등의 이동수단도 개발·확산되고 있다. 최근 교통문제의 실험적인 대안

67)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 https://www.hankookilbo.com/News

68) 장기임대주택서 최초로 ‘제로에너지’ 아파트 나왔다. 2019.12 (http://m.cnews.co.kr/m_home)

69)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개시되고 2025년부터는 민간으로 
확대돼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야 한다. 최근에는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SH공사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ZEB가 다양하게 기획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시범프로젝
트로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자재·제품·솔루션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단체들은 신기술·신제품 개발, 국산화, 조직 융·복합
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술세미나’ 2019.10. (https://www.khar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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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된 부천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이런 다양한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부천시 상살미 마을의 경우도 신월3동과 유사하게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가 2018년에 해제되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은 곳이다. 시는 스마

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 우선 주

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 대리 또는 공유 모빌리티(공유카, 공유퀵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시티 패스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관리하였다. 

예비사업을 통해 공유 주차 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 수급률 72%포인트 증가(37→109%), 불법

주차 41% 감소(266→156대/일), 마을기업(상살미 사람들)을 운영해 21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더욱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경제 모델인 마을기

업(상살미사람들)을 설립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020

년 2월 본 사업에 선정되었다.70)(그림 4-6)

[그림 4- 6] 부천시 주차공유 개념도  주차장 개선 전·후(우)
(자료: https://smartcity.go.kr/)

또한 주차자리를 찾기 위해 빙빙 돌게 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발레파킹 서비스 로봇이 대신 

해주는 자동주차로봇이 개발되어 시범운행중인 해외사례(그림 4-7, 4-8)가 많고, 국내애서 개발

되어 시범운영계획에 있다. 주차 로봇은 사람 없이 차량의 주차장 입고와 이동, 출고 등 주차를 

하는데 필요한 전 과정을 알아서 수행하는 로봇이다, 운전자들은 주차고민을 덜게 되고 혼잡한 

시간, 운전 미숙 등으로 소유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람이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한데 주차로봇은 이러한 여분의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1

대당 필요한 주치공간이 줄어든다.71)

70) 일간경기 2020.4 (http://www.1gan.co.kr)

71) 기획재정부 경제e이야기, 2019 8 (https://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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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프랑스 주차로봇 스탠
(출처:https://m.blog.naver.com/)

[그림 4-8]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에 도입된 자율유도 
주차 로봇(AGV) 

(출처:http://www.irobotnews.com/news/)

평일 업무시간외 심야나 주말의 경우 빈 채로 활용되지 못하는 업무·상업지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의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공유차, 전기차, 라스트마일 이동

수단등도 다양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조성된 주차공간에 IoT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추가수입도 얻고 주차난

도 해소하는 ‘실시간 주차공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주차정보’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모두의 주차장은 주차장 정보와 거주자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9)

 

[그림 4- 9] 서울시 주차공유서비스와 사례
(자료: 서울시)

  

신월3동 사업지의 경우 기존건물 중 주택과 골목은 협소하여 활용이 어렵고, 인근학교, 교회, 기

존 공공주차장등을 적극 이용·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서 청년마

을 공간의 부설주차장과 주차공유 앱을 활용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여 기존 노후 주거지에서의 주차문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운영

과 관리를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해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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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 골목길 조성

마을 활력을 위하여 골목길 정원, 주민 텃밭, 마을정원등의 조성으로 보행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

역주민의 교류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주거지 도시재생의 환경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신월

3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우울감도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이를 위한 치유의 공간이나 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스마트

팜이나 텃밭, 그리고 조형적 사운드스케이프를 연계하는 그린 월(wall)과 쉘(shell)을 조성해 볼

수 있다.  

[그림 4-10] 대구 달성 토성마을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

[그림 4-11] 영국의 Middlesbrough 골목
(출처: https://www.dailymail.co.uk/news/)

[그림 4-12] 영국의 Middlesbrough 골목과 오아시스가 된 정원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2397899/Community-transforms-Victorian-passage

way-Middlesbrough-homes-oasis-greenery.html

영국의 Middlesbrough의 골목도 쓰레기가 방치된 노후된 동네였다. 이 곳의 한 할머니에 의해 

가꾸어지기 시작한 골목의 정원은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 노인이 함께 즐기는 과수와 꽃의 원

더랜드로 변화되었다.(그림 4-11, 4-12)

신월3동의 골목은 최대 3층 정도의 저층 주거지역으로 개방감과 채광이 유리한 골목길이다. 이러

한 장점을 살려 비록 소음으로 인한 외부활동이 용이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마을

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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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강원도 정선 골목길 정원박람회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

[그림 4-14] 도시정원 사례
(https://www.slideshare.net/fatdogfish)

골목의 한구간은 로고젝터 등을 이용한 바닥 그림 놀이터(그림  참고)를 조성할 수 있고, 어떤 

골목은 숲과 정원 또는 로고젝터를 이용한 꽃길 조성으로 안전하고 풍성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

록 테마화 한다.

다양한 소재를 담아 만드는 골목길의 조성 과정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테마 골목

길의 노드에는 텃밭과 쉼터,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하여 마을의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5] 스마트팜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신월3동 에코마을 개념도
(https://www.pinterest.co.kr/x1563/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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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역량강화 및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신월3

동은 인근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이라는 단점으로 고충건물의 일조권 방해가 적고 균질한 스카

이라인으로 구성된 저층밀집주거지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주거지 사이의 빈 땅과 빈집을 이용

한 텃밭이나 스마트 팜72)을 구성하고 소규모의 가정 텃밭이나 정원도 연계하여 소음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역 녹화와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여 심리적 치유에 도움을 주며 지역 활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수분 등을 조절해 작물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최대의 생산성을 얻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일컫는 도시농업73)의 새로운 형태인 식

물공장은 스마트 팜의 도심 속 미래형 농장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며 이산

화탄소 저감 및 수자원 보호라는 친환경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의 스마트 팜은 건물 외에도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임시구조물 식물과 조

건에 맞는 다양한 공간에 PC나 모바일로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한다. 이를 통해 작물의 최적 생장 환경을 유지·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여주게 된다74).(그림 4-16)

[그림 4-16] 스마트팜 구성도
(https://news.samsungdisplay.com/)

[그림 4-17] 도심형 스마트팜
(출처 http://www.kamnews.co.kr)

72) 스마트 팜이란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 량 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
킬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며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https://namu.wiki)

73) 넓은 의미로는 도시나 도시 근교에서 원예, 곡식, 가축, 어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도시민이 도시의 
자투리땅, 뒤뜰,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통해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화분에 화초를 재배하거나 하는 모든 활동이 
도시농업에 해당한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archives/33062)

74) 도시농업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 방안 연구, 2020 이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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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의 스마트 팜(그림 4-17)은 건축물의 환경에 따라 인공광 형과 태양광 형으로 적용해 

도심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Door to Door 배송, 소비자에게 직접 스마트 

팜 농산물을 보여주는 Showing Room으로 활용가능하며75) 스마트 팜 재배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며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스마트 팜 운영의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여 외부 전력 공급 없이 독립형 발전 시스

템을 갖추어 운영하는 사례(그림 4-18)에서는 태양전지와 풍력터빈을 이용한 하이브리드방식으

로 전기에너지를 조달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에 충전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완전 밀폐식 이동

형 식물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고, 어류양식 배설물을 식물의 비료로 활용하고 정수 

처리된 물을 수경재배에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형 식물 생산 시스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 CES2020(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플랜티큐브(그

림 4-19)는 안정적인 환경 제어 기술을 갖춰 고품질 작물을 연 최대 13회까지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컨테이너 수직농장76)으로, 수요예측을 통한 생산과 유통의 ‘온디맨드(on-damand, 

주문형)’형식과 빠른 확장성, 비용절감 등이 장점으로 외식기업과의 협력,  중동지역을 위한 수출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그림 4-18]신재생에너지 결합한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http://www.kamnews.co.kr/news/articleView)

[그림 4-19] 모듈형 컨테이너 수직농장(플랜티큐브)
(https://www.startuptoday.kr/news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수직농장 및 문화센터로 탈바꿈한 프랑스 보르도의 La Ferme Musicale은

75) 스마트팜센터, 도‘심 속 스마트팜 설계 한발 더 내딛다’ 2020.4 한국농기계신문 (http://www.kamnews.co.kr)

76) 미래혁신기술로 농업과 푸드분야에 차별화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업은 농장 출입, 육묘, 재배, 포장, 출하 등 재배 
단계에 따라 농장을 모듈화하고 이를 전체 농장 규모와 작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연결·확장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한 모듈을 선보였다. 
이다. 수경재배 기술로 흙과 농약이 아닌 친환경 배지와 영양액으로 작물을 길러 세척 단계 없이 공급할 수 있다. 농장은 자체 운영시스템(CUBE 
OS)이 재배 데이터에 기반해 자동으로 운영한다. 모든 농장은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므로 농장 서버 또한 유동적으로 연결·확장할 수 있다. 
인터넷 센서가 농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서버에 보고하기 때문에 이상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https:// www. startup 
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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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교육,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제공과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여 유기농법으로 로컬푸드를 생산

하고 있다.(그림 4-20)

[그림 4-20] 창고를 개조한 프랑스 보르도의 수직 팜, 
공연장 (https://inhabitat.com/la-ferme-musicale)

[그림 4-21] 런던 GrowUp의 Aquaponic Urban 
Farm (https://www.designboom.com/)

선적 컨테이너를 개조해 GrowUp Box를 구성한 런던의 Aquaponic Urban Farm은 온실과 

어항을 이용하여 샐러드를 위한 채소와 생선을 생산한다.77) (그림 4-21)

별동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아닌 기존 건물의 벽을 이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적용한 Greenbelly의 

Vertical Urban Garden은 재활용 재료로 만든 구조물에 빗물, 유기폐기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 

시스템은 분해와 조립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그림 4-22)

[그림 4-22] 기존 건물 벽에 재활용재료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구성한 수직팜
(http://www.greenbelly.org/index.html)

기존건물 활용 외에 국내 임대주택 조성 시에도 단지 내 텃밭을 조성하여 입주들이 직접 재배활

동을 하고 노인과 장애안, 어린이등의 참여도를 높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팜 카페, 야외스트

리트카페를 조성하는 등 신 주거문화사업78)유형(그림 4-23)과 식당에서 직접 재배하는 등의 사

77) https://inhabitat.com/growups-aquaponic-urban-farm-produces-sustainable-fish-and-vegetables-in-a-recycled-shipping 
-container/

78) “"임대주택에서 텃밭 가꾸세요"…LH팜 사업 본격화” ps://www.yna.co.kr/view/AKR20171127074200003

https://inhabitat.com/growups-aquaponic-urban-farm-produces-sustainable-fish-and-vegetables-in-a-recycled-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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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 4-24)

[그림 4-23] 임대주택 팜빌리지 사례
(https://news.mt.co.kr/mtview)

[그림 4-24] 식당 내 스마트팜 (https:/ 
/blog.naver.com/assthe/221772557445)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선순환 구조의 경제 자립기반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상황

이다. 기존의 지역 상권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상권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 접근성· 편의성등

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많고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 원도심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 경제, 생태적 측면을 포함한 현대의 종합적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팜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에 기여할 수 있다,79)

그러나 다양한 방식의 도시농업과 차세대 영농으로 불리는 ‘스마트팜(Smart Farm)’은 농사에 정

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지능형 농장’이라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팜의 핵

심인 ‘빅데이터’가 정부 주도로 구축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스마

트팜을 육성하는게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80) 

또한 수원, 부산 등 도시재생사업지에 스마트팜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적용되어 사업화하면서 작

물선정과 관리·유통 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추진 중이다. 새로운 기술이 반영되는 도시재

생 사업은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

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5) 소음과 사운드스케이프

신월3동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한 환경문제중 항공기 소음피해는 관련 연구81)를 진행하

면서 지역의 소음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파악했으며 소음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다양한 방법

79) 도시농업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 방안 연구 2020 이진환

8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2904&code=11151400&cp=nv

81)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실증연구(스마트리빙랩구성을 통하여), 2019, 양천구 구정연구, 서울연구원 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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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야 함을 인식하였다. 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정확하고 지속적

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므로 지난 연구에서 진행한 능동소음제어(ANC)와 스마트리빙랩

과 같은 기술적인 연구도 지속해야 하며, 직접적인 대안 외에도 소음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간접적인 방식의 소음피해 대안도 시도되어야 한다. 

소리(sound)와 경관(landscape)의 합성어인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82) 디자인을 위한 실

험83)에서 녹지, 하늘 등 자연 요소와 관련된 청각 및 시각 요인이 증가할수록 도시 사운드스케이

프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인근 서서울호수공원의 소리분수도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적용하여 테마화 하였으나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과의 연계가 어려우므로 동네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소규모

의 다이내믹한 대안이 필요하다.(그림 4-25)

 

[그림 4-25] 서서울호수공원의 소리분수
(출처 https://parks.seoul.go.kr/)

 

[그림 4-26] The Organ of Cort (코르티의 오르간)
(출처 http://www.liminal.org.uk/)

런던의 Organ of Corti 프로젝트의 ‘소닉 크리스탈 에레이’(그림 4-26)는 4미터 높이의 아크릴 

실린더의 격자를 통해 들어오는 음파를 필터링하여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재활용하는 실험

기구이다. 자체적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프레이밍하

였다.84)

82) 사운드스케이프는 캐나다의 머레이 쉐이퍼가 제창한 ‘Sound’와 ‘Landscape’의 합성어로서 도시소음이 더 이상 공장소장,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한 저감 대책이나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소리를‘Waste’가 아닌 ‘Resource’로 활용하여 도시의 소음문제를 해결하자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후로 사운드스케이프 이론은 현대의 생태학, 도시, 사회,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사상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에 적합한 소리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불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소음을 마스킹하는 사운드 마스킹, 고유한 자연소리 또는 표식음과 같은 특정한 소리의 보전 등이 사운드스케이프의 소음
관리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운드마스킹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거나 방해되는 소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백색소음과 같은 인공적 소리를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 실내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부터 분수, 작은 폭포, 새소리 등 자연소리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 주변의 도시소음을 마스킹하
여 공원, 거리, 공공광장 등 도시 공간의음환경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사운드스케이프를 적용한 도시의 소음및 공간관리, 
서울연구원 최유진

83) 쾌적한 도심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을 위하여 VR 환경 내에서 사운드스케이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청각 영향 요인을 조사한기 위한 실험 
결과，사운드스케이프 평가 인자는 교통 소음이 증가하고 사람 소리가 감소될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사운드스케이프 관련 어휘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결과, 낮은 만족도의 원인은 사람 소리의 감소가 도시의 활동감(Eventfill)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랜드스케
이프 인자 평가 결과는 식생(Vegetation) 요인이 가장 지배적이며, 녹지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랜드스케이프와 
관련된 어휘 평가 결과 도로면적이 증가할수록 쾌적감(Pleasantness)이 감소하고 녹지와 하늘이 많이 보일수록 쾌적감을 높게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녹지, 하늘 등 자연 요소와 관련된 청각 및 시각 요인이 증가할수록 도심 사운드스케이프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R 환경 기반 도심 사운드스케이프의 시청각 영향 요인 평가, 201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조현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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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이슈와  관련된 전시나 스타트업의 장을 열어 청년인구의 유입을 도모할 수도 있다, 청년

층을 유입하기 위한 주거시설도 필수적이지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포함해야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이 주민과 함께 리빙랩으로 진행되어 지역의 새로운 정책결정을 위한 과정

이 되며, 지역의 특화된 연구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

다.

[그림 4-27] 독일 베를린의 Nauener Park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

베를린의 Nauener Park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공원의 소음 및 소리 환경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대부분의 과정에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원이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연령

층이 함께 즐길 수 공간으로 변화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적용된 주민참여 방

식이 주민들에게 소리환경, 공공공간의 의미,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새로운 개념 등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한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 적용 후에

도 공원에는 비록 교통소음이 여전히 높지만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 증가로 더욱 활기찬 사람의 

소리가 더해지고 또한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음이 더해져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

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85)(그림 4-27, 4-28)

84)  어레이와 관련된 청취자의 위치에 따라, 구조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영역을 감쇠 시키거나 강조하여 설치된 장소에 이미 존재하는 사운드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진화하는 사운드 환경을 만든다. 소리가 가득 찬 세상에서 오르간 오브 코티 (Organ of Corti)는 우리 주변의 
소리에 대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http://www.liminal.org.uk/portfolio/organ-of-corti/

85) 사운드스케이프를 적용한 도시의 소음 밑 공간관리, 서울연구원 최유진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138

  

[그림 4-28] 자연소리를 삽입한 공원내 시설물과 방음벽을 대신한 돌담과 벤치
(자료 https://acoustics.org/tag/acoustics/)

덴마크의 코펜하겐 남부의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아 지자체

와 학교,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소음장벽을 설치하고 주민의 체감도 피드백을 통한 교통수음 

저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낡은 풍력터빈 날개와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만들어 탄소배출 저감

에도 기여하고 있다.(그림 4-29)86)

 

[그림 4-29] 덴마크 코펜하겐의 소음장벽 실험 (자료 http://miljoskarm.dk/)

소음과 같은 치명적인 도시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솔루션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으로 지역의 활력을 해결한

다는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86)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분석과 과제, 2018 성지은 외

https://acoustics.org/tag/acou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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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IC 실증사업 - 공동체에서 나이들기 (Aging in Community, AIC)

최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의 오래된 주거지들에 거주해 온 많은 고령자들

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늙어가기를 희망한다. 이에 발맞추어 살던 장소에서 계속 늙어가기, 

Aging in Place(AIP), 더 나아가 살던 공동체에서 늙어가기, Aging in Place(AIC)87)를 지원하

기 위해 근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시설 위주의 접근을 넘어 AIC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커뮤니티공간과 프로그램이 도시재생사

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 고령화 자체를 만능으로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장기적이

고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의 스마트 웰니스시티(Smart Wellness City, SWC)에서는 건강한 도시의 활력을 위해 마을

을 재구성하여 "건강과 장수를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웰니스 시티 종합스페셜 존"을 만들고 SWC 

참여 도시간의 ‘건강클라우드’ 를 활용하여 걷기를 통한 스마트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의 프로젝

트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통합적 거번너스를 구축하고 실증데이

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프로세스로서 노인들의 실제로 생활하는 범위와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등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과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한 결

과로 지역별 물리적·비 물리적 진단과 처방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세계건강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에 1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와 

함께 양천구도 가입되어 있다. 노인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건강데이터, 커뮤니티 활동 

등을 반영한 AIC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면 적합한 보행환경 등 물리적 공간계획과 처방 건강관리 

등의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교육

‘노인을 위한 디지털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5.5%

에 불과하다. 여러 혜택을 내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가입한 65세 이상 

가입자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1%도 채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노년층은 버스를 타고 은행을 찾아가 줄을 서서 직접 거래한

다. 명절 때마다 서울역 매표창구에는 모바일 예매를 하지 못한 노년층이 줄지어 선다.‘88)

87) Thomas and Blanchard (2009)가 제안한 개념. 기존의 AIP가 나이 들어 이주하게 되는 집단 노인 시설에서부터 벗어나 개개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논의로부터 시작된 결과, 주거의 물리적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사회
에서 늙어가기’를 통해 기존의 AIP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안된 개념이 AIC이다.  Aging In Community 실천을 위한 근린환경계획의 제고방
안 연구, 2019 남정훈외

88)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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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율이 95.9%로 전 세계평균 58.8%보다 월등히 높지만89)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률은 6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 즉 비용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노인들은 각종 은행에서 어플로만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 상품 예약 및 구매 시 제공되

는 온라인 할인 혜택 등을 누리기 어렵다. 고령층 정보화 교육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지만 주로 강의식 위주로 대상자의 수요가 달라 집합교육이 세심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장의 평가이다. NIA(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노인들을 발탁하여 IT 분야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IT 봉사단'을 조직하여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90) 

서초구는 어르신학생을 모아 ‘키오스크·디지털 교육’을 진행하였다. '무한 질문'을 소화하려고 질

문 전담 보조 강사가 따로 배치하였고, 강사들은 노인들의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눌러가며 애플리

케이션을 설치하고 버스표를 예매하는 방법을 가르쳤다91). 또한 노년충이 위축되지 않고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니어 IT 체험존’을 5곳 운영하고 있으며 VR(가상현

실)이나 로봇, 1인 미디어 등 신기술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92)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개발과 운영과정에 ‘노인’이라는 사용자가 배제되

었기 때문이며 당연히 포용해야 하는 ‘포용기술 (Invlusive Technology)’을 주요 쟁점으로 인식

해야 한다. 양천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 교육용 키오스크를 통하여 스마트디바이스 사용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이터가 쌓이는 것이다, 또한 로봇 ‘LIKU’를 활용하여 어르신에게 카카오톡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

여 교육예정이다.

8) 스마트 헬스케어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의 현안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 의료비용의 급증, 전문 헬스케어 

인력 부족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시 고령자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역할

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동 

중에도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연구개발과 착용형 생체정보 측정 시스템인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 등도 활발하게 진

89) 2019년 상반기 세계 인터넷 이용 통계(World Internet Usage Statiscs), nternetworldstats.com

90) http://news.tf.co.kr/read/life/1745157.htm

91) 무인주문의 그늘…'키오스크 교육' 받는 노인들, 연합뉴수 2019.10

92) “키오스크 까막눈 면해야지” 노인 대상 무인주문 교육현장, 한국일보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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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독립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스마트홈과 함께 

결합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필요하다.93)

  

[그림 4-30]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다양화
(https://blog.naver.com/suk91ko/220217242338)

스마트워치, 구글 글래스 등 스마트폰의 보완적 기능으로 확장된 웨버러블 디바이스는 피트니스, 

웰빙, 산업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그림 4-30)

환자에게는 너무나 짧은 진료시간과 의사에게는 무한히 반복되는 진료시간에 대한 대안으로 개

발된 의사와 환자의 공유 플랫폼의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아래 그림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와 더불어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앱을 통해 결과를 전송받은 후  환자

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공유하게 된다.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병원을 다시 찾으며 관리가 지속된다는 프로세스이다.(그림 4-31)

 

[그림 4-31] 의사와 병원, 환자의 진료 공유 플랫폼
(http://company.ikoob.com/service)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건강관련 스마트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93) ‘고령화시대의 대안,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윤희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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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는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한 비대면 진료로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줄이

고자 ‘치매원격 정밀검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차 방문검사 후 인지 저하의 경우, 2차 의료진  

원격 진료를 위해 노트북으로 진단을 받고, 가족에게 연계병원을 안내해 관련 세부검사 안내 및 

예약을 진행한다.

성동구는 위치추적 장치를 탑재한 어르신용 신발 ‘꼬까신’을 만들어 시범운영중이다. "치매를 앓

고 계신 어르신은 다른 물건은 놓고 밖에 나가더라도 신발은 신고 외출한다"는 데 착안해 만들었

다. 어르신이 외출해 집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면 보호자와 치매안심센터·구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에 긴급 신호가 가며. 관제센터에선 3066대 CCTV(폐쇄회로 TV)를 동원해 어

르신 위치를 찾아낸다. 이탈을 확인하면 위치추적과 경찰관 출동이 바로 이뤄져 어르신이 안전하

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94)

성남시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는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모델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니어

리빙랩’을 구성하였다. ‘GPS와 LED램프가 장착된 지팡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첨단기능보다는 

사용자들의 신체특성과 생활패턴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자세 변환 전동침

대, 인지능력 향상 앱, 고령자 보행보조 로봇 등 37건을 개발했다. 민·산·학·연·관 협력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시니어 리빙랩’은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95) (그림 4-32. 

4-33)

[그림 4-32] 성남 미래세움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http://www.miraeseum.or.kr/?breadcrumb=0)

 

[그림 4-33] 시니어리빙랩 사용자 참여·평가
(http://www.hani.co.kr/)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가정에 일상생활에 대한 알람, 환자 생활반경 및 움직임 등

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케어 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활동량 감지기(센서)를 방, 

화장실, 현관에 설치, 센서를 통해 나오는 정보를 통해 활동량, 수면, 외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생활패턴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보호자에

게 문자서비스 알림 기능으로 후속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증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94)‘원격진료’하고 위치추적 꼬까신…진화하는 치매 어르신 돌봄, 2020. 5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80216

95) 마을이 실험실 주민은 연구원…사회혁신 ‘리빙랩’이 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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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천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도시재생

본 연구에서는 양천구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적용하여 지역 문제 개선과 체감도 

높은 주민 편의 증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스마트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

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양천구의 지역별, 생활권별 비전에 따

른 스마트도시비전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민의 니즈와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협력하여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받으며 성장해 나가야 한다.

양천구의 전체적인 특성 중 주목받고 있는 교육 분야를 위해 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과 미세먼지 

등으로 부터의  환경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사고, 유동인구, 통학로 주변의 환경오염

정도를 촘촘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유해환경 없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가장 앞서가는 교육도시 EDU 양천’으로 발돋움 한다

주거지가 많은 양천구의 특성상 오래도록 살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의 극복과 원활한 세대 간 연결(generation mixing)을 위한  

마을 단위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수준의 미래

도시 SMART 양천’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연구대상지인 신월3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배려와 공감으로 소통하는 신삼마을- 신월동

에 삼대가 사는 마을’)의 기본 사업방향을 참고하고, 주민 수요분석을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 복

지와 교육이라는 크게 두 분야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주민 참여를 바

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전제로 확인하였다.

두 분야의 세부 서비스는 상호 중복되거나 교차되는 부분도 있으며, 대부분의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유기적이며 복합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장점을 지닌다.

도시재생과 환경 분야는 노후 주거환경,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위생, 안전과 소방, 

교통과 주차문제, 경제와 산업분야까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분야까

지 꿰뚫어야 하는 도시문제로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와 교육문제에서 주로 다룬 분야는 노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였으며 

복지·환경 분야 스마트도시 특구인 양천구의 특성과도 부합한다. 

위 분야를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더불어 ‘환경개선과 지역 활력’, 그리고 ‘맞춤형 복지·교육’

이라는 주요 키워드 아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아닐지라도 양천구 도시재생의 스마트도시 확장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개념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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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개선과 지역 활력을 위한 스마트도시재생

주거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노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스마트 집수

리 원스톱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을 반영하였다. 기존 서울시 집수리 지원서비스와 융자 지원서

비스, 간단한 집수리를 위한 공구 임대 서비스, 시공 후 하자보수에 대한 안심 지원 서비스 등 

집수리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해 불편하고 번거로운 절차와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아를 위해 마을 건축가가 협업하거나 마을 기업(CRC)이 지속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의 노후주택을 입체적(3D)으로 데이터화하고 마을 관리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소규모 

신축 등의 대안까지 찾을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 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추후 지하 시설물과 주변 도로, 각종 도시 시설물과 센서 등이 결합되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신월3동의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다.

노후 주거 뿐 아니라 신축예정인 거점시설이나 청년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적인 용

도에 맞춘 계획이 아닌 차별화되고 친환경적인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기능적으로

만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도시재생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개념이나 마을 식당, 옥상 텃밭 구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나눔이 실현되도록 한다. 

또한 신 주거 개념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 테스트베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로 진정한 리빙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건물의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특성은 관련 요금의 증가를 발생시킨다. 신월3동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보상으로 냉·난방비와 창호개선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거주자 스스로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참여형 스마트도시재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 소음이 다른 도시재생지역과 다른 신월3동의 심각한 문제이며 주민 모두 가장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므로 실증사업의 공모나 소음피해를 심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사운드스케이프 

방식을 제안하였다. 

시끄러운 도로변에 분수를 설치하여 소음을 ‘Waste’에서 ‘Resource’로 활용한다는 이 개념을 

적용하여 마을 내에 효과적인 항공기 소음 마스킹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관련된 공모전이나 실

험적인 시설(예, 코르티의 오르간)을 설치하고 사운드스케이프로서 특별한 녹지공간을 구성하여 

그동안 소음에 묻혀 있었던 골목길을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또한 긍정적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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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인식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골목길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미관과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로고젝터와 지

능형 CCTV로 영상과 음성을 통한 계도를 시행하고, 대형폐기물 간편 서비스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거운 짐을 옮기기 힘든 노약자를 지원하고, 분리배출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과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리싸이클링 시스템을 인근학교나 스마트 텃밭과 연계하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방역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많고, 좁은 건물 간격과 노후 건

물이 대부분인 신월3동 도시재생지역의 위생과 방역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노인 복지관, 어린

이집 등에 입구에서 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인 열화상 출입관리 등 스마트 방역 시스

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면역력 취약계층의 위한 안전망을 조성한다.

안전한 골목길을 위하여 주요 범죄 발생지역에는 소리감응, 고해상도 등 지능형 CCTV로 구축하

고, AI 교차로 알리미, 스마트보안등, 스마트소화전등으로 골목안전과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도

록 한다.

도시재생지역의 대표적이며 해결이 쉽지 않는 주차부족과 불법주차문제는 물리적 공간 확충과 

기존 주차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병행하여 답을 찾아가는 것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차공유와 신 모빌리티를 적용하는 등 실험적인 대안을 찾고 지역 내의 주차문제를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대표적인 콘텐츠가 있는 것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기존의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로 주민 역량강화와 자립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흐름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주민 수요 조사 시 주민 보다 상인이 디지털 활용도나 스마트도시 인식에서 낮은 관심도와 

인식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신월3동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맞춤형 디지털교육과 스마트 감

성지도를 구성하고, 유동인구 분석을 통하여 시간별, 연령별, 구간별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더불어 지역을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 빈집이나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을 조성하

여 주민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스마트 팜의 경우 건물형이나 컨테이너등이 생

산량과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형이나 부분적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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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리로 마감한 해외사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연 요소 중 녹지로 인한 사운드스케이프 만족도가 높다는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일부구간에서

라도 풍부한 골목정원을 조성하고 각기 다른 스토리가 있는 노드로 구성하여 마을 지도를 만들고 

스마트 팜과 점·선으로 이어지는 도시재생의 에코거점으로 구현한다. 연결된 Green Node는 고

보라이트 등을 통해 마을 소식도 담을 수 있고 스마트팜과 함께 운영하는 팜 카페에서는 공유식

당도 운영할 수 있다. 스마트팜은 작물 선정과 판로구축이 중요한 문제라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

하여 이 역시 초기 구성부터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전제이다.

2) 맞춤형 복지ㆍ교육 스마트도시 서비스

신월3동 도시재생지역의 맞춤형 복지와 교육의 주 대상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노

인이 많은 지역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실증을 시도하여 선도적이며 안정화

된 미래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양천구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1인 가구와 홀몸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플러그의 확대 보급과  

동작감시센서를 통한 응급호출 등의 확대된 노약자 생활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교육과 소퉁을 위

한 반려로봇, 맞춤형 키오스크와 치매예방 VR 솔루션으로 디지털 교육과 인지훈련에 도움이 되

도록 한다. 원격진료가 단계적인 확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환자가 자신의 질환에 대해 가

족 및 의사·병원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각종 고령친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험과 실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인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서비스와 힘께 노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반영된 공적 공간, 오래 걷지 못하는 노인의 보행여건을 반영한 휴게벤치 등의 도시 

시설,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 및 개선을 위한 밀착 관찰과 실증이 필요하다. 성남시 리빙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시간 천천히 변화하는 나이듦과 익숙함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관점에

서 공간계획 및 시설, 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골목정원과 도시농업, 사운드스케이프로 소음을 잠시 잊고 테마 골목길과 스마트 팜을 거치며, 

쾌적한 제로에너지 빌딩의 거점시설에서 디지털 교육으로 소통하는 경험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

동체에서 나이들기 (Aging in Community, AIC)를 실현한다.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을지라

도 지역주민 모두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와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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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기술적 서비스를 반영하는 공공의 사업에서 주민과의 협업체계의 경험이 적으므로 다양한 형태

의 리빙랩을 시도하고 변형하여 지역과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 시도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이 터를 만들고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주민 또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향식도 필요하고 하향식 방법도 필요하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공

공이 주도가 필수적이여 민간기업과 학교, 주민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동정보와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함께 

마련하여 정보의 소외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도시라하면 기본 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만능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술

적용은 반드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완결된 기술이 아니며 도전과 실험

도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와 도전, 실험을 위해 리빙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지역 또는 인근 구로구, 강서구, 부천시와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를 도모

하여 빅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증을 추진하는 폭넓은 교류와 협업체계도 더욱 발전적 대안을 도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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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의 의의와 과제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솔루션의 발굴 및 적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와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

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했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심층인터뷰, 디자인씽킹을 반영

한 시범 리빙랩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서비스를 찾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지인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지는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안 없는 항공기 소음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증되고 안정화되었으며 특별한 해결방안을 현재

로선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황에서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

여 인프라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검토하기 위해 스마

트도시에 대한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

을 위한 기술적 스마트도시서비스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각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념적이지만 실험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스마트도시란 똑똑한 도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즉 사용자에 맞게 도시의 플랫

폼이 적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재생이 중요하며 도시재생에서 스마트도

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향후 양천구의 발전적인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재생의 계획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속도와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선정시기를 

리빙랩 단계와 사업실행단계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사업실행이전의 리빙랩 단

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스마트도시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젠 더 이상 도시

재생사업지역에서만 국한되는 스마트도시재생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적은 비용으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스마트도시재생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나, 또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에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술을 적용해 보는 스마트리빙랩과 

실증사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도시문제의 해결은 명쾌한 솔루션 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쳐 지역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

역 커뮤니티의 강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담당 부서에서 이를 위한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실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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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원을 도모하여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서비스의 발굴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파악되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

는 서비스 이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 간 사일로(silo) 또한 스마트

도시를 가장 방해하는 장벽으로 공유와 소통을 위하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자 역학조사를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

다. 흩어진 자료를 재구성하던 방식에서 부처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역학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처

하고 있다. 도시데이터는 이제 행정과 관리 차원을 넘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인류의 생

존에도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주민행태, 환경의 상관관계 등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해 다각화

된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일련의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스마트도시재생이 아니라 지역의 도시문제에 대해

서 다양한 의견으로 소통하며 대안을 찾는 과정과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요긴한 솔루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과 더불어 스마트도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서 설문조

사와 의견수렴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빠른 시간에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고

자 하면 부작용을 가져오는 도시재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역량을 발휘해 온 양천구의 스마트

도시와 도시재생이 진정한 주민의 삶이 재생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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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Research on Smart City Regeneration in Yangcheon-gu

Hyun-Sook Cho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olicy to resolve urban issues

Cities have experienced growth and changes leading to urban issues related to 

housing,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Many countries thus have responded 

to these issues with various solutions such as urban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In Korea, efficient urban maintenance was pursued throug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the need for policy for 

urban regeneration emerged as the value of local communities increased in 

importance in addition to the physical environment. In 2013, wit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business 

acuity of the projects grew, and a new deal policy for urban regeneration with 

strengthened government support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17. 

As of 2020, there are f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progress within 

Yangcheon-gu, which include urban revitalization projects in Sinwol 3-dong and 

Mok 3-dong, manage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Mok 

2-dong, and residential SOC improvement project and alleyway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Mok 4-do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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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regeneration to resolve problems in existing cit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ommunity disconnec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urban population and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ity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sustainable alternative. Discussions for a 

ubiquitous city in Korea started in the late 1990s, but after criticisms and cold 

reception, the policy was revised to a smart city in 2017. Like urban regeneration, 

the policy has grown to cover management, operation, and industrial growth. 

Smart city regeneration is divided into three development phases to differentiate 

main applicational technologies. The phases are new development phase for a 

national model city, operations phase for data hub model and themed specialized 

complexes, and deterioration or decline phase.

Since 2019, Yangcheon-gu has been selected as the 'Seoul Smart City Test Bed 

Special Zone (Welfare, Environment Sector)', and has planned various projects 

including public offering projects and district projects. Mok 3-dong's 

'Life-friendly urban regeneration smart technology support project' selected in 

2020 is a type of a smart city regeneration project designed to resolve urban 

issues in vulnerable neighborhoods with insufficient infrastructure by introducing 

smart technologies which are easy to commercialize within the areas selected 

under the new deal for urban regeneration.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smart 

city regeneration is emerging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in new and existing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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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urban regeneration and smart city for the realization of 

regionalized smart city regeneration in Yangcheon-gu

This research focuses on Yangcheon-gu which has a high ratio of residential 

areas, population density, and degree of housing deterioration. The research 

direction is headed toward a regionalized smart city regeneration in 

Yangcheon-gu to respond to its urban issues, provide efficient urban 

manage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its inhabitants. Smart cities, 

urban regeneration, and progress and policies for smart urban regeneration were 

reviewed,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smart urban regeneration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deduce a user-oriented solution, a status survey and 

survey of residents of the city regeneration project in Sinwol 3-dong were 

conducted with a reflection on the plans for urban revitalization in the research 

site. Through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dents perceived the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including improvement of residential and living 

environments, and welfare and education as the areas of priority. 

To resolve these major problems, applicable smart city services were identified, 

and developmental alternatives were proposed. The proposals are expected to 

provide diversity and expansion in Yangcheon-gu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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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mart city special zones for residential participation based 

on data and communication 

Yangcheon-gu must attempt more diverse trials and solution methods in the 

fields of welfare and environment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gained from operating as a smart city special zone. As a city of 

education, it must promote construction of a stable environment to develop as 

a unique smart city. To achieve this goal, it must make challenging attempts in 

parallel with proven solutions, and accumulate user experience to produce a 

smart city revitalization with residential participation based on growing data and 

communication.



Contents 167

Research overview 

1_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2_Research content and method

Systems for smart city regeneration and case studies

1_Theoretical consideration of smart city regeneration

2_Review of laws and systems for smart city regeneration

3_Case studies of smart city regeneration

Behavior and Health Needs of Medical Aid Beneficiaries in 

Seoul 

1_Status of urban regeneration and smart city projects in 

  Yangcheon-gu

2_Status analysis of the research site

3_Resident demand analysis of the research site

4_Status analysis conclusion and further work

Basic direction of smart city regeneration in Yangcheon-gu

1_Basic concept of smart city regeneration in Yangcheon-gu

2_Detailed concept of smart city regeneration in Yangcheon-gu

Development direction of smart city regeneration in 

Yangcheon-gu

1_Smart city regeneration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in  

  Yangcheon-gu 

2_Research significance and further work

Contents

01

02

03

04

05



2020-06-15

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양천구청장

발행일  2020년 06월 15일

발행처  양천구

주  소  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본 출판물의 판권은 양천구에 속합니다.



양천구 구정연구단  |  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Tel. 02-2620-4601    Homepage. www.yangcheon.go.kr
본 책은 비매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