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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추진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포용·협치의 스마트시티 관악 구현

스마트시티 관악 현황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 분석

  관악구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U-관악 통합센터 설치, 자가망 설치, 

CCTV 설치 확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쓰레기통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예산확보의 문제, 담당부서의 모호함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

하였다. 

이에 민선7기 관악구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2019년 

1월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고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관악’ 계획(안)을 수립하여 스

마트 안전조명 플랫폼 실증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위험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사업은 서비스 분야와 범위

가 다양해 현재 담당조직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부서 간 칸막이행정관행, 

운영예산 부족 등으로 실행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우수 스마트시티 사례를 분석하여 스마트시

티 사업 추진기반, 사업방식, 협력체계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업 동향을 조

사하여 관악구정에 도입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현안과 밀접

한 주제의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외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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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고 누리는 더불어 스마트시티 관악’ 구현과 실천전략

① 추진조직 개편,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 등 추진기반 강화

  먼저, 스마트시티 담당부서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 직렬(통신, 전산 

등) 직원을 충원하여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스마트시

티 조례를 제정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관악구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

영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직원, 주민, 민간 기업 등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 예정인 스마트정보과와 관련부서는 추가적인 전문교

육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한 체계적 홍보를 통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업의 지지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민·관·학 스마트협치사업 추진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들어 특히 민·관·학 협력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민관협력 리빙랩 방식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

한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국가기관, 대학교, 민간 기업이 협

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 구현을 위해 협력 중이다.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악구는 다양한 지역문제를 민·관·산·학 협

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협치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주민체감형 스마트사업 추진

  관악구의 주요 사회문제는 생활 안전과 교통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최

근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으로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생활 안전(방법) 문제 

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추진 중인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스

마트 안전조명 사업 등을 비롯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 분야의 신규 스

마트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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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세계 도시화율은 54%이며 한국은 82.5%임

‐ 향후 2050년에는 한국의 도시화율이 90%가 될 것이라고 전망(`15년, 

UN인구국)

‐ 도시화로 인해 자원·인프라·에너지 부족, 교통 혼잡, 범죄율 증가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새로운 인프라 설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

용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음(표 1-1 참고)

◦ 이에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스마트시티는 도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효율화, 저영향 개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음

(표 1-1) 도시문제 해결방식 비교

구분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

문제
해결
방식

도시기반시설(인프라) 확대 중심
교통체증 발생 → 도로 확대
범죄발생 증가 → 경찰력 확대
전기소비 급증 → 발전소 확대

기존 인프라 이용 스마트서비스 제공 중심
교통체증 발생 → 우회도로 정보제공
범죄발생 증가 →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전기소비 급증 → 실시간 전기요금정보 제공

자료 : 국토연구원(2015) 스마트도시 해외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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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접근하는 방향은 상이하나 지역에 맞는 스마

트시티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

‐ 선도국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의 스마트시티 추진

Ÿ 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솔루션 제공 중

‐ 개발도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정책 추진 중

◦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임

‐ 2017년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8년 정부합동으로 스

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함

‐ 2019년 국토교통부는 제3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함

◦ 이에 민선7기 관악구는 스마트서비스·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19년 1월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여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관악’ 조

성을 목표로 국가공모사업 추진 및 주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발굴 중

◦ 그러나 직원의 ICT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급변하는 기술 동향 파악 부족

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외 정책동향

과 기술동향, 추진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악구 실정에 맞는 스

마트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

2) 연구목적

◦ 스마트도시 관악 구현을 위한 기초·현황 자료 수집

◦ 관악구 스마트시티 관련 역량 조사

◦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분석, 스마트시티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관

악구 실정에 맞는 스마트기술·정책·서비스 발굴

◦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 관악구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실효성 증진 방안 발굴

◦ 스마트도시 관악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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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과제

‐ 스마트시티 추진 역량

‐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관악’ 추진 목표와 과제

‐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 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과제

◦ 국·내외 스마트시티 개념 및 정책동향 분석

‐ 국가별 스마트시티 개념

‐ 스마트시티 단계별 특징

‐ 스마트시티 추진·접근 방향

‐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

‐ 관악구 구정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기술·서비스 발굴

◦ 스마트시티 관악의 비전과 과제

‐ 스마트시티 관악의 비전과 목표

‐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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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전문도서, 정책보고서, 정책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

‐ 관악구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 분석

‐ 관악구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사업

‐ 스마트시티 개념과 구조

‐ 국·내외 스마트시티 현황

◦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외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조사

‐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

◦ 현장답사 및 실무자 인터뷰

‐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업 현황 조사 및 면담

‐ 스마트시티 서비스 체험 및 면담

‐ 스마트시티 홍보관,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과 스

마트시티 미래상 조사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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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과제

1_관악구 스마트시티 정책 개요

2_관악구 스마트시티 사업별 추진현황

3_관악구 스마트시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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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1_관악구 스마트시티 정책 개요

1) 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배경

◦ 인프라 구축 중심의 U-City 구축 역사

‐ 관악구는 2008년 10월 유비쿼터스 관악 추진을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함

Ÿ 신림재정비 촉진지구에 U-City 도입 검토(`09년 5월)

Ÿ U-City 관악 IT 투어 개최(`09년 7월)

Ÿ `12년 이후 U-도서관(스마트 도서관) 5개소 조성

Ÿ U-관악 관제센터 설치

‐ CCTV 설치 수 확대, ‘U-관악 통합관제’센터 설치, 자가통신망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어있어 

주민체감도가 낮았음

◦ 2018년 정부합동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이 발표되면서 스마트시티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

◦ 이에 민선7기 관악구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72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선

정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관악구 지역문제 해결과 관악구민 맞춤형 도

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중

‐ 2019년 1월 21일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해 다양한 공모 사업과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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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악구 특성

(1) 지역적 특성

◦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역(베드타운), 원룸밀집지역

◦ 면적 29.57㎢, 인구 502,615명(`19년 3월 기준)

◦ 용도지역 : 주거 51.86%, 녹지 46.82%, 상업 1.32%(전형적인 주거지역)

(2) 사회적 특성

◦ 인구(서울시 4위), 1인가구(서울시 1위), 여성 1인가구(전국 1위), 청년주

거 빈곤율(전국 1위), 5대 범죄(서울시 4위), 여성범죄(서울시 2위), 성범

죄자 거주(서울시 1위), 다문화 가족(서울시 2위), 독거노인(서울시 5위), 

장애인(서울시 4위), 다세대·연립·단독주택(56.87%), 고독사(서울시 1위)

(3) 주요 도시·사회문제

① 생활 안전 문제

◦ 관악은 1인 여성 가구 다수 거주, 노후 주택 밀집으로 치안과 안전에 대

한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특히 2019년 신림동 원룸에서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여성범죄가 서울시 자치구 2위로 발생률이 높고 특히 2019년 신림동 

고시촌과 원룸가에서 강간미수 등 강력범죄가 발생함

‐ 서울시 총 300건의 주거침입 성범죄 중 관악구 1위(28건, 9.3%)

◦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생활 안전(방법) 문제 해결 수요 증가 중

(그림 2-1) 관악구 안전관련 현황

2014년 대비 2019년 안전 체감도 최근 5년간(′14~′18)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건수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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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림천·관악산 방재 문제

◦ 장마철 도림천 범람 문제, 관악산 산사태 문제 등 방재시설에 대한 통합

적인 관리 필요

◦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와 112·119 등 응급상황 연계체계 고도화 필요

③ 교통 문제

◦ 관악구는 취약한 교통망(지하철 2호선만 통과)1), 남부순환도로 및 주변 

도로의 극심한 정체 등 다양한 교통 문제를 겪고 있음

‐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의 특성을 고려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대

중교통 간 연계방안 발굴이 필요

◦ 서울대입구역 교차로는 수년간 30여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 중이며 스

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심각도(치사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5~`17년 3년간 관악구 교통사고 4,284건 중 사망자는 42명(0.98%)이

며 이 중 32명(76.2%)이 무당횡단 등 보행 중 사망사고(표 2-1 참고)

‐ 이 중 어린이 사망사고는 4건(9.5%)

◦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표 2-1) 관악구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망자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4,284 1,625 1,408 1,251

사망자 42 12 19 11

보행중 사망자 32 9 13 10

어린이 사망자 4 0 4 0

자료 : 서울시 횡단보도 통계, 도로교통공단 2)TAAS>

◦ 상권쇠퇴의 주 원인이 주차장 부족이란 분석이 있을 정도로 주차장이 부

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관련 민원도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편임. 

◦ 주차 공간 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 방안 발굴 필요

‐ 다른 구에서 시도 중인 주차공유 플랫폼 도입 검토 필요

1) 현재 경전철 2개 노선 건설 중
2)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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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추진 역량

(1) 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 부서 

◦ 2019. 1. 21일 관악구 지역여건을 반영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기반

을 조성하고자 행정혁신국 홍보전산과 산하로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함

‐ 스마트도시팀은 총 3명으로 구성(표 2-2 참고)

(표 2-2) 관악구 스마트도시팀 구성

구분 업무 비고

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 업무 총괄 행정직

주무관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추진 총괄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행정직

주무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지원 총괄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행정직

자료 : 관악구 홈페이지

◦ 관악구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과기부, 서울시 등 정부 

주관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구청 사업부서 뿐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민·관 협력체계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중(그림 2-3 참고)

(그림 2-2) 관악구 스마트도시 추진 협력체계

총괄 스마트도시팀

사업부서 유관기관 민간

교통
안전

- 교통행정과
- 여성가족과
- 도로관리과

복지
- 복지정책과
- 노인청소년과
- 동 주민센터

환경
- 녹색환경과
- 치수과

검토 - 혁신정책연구단

협력
개발

- 서강대 
- ICT 재난연구소

협치
총괄

- 민관협치과
(협치의제 발굴)

자문
의결

- 협치회의(의결)
- 혁신협치위원회
(자문)

사업
발굴

- 스스로해결단
- 온라인 관악청
- 사업별 위원회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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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관악」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계획

◦ 민선7기 관악구는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

역여건을 반영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 중

◦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변경안〔기획예산과-2496호(2019.02.26.)〕

◦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관악」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구민체감

형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역맞춤 서비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과 4대 

추진과제(실증사업, 공모사업, 직원교육, 종합계획)를 선정함

‐ 사업 제안부서, 스마트도시팀,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 직원 교육을 통해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증진

(그림 2-3) 관악구 스마트도시 추진목표 및 과제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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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악구 인프라 현황

◦ 관악구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08년 10월 유비쿼터스 관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축됨

◦ 관악구가 보유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통합관제센터, 자가정보통신망, 공

공 WiFi 등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 중임

◦ 관악구 CCTV 통합관제센터 ‘U-관악 통합관제센터’

‐ 2010년 12월 27일 설치·운영 중

‐ 1,327개소 현장 및 카메라 3,985대 통합 관리하여 통합업무관리, 불법

주정차단속, 문제차량관리, 영상반출관리, 재난·재해 긴급상황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 중

◦ 관악구 CCTV(표 2-3 참고)

‐ 관악구는 3,985대의 CCTV 운용 중(`19년 2월 기준)

‐ 안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CCTV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

Ÿ 390대(`10년) → 1300곳 2980대(`17년)  → 1,327곳 3,985대(`19년)

◦ 자가정보통신망(표 2-3 참고)

‐ 총 161km 규모의 자가정보통신망 운용 중

‐ 행정망, 서비스망, CCTV망

‐ LAN(2,562회선), WAN(13회선)

◦ 공공 WiFi 설치 현황(표 2-3 참고)

‐ 구(29개소 32대), 서울시(248대) 운영 중 (‘18년 4월 기준)

◦ 기타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전자문서 등 27종), 전산장비(주전산기 등 107식)

‐ 우리동네지도, 온라인 관악청,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정보와 공

공데이터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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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관악구 U-관악 통합관제센터와 관악구 우리동네 지도

U-관악 통합관제센터 관악구 우리동네 지도

자료 : 보안뉴스(2018), 관악구 홈페이지

(표 2-3) 관악구 인프라 현황

구분 설치현황 비고

CCTV 3,985대 1,327개소(`19. 2월 기준)

자가정보통신망 161km 행정망, 서비스망, CCTV망

Wi-Fi 280대

구 자체 : 29개소 32대(`18년 4월 기준)

서울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타) : 248대

총합계
관공
서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주요
거리

공원
전통
시장

기타

280 58 9 11 74 102 15 11

자료 : 관악구(2019)

(그림 2-5) 관악구 자가정보통신망

<관악구 자가통신망 선로 구성도> <관악구 CCTV망>

자료 : 관악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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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관악구 스마트시티 사업별 추진현황

1) 관악구 스마트시티 사업 개요

◦ 스마트도시 수요 증가함에 따라 민선7기 관악구는 72대 실천과제 중 하

나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선정함

‐ ICT 기술을 활용한 관악구 지역문제 해결

‐ 관악구민들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 제고

◦ `19년까지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함(그림 2-7 참고)

(그림 2-6) 관악구 스마트 서비스 사업목록

자료 : 관악구(2019)

◦ 하지만 재정 문제, 사업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로 많은 스마트서비

스들이 중단된 상태

(그림 2-7) 관악구 스마트 서비스 사진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팜 이동형 CCTV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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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현황

◦ 관악구는 2014년부터 13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함(표 2-4 참고)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담당부서별 및 개별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공모·추진하였음

‐ 행정,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재정 문

제, 사업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음

◦ 2019년부터 스마트도시팀이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중

(표 2-4) 관악구 스마트시티 사업 목록

시행연도 사업명 분야 예산 비고

2019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시스템 구축
환경· 
복지

653백만원

2019 스마트 안전조명 사업
방범· 
방재

154백만원

2019 IoT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설치·운영
시설물· 

행정
서울시 협력사업

2019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복지 37백만원 `17년부터 시행

2019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교통· 
안전

461백만원

스마트도시팀 신설

2018 스마트 가로등
방범· 
방재

158백만원

2017 관악 리얼 스마트팜 환경 85백만원

2017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복지 23백만원 `21년까지(예정)

2017 이동형 CCTV 운영 행정 229백만원 현재 운영중

2016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서비스 복지 208백만원

2016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시설물· 

행정
11백만원

2016 마을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서울시 공모사업

2014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행정 17백만원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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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도시팀 설치 전

◦ 스마트도시팀이 신설되기 전까지 관악구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은 개별부

서별, 공모사업 별로 진행되었음

◦ 관악구 재정여건, 사업주관 부서 모호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속되지 않음

‐ 스마트도시팀이 설치된 2019년 1월 이전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중 독

거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솔루션, 이동식 CCTV를 제외한 사업들은 현

재 중단되거나 확산 사업이 부재함

① 스마트쓰레기통(`16년)

◦ 쓰레기통에 무선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쓰레기가 넘치기 전 사전 수거하고 

가로변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쓰레기

통을 31개 설치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한 상태

② 관악 리얼 스마트팜(`17년, 서울대 학·관협력사업)

◦ 줄기에 칩을 심어 식물의 생체정보 계측하고 생장속도를 조절하는 관악형 

스마트팜을 강감찬 텃밭입구에서 운영했으나 특출 난 성과는 없었음

③ 이동형 CCTV 운영(‘17년~ )

◦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 76대 설치 해 움직임을 감지 무단투

기 금지 안내방송 실시로 계도 및 홍보함

④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17년~ , 노인청소년과 주관)

◦ 독거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IoT센서를 부착하여 어르신의 안전 및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IoT센서를 통해 활동, 온도, 습도, 조도 등 데이터 수집·전송

‐ 생활관리사 핸드폰 앱을 통해 실시간 자료를 전송·모니터링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119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중

(표 2-5)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계획

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연도별(안) 39 48 100 100 100

누 계 39 87 187 287 387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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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도시팀 신설 후

◦ 홍보전산과에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여 다양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서울시 주관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관리 중

‐ 관악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기관, 서울시 공모 사업 추진

‐ IoT 센서 설치 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시스템 등 성공적인 스마

트시티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중

① 공모사업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도입 및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서로 연계되

지 않고 개별 운영되어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이 발생

‐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능화된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공모 진행 중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도입을 통해 U-관악 통합관제센터를 고도화

Ÿ 안전, 방재, 교통 등 6개 분야 데이터 통합 관리 (그림 2-9 참고)

Ÿ 기존 자가망을 활용한 IoT 서비스 망을 구축하여 안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Ÿ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추진시 기존 자가망 연계 사물인터넷 전용

망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Ÿ CCTV망, 서비스 망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연계망 구축

(표 2-8) 스마트관제센터 서비스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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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조명 통합 서비스

‐ 영상·음향 분석장치, CCTV 융합 스마트 안전조명을 설치·운영하여 안

전취약계층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그림 2-10 참고)

‐ 구 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파악 및 조치

‐ 원룸, 다가구(세대) 집중 거주 지역(안전취약 지역)에 스마트 안전조명

(LED조명, CCTV, 이상음원 분석장치 등) 10대 내외를 설치·실증 중

‐ ㈜블루카이트, ㈜아이브스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림 2-9) 스마트 안전조명 활용 서비스

자료 : 관악구(2019)

◦ 스마트 안전조명 기반 안전도시 조성사업

‐ ‘스마트 안전조명’ 기술 적용으로 재난, 범죄, 교통사고 등의 예방을 통

해 안전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력사업 발굴·시행 중

‐ ‘스마트 안전조명’ 기반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Ÿ 관악구, 서강대 ICT융합재난안전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사)국민안

전역량협회, (재)한국조명연구원, ㈜블루카이트

Ÿ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공동 수행

Ÿ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스마트 안전조명 솔루션 공동 개발

◦ ‘19.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공모사업 협력

‐ 행안부 ‘스마트 도로조명 활용 도시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 과제 실증

지역 선정을 위해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 지

역 등 현황 파악 및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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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정부, 서울시 확산 사업(그림 2-11 참고)

◦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위험 알림 서비스

‐ 교통행정과가 담당하여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10개소에 스마트 횡단보

도 시스템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통한 안전 교통환경 조성

Ÿ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Ÿ 스몸비 방지시스템 (스마트폰에 문자 표출) 구축

◦ IoT 복합센서 설치 사업

‐ 서울 전역에 IoT 도시데이터 복합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측정한 

도시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Ÿ 서울시 : IoT 복합센서 설치 및 운영 관리(통합 저장소 구축)

Ÿ 관악구 : IoT 복합센서 설치장소 선정 및 센서 전력사용 협조 

‐ 생활밀착형 IoT센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도시데이터 확보

Ÿ 보급형Ⅰ : 미세먼지, 온도, 습도, 조도, 소음, 진동, 자외선(7개 센서)

Ÿ 보급형Ⅱ : 보급형Ⅰ+ 방문자수(8개 센서)

◦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미세먼지 정보 알리

미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

‐ 녹색환경과가 담당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 알

리미 보급(478개소),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 보급(422개소) 예정

(그림 2-10)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위험 
알림 서비스

IoT 복합센서 설치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시스템

자료 : 관악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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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주요 사업추진계획

◦ 관악구 스마트도시팀은 2020년 과제로 3개 분야 6개 과제를 선정함

(1) 관악형 리빙랩(Living Lab) 참여단 구성·운영

◦ 공급자 중심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및 정책

을 위해 관악형 리빙랩을 운영 계획 중임

◦ 관악구 리빙랩 참여단은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형태임

‐ 주민들이 참여하여 교통, 안전, 복지 등 지역현안을 발굴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 기술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 특

성에 맞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해결방안 모색

‐ 지역현안 사업 수행과정, 성과 등을 매뉴얼화하고 지식 공유

‐ 주민,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위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2) 스마트 안전조명 사업

◦ 2019년에 이어 스마트 안전조명 실증사업 진행

(그림 2-11) 영상·이상음원 감지 시스템

              자료 : 관악구(2019)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IoT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도입

을 통해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 편의 도모

‐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구청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불법주

정차 구역에 IoT를 활용한 장치 설치

‐ 주차면 감지 복합센서를 통해 주차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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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관악구 스마트시티 추진과제

1) 스마트시티 추진 전담부서 운영

◦ 민선7기 관악구는 2019년 1월 스마트도시팀을 신설 해 ICT 등 최신기술

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분야와 범위가 다양해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함

‐ 현재 스마트도시팀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은 총 3명이며 모두 행정직으

로 구성되어 있어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함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도시팀 직원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함

◦ 업무부서 간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 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음

‐ 스마트시티 사업 특성 상 복지, 안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

해야하며 사업 추진 역량의 대부분을 업무부서 간 협조, 기관 간 협의

에 투자하고 있음

‐ 부서·기관 간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 발굴이 필요

Ÿ 대외정책팀, 제안부서, 관련부서 등과 민간이 참여하는 TF팀 구성

◦ 스마트도시팀은 팀이기 때문에 업무 실행 능력과 권한에 한계가 있음

‐ 운영예산, 결재권(과장급), 타 기관과 협조능력 등 과와 비교했을 때 팀 

단위에는 한계점이 존재함

‐ 특히 스마트도시팀 운영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

나 협조에도 어려움이 있음

◦ 스마트도시 기획, 서비스 이전, 관제, 전산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스마

트도시팀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팀과 스마트시

티 관련 전문 직렬(통신, 전산 등) 충원이 필요함



24

02

관
악
구
 스
마
트
시
티
 추
진
현
황
과
 과
제

2) 스마트시티 사업 주민체감도 제고

◦ 관악구 스마트시티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맞춰서 추

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주민체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과 지역현안 분석의 선후과정이 반대이며 

지역현안 파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 개괄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함

‐ 지역현안 분석 방법에는 설문조사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견

수렴과 이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FGI(Focused Group 

Interview)가 적합

Ÿ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현안 발굴

3) 기존서비스와 스마트서비스 통합을 통해 사업 지속성 확보

◦ 관악구에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서비스가 기획·운영 되었으나 기존 

서비스와 중복, 관리주체의 불분명 문제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떨어짐

◦ 스마트서비스를 유관부서로 이전하고 기존 관련 서비스와 통폐합 등을 통

해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필요

‐ 스마트서비스의 발굴, 기획, 공모 등은 스마트정보과가 주도

‐ 스마트서비스 시범 운영 후 유관 부서로 이전시켜 서비스 지속 활용

‐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의 경우 복지정책과 등과 서비스 관

리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사업 특성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

‐ 국가 기관의 업무 추진 일정은 1년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

속하는데 일정·예산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기간을 조정하되 명확하고 수치화 가능한 성과

분석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성과분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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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1) 인프라 설치·개선·고도화

◦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술 동향에 맞춰 

인프라의 성능을 고도화해야 함

‐ CCTV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영상자료를 활용해 지역 현안 분석 가능

‐ 스마트폴(Smart Pole)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설치 가능

◦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임대망 사용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책 필요

‐ 신규 사업 시행 시 임대망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해 자가망 연계 서비스 구축

(2) 서울시 스마트도시 플랫폼 도입

◦ 국토교통부의 도시운영 통합플랫폼, 서울시 스마트도시 플랫폼 도입을 통

해 분야별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사업실효성 높임

◦ 통합플랫폼은 도시 데이터를 수집·가공·생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

‐ 다양한 실증사업이 시작되면서 공공 데이터(도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

6)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홍보를 통한 지지기반 강화

◦ 관악구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목표를 주민들과 공유·홍보

‐ 주민들에게 스마트시티 관악의 비전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관악구

의 미래상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함

7)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

◦ 도시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스마트시티의 토대

◦ 관악구의 도시데이터가 개방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민·관이 공동 생산 활용하는 빅 데이터 공유 오픈 플랫폼 구축 필요

‐ 공개된 데이터는 많으나 실시간·고품질 데이터 개방 미흡

‐ 민·관이 고품질 데이터를 함께 만들고 활용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의 GDPR(Glob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을 준수하여 데이터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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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시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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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 스마트시티 사례

1_국내 스마트시티 개념

(1) 스마트시티 개념

◦ 국내 스마트시티는 법적인 용어로 스마트시티 대신 ‘스마트도시’ 사용 중

◦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3)

‐ 도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 도입을 

통해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

‐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공함

으로써 주민들 삶의 질 향상

(그림 3-1) 국내 스마트시티 개념

  자료 : LH(2018)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마트도시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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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는 국내 연구자들과 기관마다 다양하게 정의함(표 참고)

‐ 공통적으로 ICT 등 융·복합 기술과 삶의 질 향상, 사람 중심 가치 등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음

‐ 2015년도까지는 ICT 기반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맞춤형 서비스 등의 키

워드들이 스마트도시 정의에 포함되기 시작함

Ÿ 스마트시티 구축의 방향이 인프라 구축(U-City)에서 서비스, 스마

트 생태계, 인적 자원 등으로 확장함

(표 3-1) 스마트시티 정의

연구자 정의

충남연구원(2019)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

김갑성(2018)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정재승(2018)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들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국토연구원(2016)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 기술 등을 적용하여 
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강명구(2015)
가용한 최신의 기술과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가 당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도시

이상호(2014)
ICT 기반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에 초점을 
둔 도시

최봉문(2011)
ICT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생활 전반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춘 지금보다 더 지능화된 도시

자료 : LH(2018), 충남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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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ty와 스마트시티 비교

‐ U-City는 IT(정보통신기술)와 도시 결합을 통한 지역 정보화 및 인프

라 구축에 집중(키워드 : 완결성, 통합성)

‐ 스마트도시는 시민 생활 전반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활용’에 주목함(키워드 : 네트워킹, 

연결성, 지속가능성)

‐ 최근에 ICT 핵심 기술로 부상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이 더욱 중요시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보 통신산 

업진흥회, 2017)

(그림 3-2) U-City와 스마트시티 차이

자료 : LH(2018)

(표 3-2) U-City와 스마트시티 차이

구분 U-City 스마트도시

추진주체 중앙정부 주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 중심

구축방향
ICT 기반 인프라 구축 중심
교통·방재·방법 등 공공서비스 위주

기반 인프라 +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중심
서비스가 인프라 투자결정에 영향

정보전달 
방식

일방향 전달(One-Way)
시차 존재

양방향 공유(Two-way)
실시간 정보

시민역할 정보 수요자(수동적) 정보 생산자이자 공급자(적극적, 주도적)

자료 : LH(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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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티 구조

◦ 스마트도시법에서 규정하는 스마트도시의 기본구조는

① 스마트 도시 ‘기술’

②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

③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구성됨

(그림 3-3) 국내 스마트시티 구성(계층)

자료 : 국토교통부(2019), Smart City Kor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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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은 지능화 시설(센서, CCTV, 지능화 된 시설), 정보

통신망, 운영시설(통합 운영센터 등)로 이루어져 있으며, 

◦ 스마트도시서비스는 행정, 교통, 방범/방재, 주거 등 12개 분야의 세부내

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영태 , 2018)

(그림 3-4) 국내 스마트시티 구조

자료 : LH(2018)

◦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행정, 교통 등 도

시생활과 시설물 전반에 거쳐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체계이다.

◦ 이는 타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가 개별적이고, 민간 서비스가 상

당한 것에 반해 한국이 가지는 차별점임 (조영태, 2018)

◦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로는 기술·인프라적 구성요소와 제도적 

지원, 인적자원이 있음

(표 3-2) 스마트시티 성장을 위한 기반요소

요소 세부기반

기술·도시 인프라(구축단계)

도로, 교통 등 물리적 기반
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반
IoT,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기술
플랫폼 등 시스템

제도적 부분(운영단계)

부서간 협업
정책 및 제도
정부투명성
정책과정에 시민참여
민관협력

인적자원 부분(성장단계)

창의적 교육
혁신적 직업
개방적 마인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집단지성
스타트업 기업

자료 : 이재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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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스마트시티 관련 정책동향

1)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변화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국가 정책 변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3-5)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변화

       자료 : 국토교통부(2019), Smart City Kor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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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인프라 구축단계

◦ 1단계 스마트인프라 구축단계(2003년~2014년)

‐ ’03년 이전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Urban Information System, 

UIS) 및 교통 부문 정보화는 중앙정부 주도로 확산(지자체 역할 제한적)

‐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건설 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융·복합하여 새로

운 성장동력으로 U-City 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함

‐ ’03년부터 ’14년까지 총 52개 사업지구에서 U-City 건설사업을 추진

Ÿ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2기 신도시(인천 송도, 화성 동탄 등)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165만m2 이상) 기반 인프라 구축

Ÿ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지자체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운영하여 도시 관리 효율화를 계획함

‐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06)

Ÿ U-City 확산을 통한 편리･안전･쾌적･건강한 도시 구현

Ÿ 고도화 및 융복합된 새로운 IT 산업 육성

‐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제도 수립

‐ ’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Ÿ U-City를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목표

Ÿ U-City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기반 마련,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제시

Ÿ 09년부터 14년까지 1,35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

Ÿ `08년 9월 U-City 협회를 창립하여 관련 국내 전문가들과 민간 기

업들 간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Ÿ U-City 월드 포럼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

‐ U-City 사업 분야는 ’10년 이후부터 택지개발 사업을 지양하는 국가 

도시정책 변화 및 신도시 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사업 축소 등으로 신

규 U-City 사업이 나오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면서 급격하게 쇠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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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및 시스템 연계단계

◦ 연계단계는 1단계 동안 구축된 개별 솔루션들을 연계하여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U-City 구축 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의 중간 단계적 성격(2014

년~2017년)

‐ 이미 구축된 신도시의 인프라들을 활용하고 기존 도시에 확산되고 있

는 도시통합운영 센터를 활용하는 도시통합플랫폼 연계 사업

◦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수립 (’13년)

◦ ｢U-City 활성화 지원계획｣ 승인되면서 U-City 사업은 전환점

◦ 통합플랫폼 보급을 통해 정보 및 시스템 연계 통합 (기술적 측면)

‐ 구축된 CCTV 등의 첨단 시설물들을 복합적으로 활용

‐ 다양한 분야 정보·시스템 연계

‐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 솔루션들이 기능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

‐ 교통, 방범 등의 분리되어 운영되던 시스템들을 기능적으로 통합

◦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 (조직적 측면)

‐ 서로 다른 분야 서비스 부문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경찰청, 국민

안전처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거버넌스 정책 추진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7월 경찰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9월에

는 안전처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 (구)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을 추

진하여 민간기업들과 지자체가 협력해 다양한 IoT 실증 추진

◦ `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게 되고 해외 스마트시티 모델이 본격

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이전 정책보

다 포괄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이 논의됨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

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17)

Ÿ 건설 뿐 아니라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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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시티 추진단계

◦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게 되고 해외 스마트시티 모델이 본격적으로 유입

되기 시작해 다양한 정책들이 기획됨

‐ 각 도시 유형에 맞는 목표와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솔루션을 실증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

◦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대

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국가시범도시 조성, 노후

도심의 도시문제 해결 등을 포함

(그림 3-6)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자료 : 국토교통부(2019)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여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 환

경부)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

◦ 중앙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의 테스트베드 장으로 

행복도시 5-1지구 및 부산 에코델타 지역을 선정하여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 추진(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발표 (`19년)

‐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새롭게 재편 

‐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추진, 범부처 성격의 

추진체계 확림, 시민 참여 중심의 리빙랩 도입, 신기술 적용과 사회문

제 해결을 위한 실증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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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마트시티는 시기, 목표, 제도, 추진 주체 등을 통해 구축단계, 연

계단계, 추진단계로 구분이 가능함(표 3-3 참고)

◦ 관악구 스마트시티는 연계단계와 추진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3) 국내 스마트시티의 단계별 특성

구축단계 연계단계 추진단계

시기 2003년 ~ 2014년 2014년 ~ 2017년 2017년 ~

목표
건설 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융·복합된 신 성장 동력 육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센터 
시스템 연계·통합 기반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제공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적 
일자리 공간 창출

정보
개별 서비스 분야 내 정보 

활용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제한적 양방향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취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 양방향 교환

플랫
폼

개별 서비스 단위의 폐쇄형 
플랫폼(Silo 타입)

유관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제한적 형태의 공공 플랫폼

폐쇄형 + 개방형

민간과 공공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오픈형 플랫폼 구축 

추진 중
폐쇄형 + 개방형(확장)

제도
U-City법

제1차 U-City 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 종합계획
U-City 활성화 지원계획

스마트도시 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4차위)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추진
주체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

국토부, 과기부, 사업부 등 
개별 중앙정부의 독립적 추진

중앙정부(개별) + 
지자체(일부)

범부처 체계 마련
중앙정부(협업) + 

지자체(확대)

대상
공간

165만m2 이상 신도시 
구축지역

신도시 + 기존도시
신도시 구축지역

기존 도시
쇠퇴 도시

사업
도시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도시통합플랫폼 보급 및 

서비스 연계 사업

국가시범도시사업(신도시 
구축지역)

도시통합플랫폼 보급 및 
서비스 연계사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기존 

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쇠퇴도시)

투자 
재원

택지개발 사업비 중앙정부 +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민간기업 예산

자료 : 이재용(2018)



39

스
마
트
시
티
 관
악
 구
현
을
 위
한
 기
초
연
구

2)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 추진 중(`17.12)

‐ 부처간 협업 및 전문가 중심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

속 4차산업혁명위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운영 중(`17.11월)

‐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발표(`18.1월)

Ÿ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스마트시티 맞춤형 조성·확산 

방안 포함

‐ 스마트도시법 개정(`18.2월, 국토교통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의(`18.2월, 과기부)

‐ 현장 전문가 중심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발표(`19.6월, 국토교통부)

(그림 3-7)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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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발표(`19.6월)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Ÿ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국가전략 R&D 지자체 실증, 2곳)

Ÿ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지역특화형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4곳)

‐ 도시운영 통합플랫폼 확산 사업

‐ 신기술 연계 및 신규서비스 지속 발굴

‐ 규제 샌드박스 발굴 적용

◦ 과기정통부

‐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AI․IoT 등 혁신기술을 통

한 ICT융합 도시 솔루션 개발‧실증 지속 확대

‐ 스마트SOC 선도 프로젝트(교통․안전․산업․환경․공공시설 지능정보화)

◦ 행정안전부

‐ 스마트시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

‐ 우수 서비스 확대 보급

◦ 산업자원부

‐ 스마트미터(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검증기술 활용 도시 내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확산

◦ 환경부

‐ 수자원, 전기차 분야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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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① 스마트시티 전담부서 설치

◦ 국내 지자체들은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다양

한 사업 추진 중

‐ `19.6 기준 전구 78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과·팀 등 전담조직 설치

‐ 전담조직 추이 `14년 10개→`18년 34개→`19년 78개(광역 17개 시·도 

전체 + 기초 61개)

‐ 지자체들의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 지역 역량에 따라 구성이 다양함

◦ 부산시 스마트추진과

‐ 부산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ICT 융합과를 스마트시티추진

과로 개편함

‐ 스마트시티기획팀, 스마트기술팀, 융합신산업팀, 블록체인기획단(TF팀) 

총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각종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 중

Ÿ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19년 

기준 총원 28명)

Ÿ 블록체인기획단의 경우 규제자유특구4) 지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하여 TF팀 형태로 운영 중임(`19. 9.)

Ÿ 물류(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영

상제보 및 데이터 거래), 금융(디지털 바우처) 분야 실증(~`21년)

(그림 3-8) 부산광역시 스마트추진과

자료 : 부산시 홈페이지

4)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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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정부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 대구

‐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15~`17, 과기정통부)

Ÿ 헬스케어와 연관된 실증 서비스(일반인 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

‐ 자율주행 실증 도로 구축(`17~`21, 국토교통부)

Ÿ 자율주행 부품 테스트를 위한 도로 실증 인프라 조성, 도로관제 서비스 등

◦ 부산

‐ 해운대구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15년~`17년, 과기정통부)

Ÿ 시민안전, 교통, 에너지, 생활 편의 분야에 10개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중

Ÿ 스마트 횡단보도 · 가로등 · 빌딩, 상황인지형 대피안내 등 실증 중

‐ 에코델타시티 국가 시범도시(`18~`22, 국토교통부)

◦ 세종

‐ K-Smart City 모델 구축, 도시 토탈 솔루션 실증 (`16, 과기정통부)

Ÿ 스마트공공자전거, 스마트주차정보, 3D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스마

트가로등 등

‐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18~`22,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발표 (`19년 3월)

‐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안전·환경 등 6개 분야 총 18개 전략과제 추

진 중

Ÿ 교통 : 차세대 지능형 교통, 빅데이터 기반 교통 정보 제공

Ÿ 안전 : 스마트 재난대응,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관리

Ÿ 환경 : 지능형 전력계량, 태양광 에너지, 상하수도 관리, 수질 관리

Ÿ 경제 : G-밸리·Y-밸리, 상암DMC·마곡 M-밸리, 핀테크 대응

Ÿ 복지 : CCTV 활용 여성안심이, 사회약자(치매, 발달장애) 안전서비스

Ÿ 거버넌스 : 엠보팅·민주주의 서울 등 시민참여 온라인 채널 운영

‐ 서울 전역 5만 개 ‘IoT 센서’로 미세먼지·유동인구 등 도시데이터 수집

Ÿ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구축해 행정데이터 통합관리·분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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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 사물인터넷 자가통신망 인프라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

Ÿ WI-FI 총 597개소 및 사물인터넷 통신망(LoRa)망 구축

‐ IoT 복지 ․ 안전시스템 구축 : 시범지역 3대서비스 조성사업

‐ 스마트 시민복지 플랫폼(공감e구로 리빙랩)구축

‐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서비스 구축 (2개소)

‐ 스마트 구로 홍보관 개장 (‘19년 9월)

Ÿ 구정 및 주요사업 현황 등 공개

Ÿ G밸리 내 사물인터넷 관련기업의 신기술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

◦ 성동구

‐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18.12.31)

‐ 서울시 사물인터넷(IoT) 실증지역 선정(‘18년) 

‐ 성수동1가 등 거리 중심 성수 IoT ‘스트리트 랩’ 운영

Ÿ 미세먼지대응 IoT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 태양광이용 전기차 충전시설)

Ÿ 도시환경개선 IoT(도로변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실시간 원격감시, 

스마트보안등, NB-IoT 전력모니터링 플러그)

(그림 3-9) 스마트 구로 홍보관

스마트 구로 홍보관 홍보관 스마트도시상황실 공유주차 서비스 시연 모델

자료 : 구로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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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규모, 역량 별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표 참고)

(표 3-4)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선정 지자체

국
가
공
모
사
업

국가시범도시
(2+10(예정))

가존 인프라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 
해결

부산, 세종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2)

혁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대구, 경기 시흥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4)

기성시가지에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생활편의 개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 경남, 김해, 경기 
부천, 충북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6)

노후화되어 쇠퇴하는 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 개선

인천 부평, 세종,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 부산 사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6)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기업 솔루션을 

실증 및 확산

광주, 경기 부천·수원, 
경남 창원, 대전, 인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2)

방범, 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서울, 제주, 서울 
마포·서초, 경기 
용인·남양주,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전남 
나주, 전북 고창, 경북 
포항, 경남 경산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1)
미래부 주관

사물인터넷(IoT)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

부산 해운대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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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시티 관련 법·제도 변화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 강남구, 성동구 등이 미래 新성장동력인 스

마트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하여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Ÿ 조례에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스마트도시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 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스마트도시법 개정)

‐ 민간·공공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일괄 해소하

여 혁신적인 新기술·서비스 접목

‐ 시범도시 구현될 서비스를 사전에 실증할 수 있도록 민간에 규제 특례 

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공모사업(’19년~ ) 추진 예정

(표 3-5) 규제 샌드박스 도입 프로세스

단계 주요내용

1. 지구 지정 지자체장 신청 관계기관 협의 委의결 지정(국토부장관직접지정可)

2. 사업 승인 민간 공공 사업계획 제출 ⟶ 관계기관 협의 ⟶ 委의결 ⟶ 승인

3. 규제 특례 승인된 사업 관련 규제 4년간 일괄 해소(2년 범위 내 1년 연장 가능)

자료 : 국토교통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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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스마트시티 관련 사업현황

1) 국내 지자체 스마트서비스 및 사업 유형 변화

◦ `14년의 경우 방범·방재 35%, 교통 32% 등 2개 분야가 67%를 차지함

◦ `18년에는 방범·방재 24%, 교통 22% 외에도 행정 15%, 환경·에너지·수

자원 15%, 시설물 관리 8%, 보건·복지 7% 등으로 다변화 됨

(그림 3-10) 국내 지자체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별 현황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2018)

2) 국내 지자체 스마트시티 추진 유형 변화

◦ `14년의 경우 플랫폼 중심형 52%, 첨단 인프라 구축형 43%, 혁신공간 창

출형 5%

◦ `18년에는 플랫폼 중심형 56%, 혁신공간 창출형 24%, 첨단 인프라 구축

형 19%로 인프라 구축(스마트시티 추진 1단계)에서 혁신공간 창출형으로 

스마트 추진 유형이 변화 중

‐ `14년도부터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플랫폼 도입, 혁신공간 창출로 

관심사가 변화 중

(표 3-6) 국내 스마트시티 유형 변화

조사시기
첨단 인프라 

구축형
플랫폼 
중심형

혁신공간 
창출형

계 무응답

2014년 26(43%) 32(52%) 3(5%) 61 (100%) 5

2018년 12(19%) 35(56%) 15(24%) 62 (100%) 4

자료 : 국토교통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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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 인프라 구축(1단계)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 솔루션을 실증(3단계)하는 

단계까지 다양함(표 3-7 참고)

(표 3-7) 국내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 내용 주관 부처

1
택지개발 사업시 
스마트시티 추진

(2003~ )

스마트시티법을 근거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조성비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부

2
국가 시범도시 사업

(2008~ )

스마트시티법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세종 5-1지구
국토교통부

3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2017~ )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매년 5개 이상 지역을
선정하여 30억 원 이상씩 정부 지원

국토교통부

4
국토교통부 플랫폼 

연계사업
(2015~ )

통합플랫폼과 안전 관련 5대 연계서비스를
지자체 보급 및 확산하는 사업으로 18년 현재

22개 지자체 지원
국토교통부

5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2019~ )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확산 지원

`19년 6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

6

IoT 실증사업
(2015~2017)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 

(2018~2022)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IoT 실증사업은 부산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은 대구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7
시범도시 사업
(2009~2013)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및 관련 사업
지원 사업으로 매년 3개 ~ 7개 지역 지원

국토교통부

8
서비스 지원사업
(2008~2016)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으로 매년 10개 이상의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9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2009~2013)

제주도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
에너지 실증

산업자원부

10
5G 스마트시티 사업

(2018~2020)
5개 분야 5G 융합서비스 중 대구와 대전을

대상으로 5G 스마트시티 분야 실증
과기정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2019), 이재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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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민간기업, 지자체 소재 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도시문

제를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시민 수요를 반영한 솔루션 발굴(Bottom-up 방식)

◦ 2019년 전국 49개 지자체 중 6곳(광주, 부천, 수원, 창원, 대전, 인천)을 

선정해 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신규 솔루션 접목·실증(Pilot Test) 중

(표 3-8)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선정 지자체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글로스퍼 등 9개사 한전KDN 등 10개사 삼성전자(주) 등 11개사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리워드 
플랫폼

e-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주차난 해소

5G 기반 모바일 디지털트윈 
구축

경상남도 창원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LG CNS 등 3개사 ㈜LG CNS, KT 등 10개사 현대자동차(주) 등 3개사

산업단지 연계 스마트시티 조성 주차 공유 및 연계 서비스 사업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실증

자료 : 국토교통부(2019)

◦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다양한 유형의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2020년 스마

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도시(大) - 단지(中) - 솔루션(小) 단위로 개편 예정

‐ 개별사업이었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을 스

마트시티 챌린지로 통합하고 제안 규모별로 사업관리

‐ 대규모 특화도시(민간제안)

‐ 중규모 특화단지 / 소규모 특화솔루션(지자체 제안)

(그림 3-11) 스마트시티 챌린지 통합(안)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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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중 관악구의 지역현안과 관련있

는 두 가지 사례(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살펴봄

◦ 대전광역시는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주차문제 해결 진행 중

‐ 관악구의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벤치마킹

◦ 인천광역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현재 교통수단을 연계한 통합 교통시

스템 개발 중

‐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주차공간이 적은 관악구 지역특성 상 인천시가 

시도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연계·활용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음

① 대전광역시 살아있고 생생한(Live) 스마트시티 비즈모델 도시 대전

◦ Live Smart City Daejeon With 비즈니스모델을 비전으로 설정함

‐ 살아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표방

◦ 대전 스마트시티 3대 전략

‐ 대표 실증모델 / 서바이벌 챌린지 모델 / 도시 데이터 공유 모델 구축

◦ ㈜LG CNS, ㈜KT 충남고객본부, 한밭대학교 등 10개 민간기업·대학 등

과 협력하여 사업 진행 중

◦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대전 중앙시장 일원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함

◦ 폐쇄된 건물 부설주차장의 Smart Parking 시스템을 도입해 주차 정보

를 통합하고 공유하여 Share Parking(주차공유)를 실현

◦ 상인회, 건물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주차쿠폰 도입 

및 포인트 대체 결재 등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전략 동시 진행

(그림 3-12) Smart Parking 시스템

         자료 : 대전특별시청(2018), Smart City Kor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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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천광역시

◦ 인천시는 현대자동차㈜, ㈜씨엘, 연세대학교 등과 함께 영종국제도시에 

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을 개선하는 실증 사업 진행 중

‐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성,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개선

Ÿ 기존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사업자와의 상생 모델 및 신개념 모빌리

티 서비스 모델 도출

(그림 3-13) 교통수단 연계 방안

자료 : 인천광역시(2018), Smart City Korea 홈페이지

‐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발굴

Ÿ In-car(차량내 위치기반 광고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Last-mile

(공유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연계로 수익성 및 효율성을 개선한 사

업모델 발굴

‐ 지역 상권과 연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

(그림 3-14) 인천시 스마트 챌린지 사업 개념

자료 : 인천광역시(2018), Smart City Kor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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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시범도시 사업

① 세종 5-1 생활권

◦ 세종 5-1 생활권 국가시범도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얻은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

시티 조성을 목표로 7대* 혁신서비스 구현

Ÿ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 도시통합데이터 인공지능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에 설치된 각종 IoT 기기

를 통해 얻은 도시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통합관리·분석·가공·활

용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기법을 활용해 빅 데이터 분석하고 다

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예정

Ÿ 에너지 및 비용 관리

Ÿ 최적화 솔루션 제공

Ÿ 이상 현상 감지 및 대응

Ÿ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Ÿ 수요 예측 후 대응

◦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을 활용해 세종 5-1 생활권의 주요 도시기능과 

스마트서비스 홍보

‐ 행복도시 세종의 비전과 목표 소개

‐ 세종특별시 주요 도시 생활권별 성격과 각종 서비스 소개

(그림 3-15)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세종특별시 생활권 안내 서비스 단면 모델 전기 자전거 체험

자료 : 세종시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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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EDC)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교육, 문화, 안전, 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조성 중

◦ 부산시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실현 전략으로 3대 특화 전략과 7대 핵심 

콘텐츠를 구상함

◦ 3대 특화 전략으로 ‘스마트 Tech City’, ‘스마트 Water City’, ‘스마트 

Digital City’를 발표

‐ 혁신 산업생태계 ‘스마트 Tech City’ 

Ÿ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Ÿ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유치·육성

‐ 친환경 물 특화도시 ‘스마트 Water City’ 

Ÿ 3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물을 테마로 

예술,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계획 중

‐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스마트 Digital City’ 

Ÿ VR·AR 및 BIM 기술,3D 맵 기반 가상도시 구축

◦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10대 혁신 서비스」 제공

‐ 로봇 기반 생활혁신 / 배움-일-놀이(LWP) 융합사회 / 도시행정·관리 

지능화 / 스마트 워터 / 제로에너지 도시 / 스마트 교육＆리빙 / 스마

트 헬스케어 / 스마트 모빌리티 / 스마트 안전 / 스마트 공원

(그림 3-15) 부산 에코델타시티 핵심가치와 실현전략

     자료 : 국토교통부(2019), Smart City Kor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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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 쇠퇴 도시에 대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거버넌스를 구축

‐ 주민협의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주민수요·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솔루션 도출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용

‐ 경북 포항 등 7곳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완료(표 참고))

‐ 대구 북구 등 5곳은 계획수립 진행 중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19년 하반기)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 5곳 내외 추가 선정 예정( ~`22년)

(그림 3-17)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과정

자료 : 국토교통부(2019)

(표 3-9)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자체

도시 스마트솔루션

경기 고양 드론을 활용한 등하굣길 및 밤길지킴이, 골목길 방범순찰 등 안전서비스 제공

세종 조치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조치원역 상권 유동인구 분석·창업지원, 주차문제 해소

경북 포항 불꽃축제, 호미곶 일출 등 포항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VR 서비스 제공

경기 남양주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 Floor scape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인천 부평 상인들 간 정보공유 및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는 커뮤니티플랫폼 구축

부산 사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중수시스템, 온도·습도관리 등을 적용한 스마트팜 조성

전담 춘천 홀로그램을 활용한 여행정보 및 AR 기반 음식점·숙박정보 등 관광서비스 제공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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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관제센터·서비

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보급 중임

‐ 지자체와 112·119·재난망 등을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 안정망 구축

Ÿ 5대 연계서비스

①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 112 긴급출동 지원 ③ 119 긴급출동 

지원 ④ 재난안전상황 지원 ⑤ 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노인) 지원

‐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신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 효율적으로 연계

(그림 3-18)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연계 방식

       자료 : 국토교통부(2019)

◦ `18년까지 총 22개 지자체에 보급되었고 `22년까지 108곳에 보급 예정

◦ 또한, 기초 지자체(229개소)와 112·119센터 등을 연계해 허브 역할을 수

행하는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 병행 추진(`20~ )

(표 3-10)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연계 방식

연도 적용 지자체

`15 2곳 광양, 양산

`16 2곳 원주, 완주

`17 6곳 광주, 김해, 부산 강서, 수원, 시흥, 영동

`18 12곳
서울, 제주도, 남양주, 용인, 청주, 서산, 고창, 나주, 경산, 포항, 

서초, 마포

`19 15곳
강원도, 광명, 안산, 고양, 춘천, 천안, 아산, 전주, 순천, 구미, 

창원, 성동, 은평, 진천, 완도

자료 : 국토교통부(2019)



55

스
마
트
시
티
 관
악
 구
현
을
 위
한
 기
초
연
구

(5) 혁신인재육성사업

◦ 2019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추진계획’(‘19~’23)을 발표

◦ 스마트시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으로 산업 활성화 및 해

외진출에 필요한 핵심 전문인력 양성

‐ 향후 5년간(’19~’23년) 혁신인재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 육성

◦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목표

‐ 스마트시티 석․박사학위 소지자 배출로 ‘산업내 고급인력 수요 충족’

‐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시티 산․학 연계프로그램으로 ‘교육생 실무역량 강화’

‐ 논문, 학술발표, 특허출원 등 ‘스마트시티 연구기반 조성’

◦ 교육 프로그램

‐ 대학원 석·박사 스마트시티 융복합과정

‐ 현장실무중심 교육을 위한 산업체, 지자체 연계 교육프로그램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

◦ 2019년 2월, 공모를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육성을 위한 수행대학 6

곳(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부산대, KAIST)이 선정됨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스마트시티 트랙」

‐ “미래 도시문화창발과 도시기술혁신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

로 커리큘럼 운영

‐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수출의 교두보 개척, 국제적 홍보 및 위상 확보

‐ 국내외 도시에 교육/연구성과 적용

‐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요구되는 신기술에 

대해 Testbed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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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국가 업무 위탁·지원 주요기관 현황 (`19.6월 기준)

위탁/지원/담당업무 기관

국가시범
도시

세종 5-1 생활권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산 EDC 사업시행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사업

디지털 트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국토정보공사 (LX)

데이터·IA 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스마트 IoT

스마트 교통 한국교통연구원 (KOTI)

헬스케어·교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에너지·환경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안전·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로봇 한국로봇융합연구원 (KIRO)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혁신 생태계 조성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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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계속) 국가 업무 위탁·지원 주요기관 현황(`19.6월 기준)

위탁/지원/담당업무 기관

기존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시 국토연구원 (KRIHS)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솔루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 (KRIHS) 등

기반구축

통합플랫폼 스마트도시협회

혁신성장동력 R&D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정보 포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산업육성

규제 샌드박스

총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규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시 국토연구원 (KRIHS)

서비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혁신인재육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국제협력

스마트시티 엑스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KINTEX

해외수출 지원 해외건설협회, KIND, KOTRA

투어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도시협회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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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시사점

◦ 본 장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기관, 서울시가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관악구 

구정에 도입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 관악구 스

마트시티 추진 과제를 도출함

1) 실증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중

◦ 국내 스마트시티 동향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이 인프라 

구축, 통합플랫폼 보급 중심에서 실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U-City 육성을 위해 대규

모 인프라 구축에 대부분의 재원이 투자되었음

‐ 현재는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들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솔루

션을 발굴하고 있음

Ÿ 대표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사업(2008~),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2019~), IoT 실증사업(2015~2017)이 있으며 솔루션의 실증·보

완·확산의 형태로 추진 중임

Ÿ 국내 지자체 스마트시치 추진 유형 중 혁신공간 창출형이 `14년 대

비 크게 증가함

◦ 도시 데이터,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력 등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스

마트서비스산업을 육성 중이며 시정부 차원에서 자금, 공간, 제도적 특

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임

2) 혁신 생태계 조성 및 혁신인재 육성

◦ 중앙정부는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운영 중임

◦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 전문 인력을 육성 중

‐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추진

계획’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관악구가 계획 중인 낙성벤처벨리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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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담부서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관악 구현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국내 지방정부들은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중임

Ÿ `18년 34개→`19년 78개로 확대되었으며 조직의 전문성 제고 중

‐ 스마트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접목되면서 스마트서비스의 분야도 점진

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Ÿ 국내 지자체 스마트서비스의 사업 유형은 방법·방재, 교통 외에 변

화하는 수요에 맞춰 환경, 시설물 관리, 보건·복지 등으로 다변화·

확대되고 있음

Ÿ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임

◦ 시민, 기업, 연구기관,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를 해결 중

‐ 대전광역시는 민·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실증 중

4)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 사업 실행력 확보

◦ 서울시, 성동구, 강남구 등은 스마트시티 조례를 제정 해 스마트시티의 목

표 및 비전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 수립과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집행력·실행력 확보 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관악구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 필요

5) 체계적 홍보를 통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지지기반 강화

◦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목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

‐ 서울시 구로구는 스마트 구로 홍보관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 스마트서비스, 신기술 등을 홍보

‐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시와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

으며 VR, 혁신기술 시연, 모델 등을 활용해 세종 5-1 생활권과 EDC

의 비전과 목표 등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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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

1_스마트시티 등장배경과 개념

1) 스마트시티 등장배경

◦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는 스마트도시 개념은 유럽 및 미국 중심의 도시계

획 분야의 뉴어버니즘과 Smart Growth에 기원을 두고 있음(Falconer･
Till, 2001;Hollands, 2008; Vanolo, 2014; 아재용, 2018).

‐ 직주근접으로 자원 소비 감소(효율적인 자원 소비)와 시민 교류 확대를 

실천 목표로 함

‐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두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스마트시티의 주

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점이 있음

‐ 그 외 유럽 및 미국의 스마트시티 교통 부문에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등과 같은 개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됨

◦ 글로벌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그로 인한 도

시문제 발생, 세계적 기후변화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가 급부상 했다는 관점

‐ 빠른 인구 증가 및 도시화,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 폭증은 결국 

도시의 생존 및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

운 도시 모델로 자원 활용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시티가 채택

(European Commission, 2013)되어 빠르게 확산 중임

‐ 2010년 이후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도시문제 

해결의 저비용 고효율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재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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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차원에서, 스마트라는 단어는 도시공간과 기술 

결합을 의미함(Castells and Hall, 1994; Komninos, 2002, 

Hollands, 2008)

‐ 사람과 자산, 데이터 등을 연결·공유·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신산업들이 급성장 중임

‐ 발전 속도와 전파가 매우 빠르며 타 분야와 끊임없이 융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예측하기에 어려움(클라우스 슈밥, 2016, p. 31)

‐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접근 및 도시 공간 내 실증’에 주목하며 급변하

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규제 개편이 중요해짐

‐ 전통적인 도시의 개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질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실험 장소로 변모함(클라우스 슈밥, 2016, 

p.112~127)

◦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다양한 배경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의 

범위는 확대·복합화 되었음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을 명확할 필요가 있음

(표 4-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구분 주요 내용 주요주체

도시 계획적 측면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교류확대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뉴어버니즘과 Smart Growth의 목표와 수단 계승
-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며 보다 확대된 수단으로 발전

학계

글로벌 위기 대응

- 급격한 도시화 및 도시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를 규정함
-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추진

국제기구

4차 산업혁명 대응

- 4차 산업 특유의 초연결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기존 산업정책 
기반 대응에 한계점이 발생함
- 정부는 규제 개편을 통하여 혁신 산업 추진의 여건 조성

- 도시는 데이터를 기반의 실험 장소(플랫폼)이자 중심지 역할

민간

자료 : 이재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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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티 개념

◦ 해외 주요 기관들에서 발표한 스마트 도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자 정

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가 가능함

‐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Vrije Universiteit Amsterdam)이 발표한 

2009년 논문에서는 ICT 인프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도시 시스템을 스마트 시티로 상정함

‐ 에너지·교통·상하수도와 같은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교육·의

료·보안 등의 소프트 인프라까지 모두 자동화·첨단화한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인식

(표 4-2) 주요기관의 스마트시티 정의

기관 정의

EU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열과 미사용 에너지원의 이용 및 교통시스템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세대 기술과 선진 사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활용되는 도시

중국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차세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도시계획, 건설,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NIPA
ICT 기술을 통해 도시 거주자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향상되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CISCO
ICT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개념의 도시

IBM
도시를 운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시스템의 열쇠가 되는 정보를 ICT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며, 통합할 수 있는 도시

Navigant 지속가능성, 시민 복지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술을 통합하는 도시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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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시티 추진단계

◦ 전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중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5개 국가

의 비중이 84% 이상 이며(Nikkei BP Clean Tech, 2013)

◦ 전체 프로젝트의 약 70%가 에너지, 교통, 안전 등 3대 스마트시티 요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IDC, 2013)

◦ 선진국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감 등을 목

표로 스마트시티 추진 중

◦ 개발도상국은 급증하는 도시화에 대응하여 노후화된 도시에 인프라 구축

하거나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는 형태로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

(그림 4-1) 스마트시티 수준 (KAIA,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2017)

자료 :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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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스마트시티 동향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투자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음

‐ 미국은 스마트 도시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Smart Cities 

Initiative)을 발표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으로만 

이미 1억 6,000만 달러(약 1,765억 원)를 투입하였음

‐ 중국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주도하며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문제 해

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시장에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임

◦ 경제적 파급력 및 신규 시장 창출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 육성의 관

점에서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는 에너지, 물, 운송, 쓰레기,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관련 5대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4,000억 달러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영국 기업혁신기술부, 2013)

‐ 또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수출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할 

경우, 연간 408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4-2) 글로벌 스마트 도시 투자현황

자료: 박건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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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가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 해외 스마트시티 초기 모델은 정보통신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 및 

적용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 나은 솔루션 발굴을 위한 운영 방식 및 적용 

방식들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변화 중

◦ 각 국가별로 스마트시티 구축 목표에 따라 시민 참여 중심의 리빙랩 운

영,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성과측정 기반의 실증 사업 추진, 규

제 샌드박스 도입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 수단을 도입 중(표 참고)

◦ 이 사례들 중 관악구 스마트시티에 도입 가능한 시민 참여 중심 리빙랩 

운영(유럽, 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 도입(일본) 사례를 분석함

(표 4-3) 국가별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유럽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스마트시
티 관련 

계획

스마트시티
및 혁신
파트너십

(EIP-SCC,

2012)

스마트시티
계획

(Smart City
Initiative,

2015)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

스마트네이션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2017~2019

일본 신성장전
2010~2020

(2010),
미래투자전략

2017

투자 재원
(펀드)

Horizon

2020

연방정부

연구자금
중앙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
33~50% 내외
중앙정부 보조

성과 기준
Urban

Challenge

챌린지 방식의
자율적

성과목표 설정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1~3성(星)의

평가기준

연도별 

마일스톤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지역단위 DR,

에너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
확립 등)

실증 리빙랩 활용

민간기업
중심의 주도적

실증
500개 도시 리빙랩

지자체 대상
실증사업

산업진흥
(Scale 

up)

등대도시후속

도시
GCTC

인터넷플러스

전략 연계

글로벌 민간 및

대학 협력

규제샌드박스,
국가전략특구,
해외 교차 실증

자료: 이재용(2018)



69

스
마
트
시
티
 관
악
 구
현
을
 위
한
 기
초
연
구

1) 유럽

(1) 추진 주체와 추진전략

◦ 유럽은 EU의 EC(European Council,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스마트시티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

◦ 2012년 7월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 (EIP-SCC: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이 출범

◦ EIP-SCC는 2013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Strategic Implementation 

Plan)｣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유럽 내 스마트시티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중

◦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 보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 에너지·ICT·인프라 및 프로세스 통합을 추진 중

◦ 추진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 중임

‐ 주민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정책･규제 개선, 단절된 분야 및 행정부처

간의 통합된 의사결정 프로세스 수립 (Decision)

‐ 지식 및 경험 공유, 성과 진단 지표, 개방형 데이터 구축, 전이･확산을 

위한 표준화 등을 통한 스마트시티 이해 증진 (Insight)

‐ 비즈니스 모델 확립, 공공조달·펀딩 등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Funds)

(그림 4-3) EU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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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재원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위한 재정은 EU의 연구혁신(Research & 

Innovation)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이하 ‘H2020’)의 실증사업 예산

을 활용 중

‐ 에너지, 교통, ICT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 통합 기술의 상용화, 시장 

잠재력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 중

◦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Innovation Union 및 European 

2020 주요 계획(Flagship Initiative)을 수립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우수과학 경쟁력 강화(Excellent 

Science), 산업 리더십 강화(Industrial Leadership) 및 사회적 과제 

해결(Societal Challenge) 프로그램을 운영함

◦ 스마트시티 과제는 주로 에너지 분야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

며, 특히 사회적 과제 해결(Societal Challenge) 프로그램 과제인 안전하

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에

서 EIP-SCCR&I 사업(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을 추진 중

◦ `18년 7월 기준으로 스마트시티 실증과 관련하여 12개 프로젝트에 총 

4,000억원 이상을 투자 중

‐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5) 실현

을 위한 실증 프로젝트

(3) 성과기준

◦ Horizon 2020 SCC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와 관련 ‘Urban Challenge’

라는 측정가능한 수치화된 성과기준을 명확하게 설정

‐ ex)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10만m2 규모 구역의 에너지소비량 70~90% 

감량 및 제로에너지화 달성

‐ 가정용쓰레기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해 60% 이상 대기오염 물질 감량

5) COP21 파리 조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11번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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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빙랩 활용

◦ 여러 가지 자율적인 혁신 실증방법 중 PPPP(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 공공, 민간,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 중

◦ 지식공유와 리빙랩들의 연계 및 확산을 위하여 ENoLL(Europena 

Network of Living Lab)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함

‐ 해당 지자체 정부, 글로벌 기업 적극 참여 중

◦ 유럽은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교류 중임

‐ ENoLL이 규정하는 리빙랩의 정의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위한 공공

-민간기업-시민파트너십’임

‐ 2006년 유럽 19개 리빙랩이 연합하여 시작현재는 전 세계 54개국 

700여 개 이상의 리빙랩이 연합된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대표

로 자리잡음(이재용, 2016).

○ 리빙랩 사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msterdam Smart City’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 기후변화에 중립적

인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여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중

◦ 개방형 프로세스를 통한 공공, 민간 기업, 시민 간 협력을 유도함

‐ 민관협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IT 기업, 연구소, 시민, 기업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활용 중

‐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 에너지, 교통, 공공시설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게시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자율성 보장

(그림 4-4) Amsterdam Smart City 프로젝트 안내

            자료: Amsterdam Smart C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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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유럽은 빅 데이터를 스마트시티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 거버넌

스(Open data governance)인 EU Open Data Portal을 구축·운영 중

‐ 데이터 간 상호 운용, 원활한 데이터 교환, 데이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 데이터를  스마트 시티 구축 과정에 활용 중임

◦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개방성 확보 및 인식 제고와 동시에 데이터 익명성

을 보장해주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 중

‐ 공공 데이터와 도시 데이터의 수집·저장·공유·가공·활용을 데이터 센

터 등 빅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 중이며 기존에 축적된 공공 데이터의 

접근성과 준비성을 강화 해 재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상황데이터 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

n)」(이하 ‘GDPR’)을 제정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

Ÿ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작업을 통해 보호

Ÿ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 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인정하기 때문

에 비식별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함

Ÿ 인종・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철학적 신념, 생체 정보 등 민감

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를 규정하고 개인동

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리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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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1) 추진 주체와 추진전략

◦ 싱가포르는 총리(리센룽)가 직접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프로젝트(2016~)를 주도하여 추진함

◦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개발･적용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외 대학 및 민간기업 참여,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총리 산하 ‘스마트네이션 프로그램 오피스’를 구성하여 부처 소관업무 

구분 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함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경제재개발청, 주택개발청, 교통청 등 정부기관이 

싱가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개발･확산할 수 있도록 국적, 민관구분 

상관없이 국내외 대학,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Ÿ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 싱가포르 국립대(NUS), 디자인기술대, 미

국 MIT 등 세계 최고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전문가들을 대

대적으로 유치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

Ÿ 민간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 싱가포르 통신기업 싱텔(Singtel)과 미국 

IBM,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 다쏘 시스템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그림 4-5)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 체계

자료: 이재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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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으로 실제 실행 가능하고 시민 체감도

가 높은 분야의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Smart Nation Project)에서 주거, 건강, 교

통, 리빙랩,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현 중

‐ 주거 분야 : 에너지, 물, 쓰레리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홈 개발

‐ 건강 분야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복지 서비스 시행 중

Ÿ 노약자 대상으로 각 종 센서를 활용하여 활동, 건강 모니터링

‐ 교통분야 : 싱가포르 교통청이 발표한 「스마트모빌리티 2030」를 바탕

으로 ITS 체계 구축, 가변노선 대중교통시스템(버스), 스마트파킹 등의 

솔루션과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험 실시 중

‐ 리빙랩 분야 :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실증하고 첨단 

솔루션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도모

‐ 데이터 분야 : 오픈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공유･활

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와 투명

성을 제고함

Ÿ 보안과 활용, 독립과 연계 등 이율배반적인 가치를 동시에 실현  

(이재용 외, 2016b)

(그림 4-6)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

스마트 홈(주거) ITS 체계(교통) 자율주행차량(교통)

(2) 투자 재원

◦ 총리실이 주축이 되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

◦ 스마트네이션 예산은 2016년도 2,800만 싱가포르달러(약 400억 억 원)

◦ 2017년도 2억 1,600만 싱가포르달러(약 3,000억 원)로 7.7배 증액

◦ 기술 분야 전체예산 대비 비중에서도 1%(’16)에서 9%(’17)로 9배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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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기준

◦ 5가지 종류의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2017년부터 실시한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Strategic National Projects)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함

① 국가 디지털 ID 프레임워크(National Digital Identity)

② 전자결제(E-Payments)

③ 스마트네이션 센서 플랫폼(Smart Nation Sensor Platform)

④ 스마트 도시 이동성(Smart Urban Mobility)

⑤ 맞춤형 정부서비스 패키지 제공(Moments of Life)

◦ 성과평가를 통해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파악

(그림 4-7) 싱가포르 Smart Nation 프로젝트 마일스톤

자료: Smart Nation Singapore 홈페이지

(4) 리빙랩 활용

◦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실증은 리빙랩(Living Laboratory)을 적극 활용

◦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이 중심이 되어 IBM, MIT 등과 협력관계 유

지 및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추진

◦ 대학 캠퍼스를 작은 도시 형태의 리빙랩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솔루션

들을 캠퍼스 내에서 실증 중

◦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도 활발

◦ VR을 활용하는 지하공간 인프라 관리, 캠퍼스 내 WiFi를 활용한 유동

인구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스마트시티 실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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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립대학 리빙랩 사례

◦ 미래도시연구실(Future Cities Laboratory)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기술,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 모여 현재 12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Big Data - Katja KNECHT

Ÿ 시민 디자인 과학(Citizen Design Science)의 접근 방향으로 빅 

데이터를 파라메터화해 도시설계에 활용 시도

Ÿ 블록 크기, 토지 이용, 건물 높이, 도로 너비, 도로 수 등을 수치화 

해 다양한 선택지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 진행 중

‐ Digital Underground – Rob VAN SON

Ÿ 싱가포르의 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도 높이기, 간척 사업, 

지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 중

Ÿ 공동구(Common Service Tunel)을 활용해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인프라를 한데 설치 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

‐ Engaging Mobility - Dr.Pieter J.FOURIE

Ÿ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 문제의 경우 정부가 전담해 제공하는 방식

에는 재정상으로나 수요예측에 한계가 있고 현재 사업체에 의존한 

모델의 경우에 개별 사용자 수요에 대응 할 수 없는 문제점 발견

Ÿ 교통 사업체를 통한 교통 제공 모델과 사용자 수요에 맞춘 교통 모

델 두가리 양립 방향에 대한 연구 진행 중

(그림 4-8)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빙랩

빅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설계 지하 디지털지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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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계적 홍보를 통한 스마트시티 지지기반 강화

◦ 싱가포르는 국가핵심사업인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시민

들에게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관 운영 중

◦ Singapore City Gallery(도시계획)

‐ 싱가포르 도시개발청(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이 운영하는 도시 관련 홍보·전시관

‐ 싱가포르의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이며 체계

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URA의 큰 목표 중 하나이며 스마트 네이

션 달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도시 계획, 비전 등을 소개

‐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

의 도시계획과 건축,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제고는 필수적이며, City 

Gallery가 그 역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Ÿ 각종 시나리오 게임, 체험부스, 전시모형 등을 통해 관람객들은 도

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음

◦ Livingspace(미래 주거 소개)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Singapore Housing & Development Board)

이 운영하는 홍보관으로 싱가포르 Smart nation 5대 목표 중 하나인 

삶의 순간(Moment of Life)을 달성하기 위한 싱가포르 주택개발 계

획, 스마트주거서비스, 미래 주거 비전 등을 전시하고 있음

Ÿ Smart Enabled Home, Elderly Monitoring System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스마트서비스를 실증·확산하는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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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lity Gallery(미래 교통수단, 교통관련 스마트서비스)

‐ 싱가포르 지상 교통청(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의 교

통 계획, 비전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

‐ 싱가포르 Smart Nation 5대 목표 중 하나인 스마트 도시 이동성

(Smart Urban Mobility) 구현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시나리

오게임, VR 체험부스 등을 활용해 소개하고 있음

‐ 특히 교통 관련 중·장기계획인 Land Transport Mastre Plan 2040

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교통 계획, 45분 생활권을 

표방하면서 그 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스마트 도로, 핸즈프리 개찰구 

등 스마트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

(그림 4-9)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관련 홍보관

Singapore City Gallery Mobillity Gallery Livingspace

싱가포르 도시 모델 스마트횡단보도 체험 주거 서비스 소개

도시계획 게임 핸즈프리 개찰구 체험 주거단지 건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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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인 Virtual Singapore을 구축함

◦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을 통한 ‘현상 진단-문제 분석-과학적 해결방

안 모색-효과성 증진’을 지원하는 통합 도시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 지원

‐ 국가 전체를 신기술·R&D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여 모든 장소에 센서·

카메라 설치, 교통·환경·기후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공유

‐ 버추얼 싱가포르 운영을 위해 건축허가 시 건설사·건축가에게 BIM 모

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실시

◦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은 Digital Planning Lab을 설치 해 모든 데이터들

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 중

‐ 건축도면, 인프라 도면뿐만 아니라 인구 변화, 시민 건강 상태 등 도시

에 관련된 데이터라면 모두 수집하여 디지털 자료로 가공함

‐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Design Tool) 사용 중

Ÿ ePlanner : 도시 개발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서로 공유하고 최종안 결정까지 가능

Ÿ GEMMA : 지역의 특성 파악에 용이한 플랫폼이며 인프라, 설비 등 

분야 실무자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활용하고 있음

Ÿ Urban System Dashboard :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한 도시정보 

시스템으로 도시계획, 관련 법규 등을 찾아볼 수 있음

(그림 4-9) Virtual Singapore

    자료: 박건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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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1) 추진 주체와 추진전략

◦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일본 신성장전략(2010~2020)｣ 및 내각관방의 ｢미

래투자전략 2017｣에 스마트시티를 포함하여 추진 중

◦ ｢일본 신성장전략(2010~2020)｣
‐ 환경･에너지 대국을 목표로 에너지･환경 분야에 집중

‐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 ｢미래투자전략 2017｣
‐ Society 5.0(제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국가 전략)

(2) 투자 재원

◦ 일본 스마트시티 관련 재정은 전략과 사업별로 기준이 상이함

◦ ｢일본 신성장전략(2010~2020)｣ 스마트시티 관련 재정은 중앙정부가 지

원･실증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커뮤니티 구축 사업비의 일정금액(비율) 보조

◦ ‘스마트커뮤니티 관련 시스템 개발사업’(2009)의 경우는 정액을 보조(11

억 엔, 약 110억 원)

◦ ‘新에너지 설비 도입 촉진사업’(2009)의 경우 지자체 대상으로는 도입비

용의 1/2, 민간업체 대상으로는 1/3의 사업비를 지원

(3) 성과기준

◦ 일본 스마트시티 성과기준은 전략과 사업별로 기준이 상이함

◦ 커뮤니티 단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성

과목표보다는 중기적인 성과목표(실증 및 실행)를 설정함

◦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스마트커뮤니티 구축)｣(2010)의 경

우 2020년(사업 10년 경과)까지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운

용절차 확립, 에너지정보 통신 네크워크 기술 확립의 두 가지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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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빙랩 활용

◦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스마트커뮤니티 구축)｣(2010)을 토

대로 자국 내 실증도시 확산과 해외 스마트커뮤니티 실증사업을 수출 중

‐ 요코하마시, 도요타시, 교토･오사카･나고야 학연도시, 기타큐슈시 4곳

에서 실증을 시작해 일본 내 9개 지역 및 대학으로 확산(’14.4월 기준)

‐ 일본 내 실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해외 20개 국가에서 스마트커뮤니티 실증사업들을 추진 중

(5)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특정지역을 국가 주도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

고 경제활동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로 지정(2013)

‐ 현재 12개 지역에 총 10개 지정 중

‐ 범위와 성격에 따라 ‘광역특구’, ‘혁신적사업제휴특구’, ‘지방창생특구’로 분류

Ÿ 도쿄권, 간사이권, 오키나와현 중심의 광역특구 : 국제적인 비즈니

스･혁신 거점을 목표로 도시재생,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중

Ÿ 나가타현 니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중심의 

혁신적사업제휴특구 :  농업, 창업지원 추진 

Ÿ 치바시, 키타규슈시, 이마바리시 등이 포함되는 지방창생특구 : 의

료, 창업, 교육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초점

◦ 이후 국가전략특구법 개정(’17.3월)을 통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창설

‐ 자율주행차와 드론 2개 분야에 우선적용 중

◦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위해 수상 직속기구인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내에 ｢
근미래기술 실증 원스톱센터｣(가칭)를 설치해 민간사업자의 실증실험 지원

◦ 규제샌드박스의 사례로 도쿄권 국가전략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

행원스톱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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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시사점

◦ 해외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각 국가별로 리빙랩 

운영,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 수단을 도입 중

1) 명확한 목표 수립과 성과분석체계 구축

◦ 사례들 모두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성과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유럽의 스마트시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교통 분야에 

주목하여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에너지 소비 

감량 정도와 같은 측정 가능한 수치화된 성과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함

‐ 싱가포르의 경우 분야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

이며 각 분야의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추진 경과를 분석

‐ 일본은 환경과 에너지 관련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커뮤니티 단

위의 스마트그리드 성과분석을 위해 중기적인 성과목표를 설정

◦ 스마트시티 관악의 명확한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분석체계

를 구축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2) 리빙랩과 협력체계 중심의 스마트시티 추진

◦ 유럽의 경우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

었으며 현재는 축적된 솔루션들을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의 ‘Amsterdam Smart City’는 오픈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이 도시 곳곳을 배경으로 실증되고 있으며 솔루션이 

성공적일 경우 도시 전체로 확산

‐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솔루션 

과정을 공개해 민간기업, 공공기업, 시민들이 자유롭게 협력함

‐ 또한 유럽 ENoLL(리빙랩 네트워크)을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해 스마트 솔루션이 암스테르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

로 확산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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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국가 기관인 Smart Nation Office를 중심으로 협력체계

가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리빙랩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솔루션들을 실증하고 있음

‐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관악구 도시문제를 서울대학

교 캠퍼스를 리빙랩으로 활용하여 실증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실증 중임

‐ 대지의 용적률, 건폐율, 사선제한 등에 따라 최적의 건물 형태를 결정

하는 데이터로 활용하며 재해 시뮬레이션, 에너지 관리 도구로도 활용 

3) 홍보관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비전 공유

◦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 참여 기관 별로 다양한 홍보관을 운영 중

‐ 국가핵심사업인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의 비전과 싱가포르 미래상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관·주제별로 홍보관 운영 중

Ÿ Singapore City Gallery는 싱가포르 도시계획과 역사, 스마트시

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음

Ÿ Mobillity Gallery는 싱가포르 교통청이 운영하는 홍보관으로 미

래 교통수단, 교통관련 스마트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음

Ÿ Livingspace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운영하는 홍보관으로 미래 

주거와 주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소개함

◦ 관악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목표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홍보 공간이 필요함

‐ 국가핵심사업인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의 비전과 싱가포르 미래상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관·주제별로 홍보관 운영 중

4) 다양한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해 다양한 범위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

입 중이며 전담기구를 설치 해 민간 사업자의 실증실험을 지원하고 있음

‐ 관악구의 경우 낙성밴처밸리 지역을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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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유럽은 빅 데이터를 스마트시티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 거버넌

스(Open data governance)인 EU Open Data Portal을 구축·운영 중

‐ 데이터 간 상호 운용, 원활한 데이터 교환, 데이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 데이터를  스마트 시티 구축 과정에 활용 중임

◦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개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서, 사진, 영상 자료 비

식별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익명성을 보장(GDPR)하고 있음

◦ 도시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스마트시티의 토대이기 때문에 민·관이 공

동 생산 활용하는 빅데이터 공유 환경을 구축하고 민·관이 고품질 데이터

를 함께 만들고 활용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또한 국제표준(GDPR)을 홍보·준수하여 데이터 비식별화를 추진해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개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05

스마트시티 관악의 비전과 과제

1_비전과 전략

2_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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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스마트시티 관악의 비전과 과제

1_비전과 전략

1) 스마트시티 관악의 비전 : ‘함께 만들고 누리는 더불어 스마트시티 관악’

◦ 혁신, 포용, 협치 행정 민선7기 관악구의 가치를 담아 스마트시티 관악의 

비전으로 ‘함께 만들고 누리는 더불어 스마트시티 관악’ 설정

2) 3대 전략

(1) 추진기반 및 역량 강화

◦ 추진조직 개편(팀→과),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추진

기반 강화

◦ 직원, 주민, 민간 기업 등 참여주체 대상 스마트시티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

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시티 추진 지지기반 강화

(2) 민·관·학 스마트협치사업 추진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실증사업 등 기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

간 기업, 대학교,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스마트시티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

(3) 주민체감형 스마트사업 추진

◦ 기추진 중인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스마트 안전조명 사업 

등을 비롯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 분야의 신규 스마트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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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함께 만들고 누리는 더불어 스마트시티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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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추진과제 

1) 추진기반 및 역량 강화

(1) 추진기반 강화 과제

① 스마트도시 전담부서 개편

◦ 2020년 1월부터 효과적인 관악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현 스마트도시

팀을 스마트정보과로 확대 개편·운영

‐ 현재 스마트도시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마트시티 기획·추진, 전산, 통신 및 스마트관제센터 등 분야별로 전

문성과 기획·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 필요

‐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팀과 스마트시

티 관련 전문 직렬(통신, 전산 등) 충원이 필요함

②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 2020년 하반기까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

Ÿ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규정

Ÿ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Ÿ 스마트도시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Ÿ 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 지원 등

(그림 5-2)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절차(안)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제정계획 수립 ▶

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안) 의회상정 
및 심의 ▶

조례 공포·시행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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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1/4분기 예정) 응모

◦ `20년 1/4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

업’에 응모(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곳에 

보급 예정)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로 12억원(국비 6억원) 필요

‐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관제센터·

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

Ÿ 지자체와 112·119·재난망 등을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Ÿ 5대 연계서비스

①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 ② 112 긴급출동 지원 

③ 119 긴급출동 지원 / ④ 재난안전상황 지원 

⑤ 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노인) 지원

(표 5-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5대 연계서비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효율을 극대화한 것

자료 : 국토교통부(2019),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 직원역량 강화

① 스마트시티 교육을 통해 직원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도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

해 스마트도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제안

‐ 교육회수 : 연 3회

‐ 교육예산 : 총 3,000천원*

* 2019년도 스마트시티 직원교육 비용 기준으로 책정함

‐ 교육내용(전 직원 대상)

Ÿ 국·내외 스마트도시 사례와 응용사례를 통해 행정서비스 적용방안 모색

Ÿ 또한 주민, 민간 기업 등의 참여도 권장해 스마트시티 참여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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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 부서담당자 대상)

Ÿ 소규모 워크숍 형태로 보다 전문적인 강연 제안

②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홍보를 통해 지지기반 강화

◦ 반기별로 관악구 공식블로그, SNS 페이지를 활용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관악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홍보

‐ 전급성이 좋고 전파력이 빠른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관악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 신규 스마트도시 서비스 안내, 관악형 리빙랩 등을 홍보

◦ 관악소리 연 1회 기획보도

‐ 관악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 신규 스마트도시 서비스 안내, 관악형 

리빙랩 등 기획보도 제안

◦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제안(`20년 6회)

‐ 관악HCN, 관악저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관악구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보도

Ÿ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 리빙랩 운영, IoT 관리시스템 도입 등 사업

이 진행될 때마다 보도

◦ 갤러리관악 스마트시티 서비스 체험전 개최(연 1회)

‐ 갤러리관악에 VR과 홍보영상, 모형, 간단한 게임 등을 설치해 스마트

시티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

◦ 낙성대(강감찬)역에 스마트시티 관악 홍보관 설치·운영(중·장기 계획)

‐ 낙성대(강감찬)역에 스마트시티 홍보관을 설치하여 관악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들을 소개하고 VR과 홍보영상, 모형, 간단한 게임 등을 활

용해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스마트기술 홍보

◦ 낙성벤처밸리 스마트시티 관악 홍보관 설치·운영(중·장기 계획)

(그림 5-3) 싱가포르 City Gallery 홍보방법

게임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홍보

AR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시

영상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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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학 스마트협치사업 추진

◦ 기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앙정부, 서울시 신규 공모사업 적극 응모

(1)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실증사업 (기존)

◦ 국토부 등 다부처 주관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공모

사업으로, 서강대 ICT융합재난안전연구소, ㈜블루카이트 등과 협약을 맺

고 침수, 범죄, 교통사고 등 도시재난 위험상황 예·경보시스템 파일럿 테

스트를 진행 중

‐ `19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

‐ 연차별 실증사업 계획은 (그림 5-3)과 같음

(그림 5-4)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실증사업 연차별 계획

침수 예·경보
▶

범죄, 사고, 가스 등 
예·경보 ▶

화재, 범죄, 이면도로 
교통사고 등 예·경보

1차년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

◦ 협약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 생태계 조성

(2)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응모 (신규)

◦ 민간기업, 지자체 소재 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도시문

제를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시민 수요를 반영한 솔루션 발굴

‐ 현재 6곳이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맞춤형 솔루션 실증 중

Ÿ 광주광역시(데이터 플랫폼), 부천시(e-모빌리티), 수원시(디지털 트

윈), 창원시(산업단지 연계), 대전광역시(주차공유), 인천광역시(수

요응답형 교통시스템)

‐ 2020년부터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이 통

합되어 특화도시(大) – 특화단지(中) – 특화 솔루션(小)로 개편 예정

Ÿ 관악구는 2019년도 스마트 챌린지사업 선정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

(교통), 대전광역시(주차공유), 부천시(e-모빌리티)를 벤치마킹하여 

챌린지 사업 공모 제안

Ÿ 주차난이 심각한 시장 지역을 특정하여 챌린지 공모사업 응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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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형 리빙랩(Living Lab) 운영 (신규)

◦ 2020년 하반기까지 주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관악형 리빙랩(Living 

Lab) 구축을 제안

‐ 2020년 상반기에 관악형 리빙랩(Living Lab)을 주민, 민간 기업에 소

개하고 홍보하여 주민참여단 구성

‐ 구성된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그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해결방안 모색

Ÿ 주민참여단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지역현안에 맞

는 사업을 검토·추진

Ÿ 지역현안과 사업특성에 맞는 전문가와 매칭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그림 5-5) 관악형 리빙랩 운영(안)

관악형 리빙랩
홍보 및 참여단 

구성 ▶
지역현안 발굴

▶
실증사업 추진

▶

주민맞춤형 
정책시행

`20년 3월 `20년 4월 `20년 6~7월 `21년 1월

(4)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신규)

◦ 주민들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요와 구정운영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을 2020

년 상반기로 제안함

‐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획득이 예

상되며, 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실증하는 리빙랩 사업으로 연계 추진

‐ 주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전을 홍보하고 우수 공모작을 시상할 수 있

는 예산확보가 필요함

Ÿ 공모전 예산 = 4,200,000 (관악구에서 시행한 다른 공모전 산출기준 참고)

Ÿ 홍보물(포스터) = 21개동 × 100개 × 2,000 = 400천원

Ÿ 현수막 = 150,000 × 2식 = 300천원

Ÿ 심사위윈수당 = 100,000 × 4인 = 400천원

Ÿ 보상금 = 최우수 100,000 + 우수 500,000 × 2

         + 장려 300,000 × 4 = 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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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체감형 스마트사업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조명 사업,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 분야의 스마트사업 적극 추진

(1) 스마트 안전조명 사업 (기존)

◦ 스마트 안전조명을 설치하여 생활안전 취약대상의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

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19년도 스마트 안전조명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이 도출되었음

‐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긴

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Ÿ `19년도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기관과 스마트 안전

조명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발견됨

Ÿ `20년도 상반기에 스마트 안전조명 운영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

고 관련부서·기관 협력체계 구축

‐ 여성안심사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 제고

(2)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기존)

◦ 독거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IoT센서를 부착하여 어르신의 안전 및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청소년과와 협력하여 기존 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는 100개 추가설치

‐ 사업 예산으로 38,000천원 소요 예상(2019년 사업계획서 기준)

(표 5-2)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계획

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연도별(안) 39 48 100 100 100

누 계 39 87 187 287 387

자료 : 관악구(2019)



95

스
마
트
시
티
 관
악
 구
현
을
 위
한
 기
초
연
구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IoT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여 장애인 운전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 등록 장애인 수가 서울시 자치구 4위(7,567명, `19년 기준)이고 장애

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민원 및 단속건수가 최근 증가추세(`16년 대비 

`18년 59%증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IoT 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양천구가 주차구역 IoT 관리시스템을 구축

‐ 양천구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예산을 산출한 결과 약 15,000천원의 예

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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