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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City건설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U-City를 인지하고 체감하기에

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U-City가 그 속성상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제도적 관리가 요구됨에도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개별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난개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올 3월 U-City의 계획, 건설, 운영관리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
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앞으로는 관련법률에 의해 체계적으로 U-City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런 상황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각 지자체들의 U-City
건설사업절차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BPR방법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법률에 맞춰 U-City건설사업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U-City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주요어 :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U-City,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ABSTRACT : It is a fact that we are yet to recognize and sense the U-City even though the 

business of  U-City construction has been started many years ago. One of the causes is that U-
City was thoughtlessly developed in the industry-centered environment for a tangible 
achievement, despite of need on more systematic development and organized management. 
Fortun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most part of the situation will be solved, since「laws on the 
construction of the ubiquitous city 」 for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has been 
promulgated on March, and U-City project will be systematically promoted by the related laws 
from now. Therefor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U-City by 
analyzing the previous process and problems of the U-City Construction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and reengineering U-City construction project process in accordance with new laws, 
using the BPR methodology. 

 
Keywords : Ubiquitous, Ubiquitous-City Construction Project, U-City, Laws on The 

Construction of Ubiquitous-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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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비쿼터스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부는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사업 계획 수립」(2008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을 통해 유비쿼터스도시(U-
City, Ubiquitous-City)를 미래도약을 위한 융합
형 연구개발 과제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ity는 아
직 우리가 인지하고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U-City의 범위가 
방대하고 추상적이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
해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야 함에도 
기존의 법제도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자체의 U-
City 추진절차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
률에 맞춰 프로세스를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재설계)함으로써  체
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  

현재 전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U-City건설사
업이 진행 중이며 그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
다.

 
<표 1> 각 지역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 
사업지구명 면적 

(천 m2) 
사업비 
(억원) 

총인구 
(천명) 

주택
(천호)

개발  
사업기간 개발주체 U-City 

사업단계 
예산(억원) 
(사업자) 

실시설계완료 15 
(삼성 SDS, 대우정보) 성남판교 9,294  79,688  88  29 '03~'09 경기도, 성남시, 주택

공, 토지공 구축발주 570  
화성동탄 9,037  32,475  120  40 '01~'07 토지공 구축완료 350 

(KT) 
김포양촌 

(장기지구) 11,715  92,000  168  59 '06~'12 토지공 USP/실시설계완료 16 
(KT) 

파주운정 
(1,2 지구) 9,549  87,282  125  46 '03~'09 파주시, 주택공 실시설계완료 및 구

축 중 
12 

(KT) 
수원광교 11,282  94,000  77  31 '05~'11 경기도시공,  수원시, 

용인시 
실시설계 및 구축 

중 
600 

(삼성 SDS) 
인천청라      인천시, NSC, 인천도시

개발공 USP/실시설계 중 16 
(LGCNS) 

아산 
(배방/탕정) 111  11,657  25  8 '04~'08 주택공 USP/실시설계발주

예정   
용인흥덕 65   29  9 '04~'08 토지공 구축완료 140 

(KT) 
대전서남부 185   65  23 '03~'11 토지공, 주택공, 대전도

시개발공 USP/실시설계 중 13 
(대우정보, 포스데이타)

충주기업도시 212  3,487  20  '05~'12 충주시, 포스코건설, 주
택공, 포스데이타 외 USP/실시설계완료 100 

(포스데이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SP 완료 6 

(삼성 SDS) 
세종행정중심복합도

시(세종시)      토지공 USP 완료 28 
(SKT, SKC&C) 

시화 MTV      한국수지원공 USP 완료 2 
(KT, 포스데이타) 

부산시      부산시 u-Tourpia 등 구축 46 
(KT) 

 
2.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정부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행복도시의 U-City진행단계는 실행방안 및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로 실시설계 및 구
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미래 U-City
의 상징적인 지역 중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기본
설계 용역을 통해 U-City 도시브랜드 가치 확립, 
첨단 국제교류 비즈니스 인프라 구현 등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7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 10대 서비스 영역을 선정하고 
서비스도출 방향성을 정의한 후 23개 기본서비스
와 26개 특화서비스로 구성된 도입서비스 및 15

개 잠재 서비스를 도출하여 정의하였다. 
 
2.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로 구성된 인천경
제자유구역은 2020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동북아 
중심지로 차별화된 U-City를 구상 중에 있다. 또
한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시민들의 혜택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로써 국제적 규모의 U-City를 선보인다는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세계 u-City 협의회」를 구상 
중에 있으며 셰계기구, 중앙부처, 관련 협회 및 
글로벌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실행력을 향상시키
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청사주변에 U-파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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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USN을 통한 공동구 관리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유비쿼터
스도시전략계획(USP, U-City Strategy Planning) 
수립을 완료하였다. 또한 U-City홍보체험관 건설 
및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U-City를 알리
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3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구도심 U-City의 대표적인 도시로써
부산항의 화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U-포
트와 관광정보시스템인 U-Tourpia, 부산시립의료
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U-헬스 응급의료서비
스, 교통정보시스템인 U-트래픽 등 부산전역에 
걸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의 특징은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감효과를 높였다는데 
있으나 유비쿼터스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사업이 아닌 단위사업 중심으로 진행됨으
로써 기존 정보화 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수익모델 부재 등 재원조
달의 문제에 처해있는 지금 U-City의 현실에 부
산시의 노력은 의미 있는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2.4 화성시 동탄신도시 
 

화성동탄 U-City는 2006년 5월부터 약 20개
월 동안 추진되었으며 약 300억의 사업비를 들여 
관로, 선로, 전기, BBM/BBS 등 공공정보통신망 
및 유비쿼터스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범, 교통 
등 5대 공공정보서비스 구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
여 현재 가장 빠른 U-City 모델로 운영 중에 있
다. 또한 자가망 기반으로 건설되어 향후 몇 년간
의 운영데이타 분석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
는 자가망 구축의 효율성 및 경제성 문제에 해답
을 찾는데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비쿼터스도시통합운영센터는 관제상황실, 방범상
황실 등 물리적인 통합에는 성공하였으나 실제 유
기적인 데이터 흐름을 통한 리얼서비스 창출이 보
완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BPR 
 
3.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BPR의 개념 
 

업무재설계(BPR)는 경영혁신기법의 하나로 업

무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여 경영
목표에 맞도록 조직과 업무의 전 과정을 완벽한 
형태로 최적화하여 다시 설계, 구성하는 것이다.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제거하고 여러 단
계들을 통합, 단순화시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
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절차로 계
획, 분석 실행, 정립, 이행 등 5단계로 정의하였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BPR프로젝트 실행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며 수행 구성원 
및 일정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체계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분석단계에서는 기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분석하
여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도식화한 후 문제점을 도
출한다. 또한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분
석자료에 반영한다. 세 번째 실행단계에서는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개선
안을 도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프로세스
를 설계한다. 네 번째 정립단계는 표준화된 문서
생성 및 관련시스템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인 구현
을 지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및 실행단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U-City건
설사업프로세스 정립의 기반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일반적인 BPR 추진 방법론 

 
3.2 기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프로세스 
 

현재 진행된 U-City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원칙
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기반시설 및 
U-서비스 구축방향부터 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 
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등 중요한 문제들을 현실적
인 환경에 맞춰 해결해 왔다. 그 중 공통적인 절
차들을 나열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사업의 시작은 구도심의 경우는 부산의 예처럼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신규 택
지개발지역 또는 신도시 경우는 대부분 한국토지
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을 담당하는 관련 공
공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을 주관하였다. 우선 USP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
역 발주를 통해 비전 및 추진전략 정립,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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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는 U-서비스 모델 발굴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체예산투입, 개
발사업비 활용 또는 PF(Project Financing, 프로
젝트 금융)사업을 통한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
해 사업비를 조달하였다. 이후 기본설계를 통해 
실제 구축될 U-City 모델에 대해 세분화하고 가
장 합리적인 기반시설 방식과 우선적으로 구축되
어야 할 서비스 및 유비쿼터스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
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반시설 및 U-서비스에 
대한 설계도면 및 세부명세들이 실시설계에 담기
게 된다. 
 

 
[그림 2] 기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절차 

 
3.3 전문가 요구사항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구사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U-City와 관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대상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 전문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포항공대 등 대학교수 3인, 대
전광역시 등 지자체 담당자 3인,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3인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2인, ㈜동호 등  관련업계 전문가 6인으로 총 17
인으로 구성하였다. 자유 서술식으로 진행하였으
며 주요 질문내용은 U-City건설사업 프로세스와 
관련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및 새롭게 작성되는 
업무처리지침 상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질
문이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U-City사업추진을 
위한 요구사항 및 현실적인 문제점 등 전반적인 
의견들을 수렴 분석하였다. 

 
<표 2> 전문가 인터뷰 답변 요약 

프로세스와 관련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전문가 인터뷰 답변 요약 

유사  
답변 수 

택지개발법 등 기존도시개발법과 유시티법 간의 유기적
인 운영 7(12.7%)
건설비용산정 및 분담안 제시 7(12.7%)
일반적인 건설사업프로세스와 U-City 건설사업 프로세
스 간의 일관된 절차가 필요 6(10.9%)
서비스, 기술, 기반시설등의 명확한 표준화 5(9.1%)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준 5(9.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상에서 도출되어야 할 내용 정의 5(9.1%)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확보를 위한 역할 정의 5(9.1%)
시행자 입장에서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마련 4(7.3%)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체제 3(5.5%)
U-City 인증에 대한 기준 및 혜택 정의 3(5.5%)
지자체의 책임부서에 대한 정의(부서 간 책임 회피 가
능성) 2(3.6%)
도시정보 통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 2(3.6%)
사업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정의 1(1.8%)
* 1인당 복수 답변 허용 
 

대표적인 답변으로는 일반적인 건설사업과 관련
된 프로세스 및 관련법과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안에 대한 요청과 건설비용 산
정 및 수익모델 창출 같은 재원확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기술 및 서비스 표준
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건설 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슈로 제기 되었다. 
 
3.4 유비쿼터스도시건설 관련 법률 분석 

 
정부는 올 3월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

리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는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유비쿼
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유비
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 중 하나였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처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협회도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로 통합하여 정책지원 및 표준화 개발에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시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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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허용 등을 통해  민관
합동의 자율적인 사업추진모델 조성 등 여러 가능
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꾸준히 거론
되어온 수익모델 부재에 따른 운영비 확보 문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기간임대망과의 연계 논란 등
은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도 U-City건설의 핵심이자 과거 정보화 사업과의 
차별화된 요소인 도시정보들의 수집, 가공, 전달, 
활용, 보안등에 관한 연구는 계속 되야 하며 도시
정보 통합을 통한 유기적인 U-서비스 융합을 이
루어내지 못한다면 U-City건설은 그간의 정보화 
사업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한때의 
유행어처럼 소멸되고 말 것이다. 
 
3.5 개선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프로세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앞으로 시작되는 U-City건

설사업을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유비쿼터스도
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전체의 u-City 로드맵을 
계획해야 하며 단계별 추진방안을 통해 체계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단위지구별
로 추진되는 U-City건설 절차에 대해 정립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4단계로 재설계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지구를 정의하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략, 일정, 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까
지 완료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지정된 사업시행자
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 비전에 맞는 
U-City모델을 가시화시켜 가는 과정이며 작성된 
계획서에는 사업의 명칭 및 범위, 기본방향, 시행
방법,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U-서비스 및 기술에 관한 사항과 개략설계도서
가 포함되게 된다. 시공단계에서는 실제로 U-
City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및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비쿼
터스도시서비스들이 구축되게 된다. 이 단계의 중
요한 점은 기존 건설사업 프로세스와 U-City건설
사업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공기단축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앞으로
도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유지관리단계는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서비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준하는 운영프로세스 정의가 필요
하며 설계단계에서 도출 된 수익모델에 대한 지속
적인 관리로 운영비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3] 법률 적용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절차 

 
4. 결론 
 

U-City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진행되

었던 프로젝트들을 분석해 장점을 살리고 제정된 
법률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는 것은 방대한 U-City의 미션들을 성공으로 이
끄는 지름길이다. 본 연구에서는 U-City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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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BPR기
법을 적용해 분석, 실행해 보았다. 분석단계에서
는 기존 U-City건설사업의 프로세스를 정리해 도
식화하고,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건설사
업 절차와의 유기적인 프로세스 정의,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기술 및 서비스 표준
화,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등의 요구사항들을 도
출 할 수 있었다. 실행단계에서는 분석자료를 바
탕으로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추진되는 U-City건설사업을 프로세
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모델링 하였으며 기획, 설
계, 시공, 유지관리 4단계로 재설계하였다.  

BPR과정을 통해 프로세스상의 몇 가지 이슈들
을 찾을 수 있었다.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수익모델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원활한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또한 필요한 상황이
었다. 시공단계에서는 개발사업과 U-City건설간
의 프로세스 통합이 필요했는데 이는 U-City건설
공정이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이며 이러
한 통합 공정관리는 중복공사 방지 및 공기단축에
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과 정보
통신사업의 특성 차이에 대한 각 사업자간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U-
City건설공정이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
에 공기에 대한 낙관적 시간(Optimistic Time)과 
비관적 시간(Pessimistic Time)의 적절한 추정과 
여유시간(Float)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
였다. 아직은 U-City모델이 새롭게 추가되고 변
화해가는 과정이라 완벽한 프로세스 정립에는 부
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U-City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체계적인 방법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U-City건
설을 위해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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