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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City 사업은 도시개발 로세서와 IT 사업 로세서가 결합된 구축 로세서로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u-City 

계획  설계 내역이 반 되어야 효율 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비용 감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개발 로세

서와 u-City 사업 로세서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주요업무를 설정하여 제시하 으며, 특히 도시개발 

로세서 와 연계한 u-City 사업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한 단계별 핵심 업무  USP(u-City Strategic Planning)수립 방

안들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u-City business is IT projects and City development processor which be coupled to the city development in the 

planning stages. and u-City planning and design reflecting at that stages can be built efficiently, and cost savings can 

be. This paper study on  how to link between City construction processor and u-City business processor, especially 

u-City business for success, the key step of the USP (u -City Strategic Planning)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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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역량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반에 걸쳐 지능

으로 통합하고 최 화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패러

다임이 u-City 이다.

u-City 사업은 도시개발 로세서와 IT 사업 로

세서가 결합된 구축 로세서로 도시개발 계획 단계

에서 u-City 계획  설계 내역이 반 되어야 효율

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비용 감을 할 수 있다. 한 

u-City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정보시스템 업무가 

복합되어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이에 한 USP 단계, 

실시 설계  구축 사업으로 이루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도시개발 로세서와 u-City 사업 로

세서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주요업무를 

설정하여 제시하 으며, 특히 도시개발 로세서 내에

서 u-City 사업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한 단계별 핵

심 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u-City 개요

2-1. u-City 정의

 u-City란 유비쿼터스 건설 등에 한 법률 제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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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편리한 도시 u-교통/물류/행정/교육/일 등

건강한 도시 u-보건/복지(병원,응 구조..) 등

안 한 도시 u-방범/화재/시설 리 등

쾌 한 도시 u-환경/주거 등

사업

지구

(시행자)

사업

기간
사업(서비스)내용

화성

동탄

(토공)

‘05～’07

‘08.~’08.9(

2차)

-도시통합정보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5개서비스(1차) : 방범CCTV, 교통정

보, 교통신호실시간제어, 상수도 수

리, 동탄포탈

-7개서비스(2차) : 미디어보드 외

용인

흥덕

(토공)

‘04.11～

’09.11

-공공정보통신망 구축 

-7개 서비스 : 방범CCTV, 교통정보, 

상수도정보화, 포탈 하수도모니터링, 원

격검침, 정거장미디어보드 

주

운정

(주공)

‘05.5～

’11.02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 공공서비스 

구 을 한 자가망(  인 라), 

WiBro 등의 민간유무선 인 라 구축

-Total Life-Care, 스마트 교통, 사회

복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서비스, U-

환경 등 48개 서비스 제공

은평

뉴타운

(SH)

‘08.06~

’11.03

-도시통합운 센터, 자가통신망 구축

-지능형방범, CCTV, U-수호천사, U-

놀이터, U-GREEN, 미디어보드, 첨단복

합가로등, 유무선포탈 등

성남

교

(토공)

‘07.4～

’10.1

-종합상황실, 공공정보통신망 구축 

-13개 서비스 : 기상, 기․수질, 상

수도, 상감시(CCTV), 교통신호제어

항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하여 유

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

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

서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이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

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을 말하

며,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은  동법률 제2조 2항  

3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정보화 진기본법」제2조제5호의 고속정보통신

망, 같은 조 제5호의2의 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한 유비쿼

터스도시 통합운 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리·운 에 한 시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2].

2-2. u-City 서비스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는 유비쿼터스 건설 등에 

한 법률 제2조2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

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는 이를 서로 연계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

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u-City 서비스는 유·무

선 서비스와 첨단 인텔리 트 건물과 지능형 도로 등

의 건축 인 라, 홈네트워킹, 건물 리 시스템 등의 

솔루션 과 콘텐츠가 결합되어 구  된다. 이 모든 서

비스들을 동시에 구 하기는 어렵고,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 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u-City의 개념으로 분류한 표 인 u-City 서비스 

유형들은 표 1과 같다[2].

표 1. u-City 서비스
Table 1 u-City Services

2-3. 국내 u-City 추진 황

국내 u-City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u-City로의 발 을 한 사업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

서 단순한 IT 산업 유치와 기타 연계산업의 효율 상

승의 차원을 넘어 실제 u-City 서비스를 구 하기 

한 신도시 개발  기존 도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

다. 2008년12월 기 으로 39개 지자체 52개 지구에서 

u-City 사업을 건설 혹은 추진 에 있다. 2009년 들

어서는 국토해양부가 60억원을 투입하는 u-시범도시

(부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 마포 등 3곳 선정)을 

비롯하여 행정안 부가 총 100억원을 투입해 u-City 

구축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과제 9개 등 지자체의 

u-City 붐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표 2. 국내 u-City 추진 
Table 2 u-City  business in Korea



도시건설사업과 u-City 사업 로세스

 289

기반기술 기술내용

RFID

RFID 태그  리더를 활용하여 물품의 정보 

혹은 다른 정보를 무선 주 수로 송.수신  

처리하는 비 식 시스템

USN

사물에 부착된 센서 노드로부터 필요한 정보

를 수신 받아 이를 생활에 활용하는 유비쿼터

스 센서 네트워크

Sensor
다양한 환경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에 

한 정보를 얻게 되는 감지기

IPv6

기존 32비트 IPv4의 주소체계가  

부족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한 128비트 

주소체계

BcN
통신.방송.인터넷 등이 융합된 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

Wibro
언제 어디에서든지 높은 송속도로 무선 

인터넷 속이 가능한 서비스

WCDMA
동 상, 음성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함께 제공할 

수 있는 3세  이동통신

FTTH

각 가정까지 이블을 연결하여 회선당 

100Mbps의 역폭을 보장하고 이로써 방송, 

인터넷, 화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가입자 망 

CCTV
곳곳에 설치된 페쇄회로 화면으로 방문자 

학인, 보안, 감시 등으로 활용

DMB

차세  디지털 방송기술을 이용하여 이동 

에도 TV, 라디오 등을 끊김 없이 수신 

가능한 서비스

WLAN
근거리에서 통신 시 , 외선 송방식을 

이용하는 통신망

ZigBee

가정내 혹은 사무실 드의 1~ 20m 내외의 

근리 무선통신에서 주목 받는 유비쿼터스 

컴퓨 을 한 기술

Bluetooth
휴 용 기기 장치간의 양방향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암호화기술
네트워크상의 통신 내용을 일정 기 의 

암호로 바꾸는 기술

Embedded

S/W

다양한 컴퓨  기기들을 제어하고 운 할 수 

있게 하는 소 트웨어  랫폼

미들웨어
분산컴퓨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간의 

서버, 클라이언트들의 연결을 도와주는 S/W

그리드 

컴퓨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 

계산능력을 극 화한 디지털 신경망 서비스

연계기술  기술 내용

홈네트워크
가정에 있는 모든 가 제품을 유.무선 네트워

크에 연결하여 제어. 리하는 체계

ITS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

하는 차세  교통체계

GPS
인공 성을 이용하여 치를 나타내 주는 기

술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공간상의 치를 도형  

속성자료로 통합 연결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RS

물체에 직  하지 않고 항공기 혹은 인

공 성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탐지하는 

기술

서비스, 교통 약자지원, 재난재해 방, 

원격교육 등

행복

도시

(토공)

‘08.03~ 

’30.12

-종합정보센터, 공공정보통신망 구축 

-49개서비스 : 교통서비스 (실시간신

호제어, 교통정보제공, 버스정보시스템 

등), 방범서비스(CCTV), U-환경, 시

설물 리 등(구상)

송도

(인천)

‘08～’13

‘14～’20

  (2차)

-도시통합운 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u-교통, u-방범·방재, u-시설물 리, 

u-환경, u-민원행정 등

2-4. u-City 서비스 기반기술

가. u-City 기반기술

 재 추진하고 있는 u-City의 서비스들은 다양한 유

비쿼터스 기반의 기술들의 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언제 어디에서나 u-City의 인 라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 가용성을 증 시키려면 유비쿼터스 기술인 

u-IT 기술을 지역 곳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 으

로 잘 알려진 RFID나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USN)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

게 되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

게 제공되며, 통합 인 개념의 네트워크인 역(BcN)

을 활용하여 통신ㆍ방송  인터넷 등이 융합된 서비스

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된다. 표 3은 u-City의 

기반 기술들에 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3].

표 3 u-City의 기반 기술[4]
Table 3 u-City Infra technologies 

나. u-City 연계기술

 u-City 기반 서비스 기술을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구 하는 연계기술들은 표 4에 나타내고 있다[3].

표 4. u-City의 연계기술[4] 
Table 4 Related Technologies of c-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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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이동  자신의 치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정

보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기술

도시통합

제기술

u-City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시정보를 수

신하고 통합 분석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는 기술

구분
IT분야 주요 업무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USP단계
사업의 목 , 서비스의 정의, 사업범 , 사업성 
분석 등의 u-City 구축 마스터 랜 수립

실시설계

장조사 서비스 운 개념 정립

시설물 설계  도면
화

u-서비스 개념  시나
리오 개발

산편성 산편성

구축사업

장  센터 시설물
의 제작 설치 시공, 
테스트 실시

정보시스템 개발
(분석, 설계, 구 , 테스
트)

서비스별 구축  감리

Ⅲ. u-City 사업 로세서

3.1 도시개발과 u-City 사업 계

 u-City 사업은 건설측면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일

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u-City 사업의 각 단계와 

건설사업의 단계간 연계 계는 다음과 같다. 즉, 도시

개발 사업 로세서는 크게 계획수립, 실시계획 수립 

 시공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도시개발의 업무

는 표 5에 나타내었다. u-City 사업은 USP, 실시설계 

 구축사업으로 수행되며 이들 단계는 도시개발 계

획 기부터 같이 반 이 되어야 한다[5].

표 5. 도시개발사업과 u-City 사업 로세스
Table 5 Processor of City construction and u-City 

business

도시개발

사업단계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수립 시공

도시개발 

주요 업무

. 정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

. 계기 의

.계획조정  

확정

.실시계획 수립

.지구단 계획수립

. 계기  의

.실시계획 승인

.지구별 실시 설계

.택지분양

.기반시설 공

사

.추택건축

.상업시설  

공공건축

u-City   

사업
USP 실시설계 구축사업

3.2 u-City 사업의 IT

u-City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정보시스템 업무가 

복합되어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이에 한 USP 단계, 

실시 설계  구축 사업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주요 업무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u-City사업에서 IT분야 단계별 주요업무
Table 6 Major Works of IT for u-City

3.3 u-City 사업에서 USP 

USP는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수립 기업무와 연 이 있으며, 실시설계는 실시계획 

수립과, 구축사업은 시공과 연 되어 있으며 상호 

한 계에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

개발 사업은 보통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고, 

u-City 구축사업의 단계사업은 구축사업을 제외하고 

보통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각 사업

간 시간 차이를 이기 한 사업 리 측면의 기법이 

필요하다.

u-City 사업을 성공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사업

기의 USP 수립이 정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USP의 

수립의 목 , 오류 요소들 , USP 수립의 어려움 과 

최종 USP 수립 방안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3.1 USP의 목

 일반 으로 u-City 사업을 수행하는 USP의 목

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

도시의 방향과 디지털기술의 방향을 통합

도시 리를 한 반 인 u- 략을 정의

u-City 구  로젝트가 도시의 장기 비 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법을 제공

도시의 목표에 일치하는 로젝트를 식별하고, 

우선순 를 부여

다양한 조직  활동 단 에 의해 디지털 미디

어가 공유가 가능토록 도와 

통합된 디지털 체계를 한 임웍을 제공

장기 인 에서 도시의 생산성 향상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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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감.

3.3.2 USP 수립시 오류 요소들

USP 수립 시 오류 요소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을 

참고로 수립되어야 오류를 일 수 있다.

환상에 빠진 사업 모델 선정  =>  엉성한 비즈

니스 모델 구성

투자 비 수익성이 없다.  => 생산성을 통한 

수익모델 요

신기술에 한 시장을 만드는 일이 발생

컨설  업체의 이익에 따라 략이 좌우 된다.  

(KT : 인 라 강조, SKT : 모바일 강조, 삼성물산 

: 건설부각,  토지공사 : 단지의 선 효과,  자업

체 : Device 매)

해외 선진사례에 한 환상  =>  선진국에도 

아무것이 없음

문가의 편 한  => 단순한 해외사례 몇 

개를 나열 

기술 표 화에 한 미비

정부 차원의 략 부재

 3.3.3 USP 수립의 어려운

USP 수립시 발생되는 어려운 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조사 되었다

은 산

많은 인력 요구 => 미숙한 컨설턴트 투입

일반 인 ISP의 범 를 포함

많은 면담 부서  면담을 회피하는 부서

잦은 보고회 (착수보고, 1차 간보고, 2차 간

보고, 1차공청회, 2차공청회, 최종 보고)

간 산출물의 검토 지연

방법론 용의 어려움, 간 요구사항 변경

  3.3.4 USP 수립방법

도시개발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악하고 

향을 분석하는 환경분석 단계,  u-City 서비스 도출

을 해 시행사가 구상하는 비 을 구체화하여 도시

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명확화 하는 비  수립단계, 

도시 비 을 달성하기 해 요구되는 기반/특화 서

비스 역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서비스 목록을 도

출하고 서비스 규모, 요구사항, 험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반 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개발 상 서비스

를 설정하는 모델 개발 단계,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

고,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한 후, 변경사항 반 , 계획

을 확정하는 모델 설계 단계를 거처 이행 계획 단계

로 수립하여야 한다.

표 7.  USP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Table 7 Major works of USP Phases

단계  주요업무

환경분석

선진 도시설계 concept

3C분석(지자체,기업/시민,경쟁도시)

경제,사회,문화,법/제도,기술 분석

유비쿼터스 련 IT Trend

사례 분석 

SWOT 분석

비 수립

정의,미션,비

략 시나리오

Goal,Objective

략과제 도출

u-City 통합 이미지

모델개발

사업과제 도출

비지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

로세스 모델 (행정, 산업, 도시기반, 생

활)

수익(경제성) 모델

모델설계

네트웍 인 라 개발

어 리 이션 개발

디바이스 정의

서버/운용센터 정의

IS 조직 정의

기술 통합 이미지

IT 표 화

이행계획

수요분석

사업추진 Road Map

로젝트 정의

일정, 산, 자원 계획

투자비 조달 방안

운 계획(운 주체  운 모델)

법.제도 검토

조직변화 리 방안

시범사업 정의 

 간 단계인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

무는 선행된 USP 결과물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

획 수립내용을 감안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후속되는 

u-City 구축 사업에서 실시설계 단계 산출물을 통하

여 구축업무가 무리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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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u-City 사업은 도시개발 로세서와 IT 사업 로

세서가 결합된 구축 로세서로 도시개발 계획 단계

에서 u-City 계획  설계 내역이 반 되어야 효율

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비용 감을 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도시개발 로세서와 u-City 사업 로세서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각 단계별 주요업무를 설정

하여 제시하 다. 특히 도시개발 로세서 와 연계한 

u-City 사업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한 단계별 핵심 

업무  USP(u-City Strategic Planning)수립 방안들

에 하여 고찰하 다. u-City 사업을 진행하는 련

업체, 정부  지자체 등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성공 인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한 USP 참고사례 

분석을 통한 심층 인 연구는 다음과제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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