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시설물관리를 위한 u-서비스 모델 167

도시시설물관리를 위한 u-서비스 모델 ＊

＊＊

유성열*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도시 관심 분야 중,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도시시설물 관리 u-서

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시설물 관리 u-서비스 모델을 정의한다. 아울러, u-서비스 모델 구체화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써, 서비스 기능,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해

제시한다. 먼저 원격모니터링, 원격제어 및 조회, 상황정보제공, 현장지원, 시설물

이력관리의 다섯 가지 서비스 기능에 대해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참여자간의 수요, 공급 관계에 대해

서도 제시한다.

핵심주제어 : 서비스 모델, 시설물 관리, 유비쿼터스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

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은 유비쿼터스 도시(u-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능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유비쿼터스 건

설 추진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2,3,9]. 전용옥[10]은 u-도시를 “주

거, 산업, 문화, 행정, 환경 등에 대한 도시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도시 기획의 초기 단계부터 IT 기술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반영함으

로써, 정보화에 따른 도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

시 관리에 의한 안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 도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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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궁극적으로 u-도시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통합되고, 지능적이며, 스

스로 혁신되는 도시 건설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u-도시의 서비스 분야는 매

우 다양하여 의료, 주거, 방범/방재, 교육, 환경, 도시 시설물 등 도시 내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 중, 도시 시설물관리를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즉 시설물 관리 u-서비스 모델을 제

안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u-도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u-도시

구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있다[7,8]. 특히, 본 연구의 관심

사항인 u-도시에서의 도시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어떻게 활

용할 것인가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4,10,11,15]. 하지만 시설물 관리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어떻

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연구[4], 도시 지하의 공동구 시설물 관리를 위

해 필요한 기술 스펙을 제안한 연구[11], 또는 도시 시설물관리의 기술 발전과

정 및 전망[15] 등,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u-도시에서의 도시시설물 관리를 기술적 관점이 아닌 서비스 모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실제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

되며 도시 거주민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기술

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 네트

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시설물 관리 u-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함께, u-서비스 모델의 각

항목별 구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제안한 u-서비스 모델의 특징

과 함께 u-도시 구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선행 연구 동향

도시시설물에는 도로상에 존재하는 신호등이나 도로, 가로등과 같은 일반적인

교통시설물, 그리고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특수한 형태의 도로에 필요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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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의 시설물들이 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과 같이 특별한 교통시설은

그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교통 시설물로써, 문제 발생 시 일반 도로의 시설물

장애에 비해 시민들의 안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 교통도로는 시설물 자체의 관리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됨으로,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시설물 관리를 접근하고 있다. 또한, 전력선, 통신선로, 난방, 가스관,

송유관 등의 지하 매설물들을 수용하는 지하 공동구의 시설물들도 시민의 편리

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시설물이다. 이들 지하 시설물의 경우에는 유비

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종 센서들과 이를 구현한 기술, 유무선 통

신 기술, 그리고 GIS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지하의 누수, 누전, 도로굴착

등에 대한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 외에도 상하수도 등과 같은 도시 인

프라를 구성하는 각종 시설들이 도시 시설물 관리의 대상이 된다.

먼저, 교통시설물 중 터널의 사례를 살펴보자. 터널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도로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커져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

에 더 많은 관리 요소가 등장한다. 따라서 터널내의 화재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지, 대응, 일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감시, 터널 내 구조물의 균열 확인, 또

는 낙석 등과 같은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 제공되는

기능은 상태 모니터링, 상황 전파 및 컨트롤 체계,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의 설치, 그리고 통합관제체계가 요구된다. <그림 1>은 이러한 개념으로 구현

된 부산 만덕터널의 사례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14].

<그림 1> 터널시설물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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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과 마찬가지로 교량 역시 특수한 교통시설물로써 터널과는 또 다른 관리

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교량의 경우 바람의 세기나 교량의 흔들

림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량 관리는

일반 교통 시설물과 차별화되는 풍속, 진동 등의 관점에서의 관리가 요구된다.

구포대교의 경우,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교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림 2>는 그 개념도이다[12,13].

<그림 2> 교량시설물 관리 사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례로는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약

5개년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추진해 온 국가 기간시설물의 안전관리

를 위해 지능형센서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네트워크 사업을 들 수 있

다. 이 사업에서는 GPS, 지능형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전체

적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3]. 이 사업을 통해

서 교량, 터널 등의 교통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즉각 분석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 후 시설물 안전관리 효

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을 시점으로 삽교대교, 고속철도

반월고가교, 호남선 괴곡터널과 호남선 일로-임성리 절토사면의 4개소에 시범설

치가 완료 되었으며, 구미시 소재 낙동강 하천제방 1개소와 영동고속국도 횡성

인근 절토사면 1개소, 도로사면 1개소, 공항시설물 1개소를 합쳐 총 8개소에 사

업이 진행 중이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례로는 2007년 시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하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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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하공동구에서 3D GIS 기반의 RFID 모

듈과 각종센서(화재, 침입탐지)를 설치하여 공동구내의 화재 감시, 출입자 감시,

시설물 위치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센서로부터 지그비 망을 통해 수

집된 정보는 게이트웨이를 거쳐 LAN을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통합운영센

터로 전송되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정보로 활용된다. <그림 3>은

이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도를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2].

<그림 3> 지하매설물 관리 사례

상수도시설관리서비스 사례로는 광주광역시의 RFID 기반 누수관리시스템이

있다. 2005년까지 광주광역시는 현장 시설물과 대장에 수록된 위치정보가 일치

하지 않아 노후시설 및 교체대상물 등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

히 누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면과 대장을 확인한 후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누수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누수복구 시간이 지연되고 누수피해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GI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상수도

시설물 위치정보가 실제 위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도면을 들고

현장에 상수도 물 흐름을 제어하는 시설물인 제수변을 찾아가도, 폭설 등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매번 상수도 누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커

다란 종이로 된 상수도시설물 도면을 들고 현장에 가고, 현장에서는 제수변을

찾지 못해 헤매는 과정에서 누수사고가 확대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되

풀이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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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 도시기반시설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2006년 한 해

동안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상수도시설물 중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1400개

의 제수변에 RFID를 부착, GIS DB와 연계함으로써 현장에 RFID 리더기를 갖

고 나가면 언제든지 제수변의 위치를 바로바로 찾고, RFID에 저장된 속성정보

를 통해 제수변을 보다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외에서도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에서 다양한 u-도시 사

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실용화 단계에 접근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성의 Smart Dust, CENS의 오염물질 전파 모니터링 등 국방,

과학, 환경 분야의 실시간 센싱이 필요한 영역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다. 일본의 경우, 종무성을 주축으로 의료, 건강, 방범, 보안, 방재, 교육, 시설제

어, 농산물 등의 각종 환경문제 등 사회 안전, 생활의 쾌적성, 여유로움, 생산/업

무의 효율화 등에 대한 응용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EU에서는 프레임워크

(FP)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사라지는 컴퓨팅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16개 연구프

로젝트를 진행하여 RFID/USN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사물에 센서 노드를 부착하여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USN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도시시설물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보고서나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교통 시설물 관련된 유사한 해외 사례로 타이베이시에서 추진 중인

“Taipei Cyber City & M-Taipei Project"를 들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도

시 전체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7].

이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교통정보와 문화 관광 정보 등에 한정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시설

물에 무선 장비(AP)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터널이나 교량 등 단위 시설

물에 대한 안전관리 중심의 시설물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거나, 해외의 경우에

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례를 제시함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 내의 모든 유형의 기반 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u-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시설

물 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

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설물관리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서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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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이 장에서는 u-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른 각각

의 서비스 모델 구성요소별 세부 내역을 제시한다.

1. u-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연구자들에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정의된다. 이 중, 많이 활용되는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자. Methlie등[17]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Leem등[16]은 ‘비즈니스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와 유사하면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 중의 하나인 Timers[18]의 정의는 ‘제품

과 서비스, 정보의 흐름에 대한 아키텍처로 다양한 비즈니스 액터들과 그들의

잠재적 이익, 수익의 원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키워드는 사업진행,

방법, 참여자, 그리고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

는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한 u-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도시시설물 관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절차를 규

정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서비스 기능, 서비스 프로세스, 참여자

들 간의 관계를 차례로 제시한다.

2. 서비스 기능

본 연구에서는 도시시설물관리를 위한 u-서비스를 도시 내의 교통시설물(터

널, 교량 등의 특수도록 포함),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 시설물 등

모든 도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자동화하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시설물 관리 기관의 업무 편의성 제고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제

고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의한다. 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원격 모니터링, 원격

제어 및 조회, 상황정보 제공, 현장지원, 시설물 이력관리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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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격 모니터링 기능

원격 모니터링 기능은 시설물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시설물 상태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시설물에 대한 상태 정보를 운영센터로 전송하

는 기능, 수집된 상태정보와 기 입력된 정상 상태 정보를 비교하여 이상 상황

발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재나

누수, 혹은 침입에 대한 이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도 있다. 이는

주로 도시 지하의 공동구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

한 기능에 해당된다. 화재 탐지는 불꽃, 연기,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된 공동구

내 정보를 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악의

를 가진 침입자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적외선 센서와 IP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

는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침입자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즉각 출동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서비스 기능도 필요하다. 이상의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기능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원격 모니터링 기능

구분 내용

정보수집

시설물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시설물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

침입탐지

적외선센서와 IP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통해 주

요 시설물 내에 침입자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즉

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줌

화재탐지
불꼿, 연기,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된 터널이나 지하 공동

구 내 정보를 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해 주는 기능

누수탐지
상하수도나 공동구, 터널과 같은 시설물 내에 누수 발생 현황

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정보 전송 시설물에 대한 상태 정보를 운영센터로 전송

상태 확인
수집된 상태정보와 기 입력된 정상 상태 정보를 비교하여 이상 상황 발

생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2.2 원격제어 및 조회 기능

원격제어 및 조회 기능은 시설물의 상태를 운영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확인하

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해주는 기능으로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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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격제어 및 조회 기능

구분 내용

시설물

원격 제어

시설물에 대한 이상 발생 시 현장 관리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운

영센터에서 원격으로 자체 진단 후,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각종

밸브를 작동하여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원격 조회
상수도 시설물과 같이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운영센터에 전송하고 원

격정보를 기반으로 유수율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2.3 상황정보제공 기능

원격 모니터링 혹은 현장 작업자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장애 정도

를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해주는 기능이다. <표 3>은 상

황정보제공 기능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상황정보제공 기능

구분 내용

장애 식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상태/환경이 정상 상황을 벗어

난 경우를 즉각 파악하는 기능

정보 제공
파악된 장애 상황을 현장 작업자 및 시민들에게 휴대 단말기, 웹사

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

2.4 현장지원 기능

시설물에 대한 이상 상황 발생시 운영센터에서의 원격 제어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한 누수나 전력원인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원격으로 원인을 차단하여 해결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원인파악이나 후속 처리를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인력

이 나가서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작업자의 원활한 작업처리

를 위한 시설물 위치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센터 입장에서는 작업자

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상

황이나 작업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운영센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현장지원 기능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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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장지원 기능

구분 내용

시설물 위치

정보 제공

현장 작업자가 평상시의 유지보수 작업이나 시설물의 긴급 상황 발생시

현장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모바일 RFID 리더 기능이 있는 휴대단말기로

제공되는 GIS map을 통해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작업자

위치정보

제공

작업자의 현재 위치를 위치확인용 RFID Tag와 GIS 정보를 이용하여 운

영센터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작업자가 즉

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현장 정보

수집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긴급처리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작업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무선망을 통해 서버로 시

설물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

2.5 시설물 이력관리 기능

시설물 이력관리는 현장 작업자의 점검이나 상황조치 이후의 결과 정보를 운

영센터로 전송하여 시설물에 대한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기능으로써 <표 5>와 같다.

<표 5> 시설물 이력관리 기능

구분 내용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 입력

현장담당자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내역을 휴대단말을 통해 입력하거나

운영센터로 전송하는 기능

모니터링

정보 저장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저장/보관

3. 서비스 프로세스

도시시설물관리 u-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크게 시설물 모니터링, 원격

제어, 현장조치, 그리고 시설물 이력정보 갱신으로 구성된다. 구제적인 서비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일

정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운영센터에서 모니

터링이 가능하며, 이 정보는 시설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다. 만약 이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사전에 정의된 원격제어장치(전력 차단, 누수밸브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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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동되며, 동시에 현장 관리사무소(작업자)에 SMS를 통해 자동으로 통지된

다. 휴대 단말기를 소지한 작업자는 GIS 정보를 통해 현장위치를 확인하고 이

상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그 내용은 관련 기관(관공서, 소

방서 등)에 통보되어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림 4>는 시설물 관리 u-서

비스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u-서비스 프로세스

4. u-서비스 참여자

<그림 4>에는 u-서비스와 관련된 참여자들이 나타나 있다. 이들 참여자는 운

영센터, 현장 작업자, 관련기관이다. 이 외에도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

그리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SI 사업자도 이해 관계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 참여자들 간의 수요, 공급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SI 사업자는 운영센터

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유지보수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통신사업자

는 운영센터에 통신망을 제공하고 SMS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현장 작업

을 아웃소싱할 경우 현장 아웃소싱업체는 운영센터에 시설물 및 각종 센서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센터의 주체는 해당 시설물 관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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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지차제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운영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지자체는 위탁운영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필요시 운영센터는 각종 시설물과 관련된 관련기관에 시

설물에 대한 상태 및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는 이상의 참여자들 간의

수요, 공급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 서비스 참여자들 간의 관계

IV. 결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시티 건설 추진이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적용 분야는 도시 전반에 걸친 주거, 의

료, 환경, 교육, 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적절한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 프로세스, 이해 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검

토가 없는 기술의 도입은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검토에 앞서 시설물 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제시하였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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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참여자들 간의 수요/공급 관계

를 제시함으로써, 기술 도입 이전에 명확한 사업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유비쿼터스 기술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

의 적용이 단지 기술 도입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사례와의

차별성 및 장점과 효과가 있으나, 실제 제안 모델이 아직까지 실제로 구현되기

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한 사

업추진방향이 계획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결

과제들이 정의되고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델 검증을 위한 소규모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사전에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 보완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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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rvice Model for Urban Facility Management

Yu, Sung-Yeol
＊

Recently, interesting of u-city with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ies has

increased. In this paper, we propose u-service model for urban facility

management based on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ies. To propose the

research purpose, we define business model for the service and u-service

model. And, we propose service function, service process, and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nts to give shape to u-service model. First, we present five

service functions; remote monitoring, remote control and inquire, state

information, field support, and facility history information. And, we propose

overall service process and demand-supply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s.

Key Words : service model, facility management, ubiqui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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