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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U-City 동향과 전망

요 약

본고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책으로 제

시되고 있는 U-City(스마트 시티)1가 대두된 배경과 관련시장 

동향을 알아보고 세계 주요 U-City사례 연구를 통한 관련 정책

과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스마트 시티의 등장과 성장

스마트 시티의 등장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써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 

UN에 따르면2014년 현재 전 세계인 도시화율이 54%를 기록

하고 있고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6% 이상이 도시에 거

주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특히 인구 천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대도시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

시의 각종 자원과 인프라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위기의식의 증대는 신재생 

에너지 및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 개발

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1	 	U-City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로	법
제화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용어로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의	정보화	도시를	일컫는	스
마트	시티와	U-City를	유사	개념으로	정의하였음

둘째로, 현대인의 기본적인 생활패턴 변화로, 소득수준의 향

상과 Well-being으로 대변되는 건강에 대한 욕구, 환경 친화적

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증가, 그리고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삶

을 추구하는 의식변화가 스마트 시티의 도입과 확산으로 나타

나고 있다. 

셋째는, 스마트 시티의 도입과 확산으로 경제적 성장 효과와 

신규 시장에 대한 기대 효과가 상승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한 스마트 시티의 성장은ICT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융합된 에너지/환경, 교통, 건물, 안전, 

행정, 의료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

어 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으로 성

장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세계적인 트렌드속에서 세계적인 IT기

술과 건설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정

보통신 기술과 스마트 시티 건설기술의 해외진출을 통해 침체

되어 있는 국내 건설시장의 판로를 마련하고 동시에 관련산업

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대두된 배경

을 파악하고 스마트 시티관련 글로벌 동향 및 관련 시장의 잠재

성과 해외사례를 통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여 해외 스마

트 시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그림 2. 스마트 시티 시장 성장 예측

출처 : Marketandmarkets

그림 1. 세계 도시화율 추세 및 전망

출처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4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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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lobal Smart City 동향 

1. Global 스마트 시티 시장동향

선진국은 건설기술과 ICT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친환경도시개

발, 도시재생, 지능형 국토정보, 건물 자동화 부문 등 다양한 분

야에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약 20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2012년 약 130여개로 4년 사이 6배 이

상 증가하였고[2], ABI Research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43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표 1. 세계 스마트 시장 전망

조사기관 내 용

ABI

Research

-	2013년	스마트	시티	기술시장	81억	달러

-	2018년	395억	US	달러로	성장	전망

Frost	&	Sullivan
-		2025년	스마트	시티	글로벌	시장	잠재력	3.3조	달러

로	성장	전망

Internatio

-nal	Data	

Corporation

-	2013년	중국	도시관련시장	108억	달러	규모

-	향후	5년	동안	2자리	수의	성장	전망

Pike

Research

-	2012년	스마트시티	기술	시장	61억	달러

-	2020년	202억	달러로	성장	전망

Marketsand

markets

-	2014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	6,455억	달러

-	2019년	1.26조	달러로	성장	전망

ALSTOM
-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현재가치	300억	유로

-	2020년	총	500억	유로의	규모로	성장	전망

Cisco

-		2020년	ICT기반	스마트	솔루션	시장	400억	달러로	

성장

-		같은	기간	ICT와	스마트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약	1.2조	달러로	성장	전망

스마트 시티 개발에 대한 범세계적인 열풍은 관련 기술 시장

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5년에서 10년간 스마트 시티 

시장 및 관련 기술시장의 큰 성장이 예상된다<표1>. 즉, 세계 

최고 수준의 IT 및 U-City 건설 기술을 보유한 우리에게 침체

된 국내의 건설시장을 대신해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정부를 비롯한 국내 관련 기업의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2. 해외 주요국가 스마트 시티 추진현황

2.1 중국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짧은 시간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

다. 1990년대 약 26%에 불과했던 도시화율이 현재는 약 54%

까지 증가하였으며, 매년 천만명이 넘는 농민공이 도시에 유입

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76%가 넘는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같은 기본적이 도시문제

를 유발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중공업 위주의 중국 산업구조는 

에너지 과소비와 PM2.5(초미세먼지) 발생량 증가 등과 같은 환

경오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중국의 첨단 미래도시는 智慧城市(지혜도시, Smart City)로 

불린다. “지혜도시”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과 정보화 기초시설을 

통해 도시 지능화 관리를 실현하고 다양한 도시민에 지원되는 

서비스를 네트워크화하여 사회치안 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지혜도시”건설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도시발전의 문제를 개

선하고자 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적인 모형을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지혜도시는 2009년부터 일

부 도시에서 계획을 추진하였으며[4], 2012년 중국 주택도시농

촌 건설부의‘국가 스마트 시티 시행지역에 관한 공지’를 통해 스

마트 시티 건설 대상지역 선정 및 ‘국가 스마트 시티 시행지역 

관리방안’을 도입[3]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스

마트 시티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2013년 1월 90곳의 시범구역을 1차로 

발표하고 동년 8월 103곳을 2차로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320개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목표로 약 3천억 위안의 예산을 투

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대도시 중심의 스마트 시티 사

업이 2, 3선 도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도시에도 스마트 시티관련 주요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용 

될 전망이다<표 2>. 

표 2. 중국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분류

구 분 내 용

보안

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시스템
계획	및	실행방안,	조직설계,	정책	및	규

정,	자금	활용,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네트워크	인프

라

무선	네트워크,	광대역	네트워크,	차세대	

방송

공동플래폼	및	

데이터베이스

도시	공공	기반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도시	공공	정보	플랫폼

그림 3. 세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출처: 이정훈, Toward a framework for smart cities: A Comparison of 

Seoul, San Francisco &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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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스마트

시티

건설

및	거주

도시건설

및	관리

도시	계획	수립,	디지털	도시	관리	방안,	

건설	시장	관리	법률,	부동산	관리,	조경	

관리,	역사와	문화	보호	방안,	그린	빌딩,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방안

도시기능의	향

상방안

상하수도	시스템,	수자원	활용	방안,	가스	

시스템,	폐기물분류	및	처리시스템,	조명	

및	열처리	시스템,	지하	파이프라인	및	공

간	통합관리

스마트

관리

및

서비스

정부

서비스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	정보	공개,	온라인	

업무	처리,	행정	서비스	시스템

공공서비스 공공	교육,	노동법	서비스,	사회

특별지원

서비스

지능형	교통,	에너지	관리,	환경	및	토지	

관리,	응급	서비스,	보안,	물류,	사회	보안

망,	스마트	홈,	결제	서비스,	지능형	금융

산업	및

경제	스마

트화

산업계획 산업계획	및	혁신	투자

산업발전 전통	산업	요소	변화

신산업개발
첨단산업,	현대	서비스	산업,	기타	신흥	산

업

출처	:	KOTRA

2.2 일본

일본의 스마트 시티는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오

카 원전사고라는 대규모의 재해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에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도시모델

로 급부상 했기 때문이다[5].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동북 지역 도시들을 재건하는데 있

어서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

며, 스마트 시티 개발은 에너지 위기 대처뿐만 아니라 방재, 초

고령화, 저출산, 신시장 창출과 같은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 사

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

하고 있다[6]. 

일본은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일본 내각부의 

‘환경모델도시구상’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스

마트 시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스마트 시티 

관련 정책에 할당된 예산액은 누계로 약 680억 엔에 이른다. <

표 3> 

일본의 스마트 시티 관련 여러 정책 가운데 환경, 초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부의 환경미래도시 구상, 효율

적인 에너지 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경제산업성의 스마트 커뮤

니티 구상, ICT를 활용해 생활에 밀착된 소프트 인프라형 스마

트 도시를 위한 총무성의 ICT 스마트 타운 구상이 가장 대표적

이다.

(1) 내각부 환경미래도시 구상

일본 내각부는 환경, 초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

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2011년 

을 시작으로‘환경미래도시구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2008

년 발표된 ‘후쿠다 비전’의 목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 저탄소 도시의 실현을 목적으로13개 도시를 선정한 ‘환경

모델도시구상’을 발전시킨 정책으로 11개 시범도시를 선정하였

다<그림 4>. 본 구상은 단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 3. 일본 부처별 스마트 시티 정책

추진부처 정책명
추진

년도

내각부

(内閣府)

환경모델도시	구상 2008

환경미래도시	구상 2011

경제산업성

(経済産業省)

EV・PHV	타운	구상 2009

차세대	에너지	사회	시스템	실증	사업 2009

스마트	커뮤니티	도입	촉진	사업 2011

총무성(総務省) ICT	스마트	타운	구상 2012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주거/교통	에너지	절약화	모델	구축	지원	

사업
2012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대학발	그린이노베이션	창출	사업 2010

환경성(環境省)
지역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자립분

산형	지역	만들기	모델	사업
2012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
스마트	빌리지	구상 2012

출처	:		일본	내각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환경

성,	농림수산성

그림 4. 환경모델도시구상 시범도시

출처:JFS홈페이지

그림 5.마쓰시마시 태양광패널 및 도야마시 LRT

출처 : Japan for Sustainabil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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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활력 있는 도시와 생

활기반의 향상, 환경·사회·경제의 3개 가치가 창조되는 미래

의 도시상을 목표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7]. 

(2) 경제산업성 스마트 커뮤니티 구상

경제산업성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역의 부흥을 위해 

이와테 현 미야코 시를 비롯한 8개 재해지역 도시를 ‘스마트 커

뮤니티 도입촉진사업(スマートコミュニティ導入促進事業)’의 

시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차세대 에너지 사회 시스템 실증 사

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에너지 기기나 시스템)를 2016년까지 

스마트커뮤니티 도입 촉진사업을 통해 8개 재해지역 도시에 도

입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주요 내

용은 내각부가 추진하는 환경미래도시와 유사하나 에너지 분야

가 보다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가 전기 

에너지에 국한되는 개념인데 반해 스마트 커뮤니티는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의 효율화를 지향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6].

(3) 총무성 ICT 스마트 타운 구상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

신기술)를 활용한 도시 계획이란 주민참여나 센서 등을 통해 수

집된 다양한 정보(빅 데이터)를 지역 간이나 복수의 이용 분야 

사이에서 상호간 유통, 연계함으로써 도시의 기능과 매력을 향

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나 산업의 창출 등에 기여하며 안전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다.

2012년 일본의 총무성은 이 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 ‘ICT 스

마트 타운 구상’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총 26개의 도시를 시범도

시로 선정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ICT 스마트 타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8] 

<표 5>.

표 5. 스마트 타운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커뮤니티	활성화로	정다운	마을

의	조성

-	1인생활자의	돌봄이	서비스

-	이동	수단의	공동이용

-	학습을	통한	세대간	교류

신	서비스	창출에	의한	매력	있

는	마을	조성

-	건강지원	서비스

-	생활지원	서비스

-	관광지원	서비스

민관제휴에	의한	대중에게	도움

을	주는	마을	조성

-	수속의	간략화,	수단의	다양화

-	행정	데이터의	개방	활용

-	민간	데이터의	공용	활용

신산업	창출로	일자리가	생기는	

마을	조성

-	6차	산업화

-	디지털	아카이브

-	의료,	간호	연계

거리	인프라	관리의	최적화가	

지속되는	마을의	조성

-	최적의	마을	만들기	계획	책정

-	안심할	수	있는	방범체제	구축

-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관리

주민과	공동	창조로	발전하는	

마을의	조성

-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

-	정보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

-	재해발생시	고도의	대응

출처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3 인도

인도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시티 프로

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UN은 2050년 인도의 도시인

구 수가 농촌인구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같은 

현상은 보다 나은 삶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농촌인

구가 원인으로, 도시의 주택 및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에너

지 부족과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스마트 시티 

건설을 통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당선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에 더욱 박차

를 가할 전망이다<표 6>.

총리 부임 이전부터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모디 총

리는 과거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 중에 탁월한 친기업 정책으로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성장의 중심

그림 6. 일본 스마트 커뮤니티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그림 7. 인도 도시 및 농촌인구 증감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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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변모시켰고, 이 같은 성과가 경제성장을 바라는 인도 유권

자들의 기대와 부합하여 제1야당이었던 인도국민당이 16대 총

선에서 승리함으로써 2014년 인도 총리로 임명되었다.

인도의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하원을 지휘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인도의 최고 국정책임자로 전력 등 인프라 건설, 청년일자

리 창출, 물가안정 및 조세개혁과 함께 100개의 스마트 도시 건

설이 인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모디의 주요 정책이다[9]. 인도정

부는 100개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모디의 정책에 따라 

최근 706억 루피(한화 약 1조2,000억원)의 예산을 100개의 스

마트 시티 건설과 메트로 시스템, 자전거 및 버스 체계, 도로 등

을 조성하는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스마트 

시티 건설에 돌입하였다[10].

인도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은 ‘SMART CITIES 

SUMMIT 2014’와 같은 인도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도 나타난다. 

‘SMART CITIES SUMMIT 2014’는 올해 8월 인도 뭄바이에

서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IBM, Siemens, Alstom 등 스마트 기

술 관련 선도기업들이 참여하며 도시계획, 스마트 빌딩, 스마트 

유틸리티, 스마트 에너지, 방법, 스마트 정부, 경제 발전이라는 

안건을 주제로 하고 있다[11]. 

3.해외주요 스마트 시티 사례

3.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의 스마트 시티 추진 배경은 자국의 불안한 치한, 심각

한 교통체증, 자연재해라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2014년 

월드컵, 2016년 하계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는데 

있다. 

201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발생한 화물절도는 

3,611건에 이르고 인구 10만 명당 24명이 피살당했으며[12], 

2014년에는 CNN이 선정한 ‘World’s 10 worst cities for traf-

fic’에 선정될 정도로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리우데자네이루 시

는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상자 

및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리우시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는 브라질 

정부가 1,4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010년 12월에 IBM에 의

해 지능형 운영센터 (IOC,Intelligent Operation Center)를 구

축한 계기가 되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지능형 운영센터의 운

영으로 인해 재난관련 30여 개 기관의 정보와 프로세스의 단일 

체제 통합 및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400여개의 CCTV 카

메라를 통한 24시간 감시 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예

표 6. 인도 주요 스마트 시티

구 분 내 용

Kochi	Smart	City

-		880만ft²규모의	부지에	사무용	빌딩과	주택단지,	

엔터테인먼트	건물군,	학교	등이	들어서는	스마트	

시티	건설

-	Kerala	정부	16%,	TECOM사	84%	지분소유

-		코친국제공항과	22km	거리,	IT파크	조성	등을	통

해	IT	관련	특별	경제구역으로	거듭남

-	9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	국제	금융	기술도시

-		2011년	1월	1단계	계획발표,	구자라트	도시개발회

사와	인도	사회	기반시설	임대	및	금융산업회사가	

합작해	사업을	진행중

-		인도	및	금융	기업들의	지역	본부로	활용	예상되

며	최대	29만개	금융관련	일자리	창출기대

-	110여개의	신규	빌딩	및	인프라	구축	병행

Navi-Mumbai	

Wi-Fi	City

-		도시	전역에	186km에	달하는	광학	섬유	전선,	200

개가	넘는	안테나를	설치해	유무선	인터넷	망으로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		유무선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으로	수도공급,	신호

등	통제,	하수처리	시설	등	효과적으로	운영

Nanded-

Waghala	Smart	

City

-	인터넷,	IT기반	지역관리체계	형성

-		최고	4Mbps	수준의	무선고속	데이터	통신망으로	

도시전체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출처	:	KOTRA

그림 8. Smart Cities Summit 2014

출처 : http://www.asappconferences.com

그림 9. 리우데자니이루 지능형 운영센터

출처 : IB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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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 및 대응을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시민 SNS, 교통 및 수송시스템, 전

력 및 수도공급, 축구경기 및 경기 중 경비 등을 관리하는 다양

한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갖추면서 보다 광범위한 도시기능 및 

서비스에 관여하는 다목적 관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지능형 운영센터는 IBM이 별도로 설계한 기상

예측 시스템이 도시 반경 240km 내 기상예측 시뮬레이션 기능

을 제공하고 있는데, 폭우를 48시간 전에 예측함으로써 도시 어

느 지역이 취약한지, 어떤 도로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미리 판단해 그래프와 3D 이미지 등을 통해 제시한다. 폭우가 예

상되면 시청이나 재난당국, 소방서 등에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

며, 시민들을 위한 대피경보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도심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TV/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파한다[6]. 

3.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3월 유럽의 신경제 전략인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과 함께 온실가스 1990년 

대비 20% 감축,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에너지 효율 20% 개선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작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

티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시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도

시로 바꾸어2025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의 40%, 에너

지 사용량의 2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

여 5개 테마(Living, Working, Mobility, Public Facilities, Open 

Data)의 55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암스테르담 내 3개의 지역

(Nieuw West, Zuidoost, IJburg)에서 시행 중이다<표 7>.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시(市)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

립된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모터(AIM)와 배전회사 리안다에 

의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서 진행되고 있는데, 암스테르담 스

마트 시티 프로젝트에는 IT 기업과 연구소 등도 참여하며, 현재

부터 장래에 걸쳐 어떻게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지를 실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이 암스테르담 

시티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어 시민과 기업 등 이

해 당사자들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다[13]. 

표 7. 테마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Living

테마

목적
스마트	기술	및	에너지절약	기술을	활용한	이산

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절감

프로

젝트

(16)

-	Almere	Smart	Society

-	Energy	Management	Haarlem

-		Fiber-to-the-Home

외	13개	프로젝트

Working

테마

목적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빌딩	에너지	절

약

프로

젝트

(7)

-	Fuel	cell	technology

-	Monumental	Buildings

-	Municipal	Buildings	

외	4개	프로젝트

Mobility

테마

목적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교통수단	구축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저감

프로

젝트

(11)

-	E-Harbours	-	ReloadIT

-	Moet	je	Watt	-	charging	system

-	Ring-Ring

외	8개	프로젝트

Public

Facilities

테마

목적
공공시설에	환경대책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프로

젝트

(15)

-	Amsterdam	ArenA

-	Amsterdam	Free	Wifi

-	City-zen	-	Smart	Grid	

외	12개	프로젝트

Open

Data

테마

목적
다양한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해	공공과	시민이	

소통하고,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유도

프로

젝트

(6)

-	AmsterdamOpent.nl

-	Apps	for	Amsterdam

-	Energy	Atlas

외	3개	프로젝트

출처	: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그림 11. 리우데자네이루 기상예측 시스템

출처 : IBM 홈페이지

그림 10. IBM 운영센터 시스템

출처 : IB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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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시작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표 8>.

프로젝트에는 네델란드 정부와 시스코, IBM 등 글로벌 기업

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에 3억유로, 가

정용 전기사용 효율증대 프로젝트에 2억유로, 에너지 절감 기

술 개발 프로젝트에 3억 유로 등 총 11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

며, 암스테르담시는 2015년까지 암스테르담을 ‘기후변화 중립

적인 도시(climate-change neutral)’로 만들 계획이다[8]. 

표 8. 주요 프로젝트 내용 및 성과

프로젝트 내 용 성 과

West

Orange

-	500	가구	대상

-		에너지미터기,	디스플레이	설치

-	원격온도조절장치	설치

-		에너지사용량	14.4%	

감소

-		CO2	배출	13%	감소

ITO

Tower

-		스마트	빌딩	기술을	통한	에너지	

및	건물	유지관리비	절감	프로젝

트

-	스마트	플러그	설치

-		스마트	플러그로부터의	에너지	

사용	정보	정밀	분석

-		연간CO2	배출	

300~500t	감소

-		에너지	사용	

10~20%	감소

-		건물	유지관리	비용	

5~10%	감소

Ship

to	Grid

73개의	육상전력발전소	설치를	통

해	전기를	배에	공급하여	디젤엔진	

사용	최소화

-	CO2	배출	9.7%	감소

Climate

Street

-		암스테르담	주요	쇼핑거리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	전기자동차	이용

-		스마트	미터,	에너지	디스플레이,	

스마트	플러그	보급

-		쓰레기	수집	차량의	

90%로	전기	자동차

로	대체

-		80%의	상점에	스마

트	미터기	설치

Geuzen

-veld	

-		500여	가구	대상	스마트	미터기	

보급

-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통한	에너

지	사용에	대한	피드백	및	에너

지	절약	팀	공유

-		CO2	배출량	8.9%	감

소

-		전기	사용량	7.4%	감

소

-		가스	사용량	9.9%	

감소

출처	: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3.3 인도 구자라트

구자라트 국제금융 기술도시(GIFT,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는 인도의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총리 시

절 주도했던 인도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다. 

구자라트 주정부는 GUDCL(구자라트 도시개발 유한회사)와 

IL&FS(기반시설 임대 및 금융서비스 유한회사)가 50대50의 비

율로 설립한 합작 투자회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

며 지난 2011년 1단계 사업계획 발표 이후 현재 주요 건물과 중

심기반 시설건설이 완료 단계이다.

GIFT는 인도와 외국 금융 기업들의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나

아가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한 GIFT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GIFT 내 SEZ(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의 

역할이다. GIFT의 SEZ는 신주쿠, 상하이, 파리와 같은 글로벌 

금융센터를 벤치마킹 하여 글로벌 금융 및 IT 서비스의 허브로

의 발전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 GIFT에서 SEZ의 역할은FDI(외

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보다 적극적으

로 유치하고, 나아가 사업 목적에 맞는 각종 인프라, 행정 및 세

제혜택 등을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표 8. SEZ 혜택

구분 Unit 개발자/공동개발자

개발단계

(자본재,	소모

성	품목	등)

관세면제,	소비세면제,	판매세면제,	서비스세면제,	인지세	

및	등록	수수료	면제,	주택담보대출	인지세	면제,	전기에	

대한	의무	면제

사업단계 상동

수익단계

소득세	면제

-	처음	5년간	100%	

-	향후	5년간	50%

-		다음	5년간	수익의	50%

에	대해	면제

10년간	소득세	면제

출처	:	GIFT	홈페이지

두 번째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의 구축이다. 

GIFT는 향후 지휘·관리센터를 설치하여 IT 기반시설을 모니

터링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AWS(자동화 폐기물 수집 시스템, 

Automated Waste Collection System)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는 지역냉방 시스템, 방범, 물류, 헬스케어, 교육, 건물 자동

화 등 도시 내 많은 기능이 지휘·관리센터에 의해 통합 관리되

그림 12. GIFT 구상도 및 마스터 플랜

그림 13. GIFT 지휘·관리센터

출처 : GIFT 홈페이지

30 | 정보와 통신

주제 | Global U-City 동향과 전망



어 에너지 사용 및 관리비용 절감, 공해발생요소 감소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다. 

Ⅲ. 결 론 

20세기 이후 도시는 환경과 에너지, 고령화와 저출산, 정보통

신 기술의 접목 등이 중요한 도시관리 요소로 대두되어 왔다. 

기존에는 도시관리 방안들이 계획적 요소에 그쳤지만, ICT 기

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도시의 계획과 적용이 새로운 트랜드로 변모하고 있다.

본 고에서 소개한 일본,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

가들이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교통 등의 도시문제, 

에너지 부족, 지구온난화,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의 다

양한 배경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정책을 계획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로 전 세계 스마트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많

은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역시 도시의 

건설과 관리를 위한 건설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건설부

문의 해외진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스마트 시티 시장의 

확대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ICT와 건설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노하

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 건설에 직접적

으로 참여한 실적이 전무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해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전략 및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새로운 시장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스

마트 시티 시장 진출에 앞서 진출 대상 국가의 물리적인 환경뿐

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종교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 되어 보다 효율적인 해외 진출

이 이루어 진다면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시장의 숨통을 튀어 

주는 판로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도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선행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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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자동화 폐기물 관리

출처 : GIFT 홈페이지

그림 15. GIFT 스마트 시티 컨셉

출처 : GIF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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