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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의 경우 부처별로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R&D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기술개발 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면서 개발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을 활발
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부처에서 경쟁적으로 R&D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됨에 따라 테스트베드사업의 일관되
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테스트사업이 완료가 되었어도 이후의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개발기술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 자체도 사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을 할 시 운영관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동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개발기술을 검증하는 테스
트베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이후의 체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 
R&D 테스트베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외 운영관리 성공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국책사업의 성과 극대화, 
효율성, 지속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운영관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스마트시티, 첨단기술, 지능형기술, 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운영관리체계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through nearly every government 
agency, and Korea’s growing R&D spending is yielding good results in many fields. With the country moving 
from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to the demonstration stage, it is actively implementing testbed projects 
to demonstrate developed technologies and services. This is, however, not without problems. There is no 
consistent systematic system for the testbed projects because government agenc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the planning of execution of R&D: they do not work together.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both testbeds 
and developed technologies die out due to poor operation management after the completion of test projects. 
Research should, therefore, be done on operation management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consider the system after the test: it focuses on building testbeds to verify developed 
technologies. This study intends to determine the basic orientation of operation management to ensure maximum 
performance, efficiency, and continuity of national projects through intensive analysis of ongoing national R&D 
testbed projects and examination of success stories of operation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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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4년 국가 R&D 투자규모가 2004년 22

조 1,854억 원규모에서 2014년 약 3배 정도증가된 63조

7,341억 원규모로확대되었으며이는세계 6위수준이며

GDP 대비 국가 R&D 투자비중은 세계 최고수준(4.29%)

이다[1]. 하지만, R&D 투자비용이빠르게증가하는데비

하여 R&D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이는기술 Life사이클 주기가짧아지고 까다로워지는

고객니즈가원인이라할수있다[2, 3]. 이에대한반성으

로 최근에는 R&D 개발기술을 현실에 접목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 사업 형태의 R&D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2016년 9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혁명 및 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고려하여 7대 신산업 육성을 발표하였

다. 7대 신산업육성은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

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이며그중자

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빌딩

등 5개분야는서로간연계가되는분야이며상호간연

계를 시킬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시티라고 판단이 되며,

특히 스마트시티 R&D 분야는 도시공간에서의 기술 검

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4].

영국, 홍콩 등 해외 선진도시에서는 테스트베드의 성

공이기술혁신및미래성장동력산업을선도한다는명

목하에 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는 동시에 도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5G 등을 검증하고 사업화

로 연결시키고 있다[5, 6, 7].

국내에서도최근에는기술개발성과검증과기술성과

의도시공간접목을위한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테스트베드사업은국내의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기

술 관련 인프라를 고려할 때 그 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R&D 테스트베드는 사업 종료 후 그

성과가 관리·운영 문제로 인하여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

며 특히,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테스트베드의 경우 그 관

리·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상 테스트베드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명확하게규정되거나명시되어있지않아운영관리주체

와 관리방식 등이 불명확하다. 법적인 규정사항이 없다

보니 최근 다부처사업으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려

는시도는많으나사후이를집행·유지·관리할주체가명

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8].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테스트베드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하

여 운영관리 필요요소, 운영관리 주체 등 기본적이고 종

합적인 운영관리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테스트베드 구축 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이없고사업종료후테스트베드가사장되는등의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뿐 아니라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R&D 성과물들의 효과적 적용, 성과 극대화,

효율화 등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글로벌 테스트

베드의 실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

중에서최근세계적으로부각되고있는스마트시티관련

테스트베드의시사점을집중분석하고, 국내외운영관리

성공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테스트베드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운영관리기본방향을제시하고,

운영관리 체계 등 국가 R&D 테스트베드 사업의 전반적

인 운영관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연구는국내외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중스마

트시티와관련된테스트베드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문

헌조사를 통해 테스트베드의 다양성 및 특이성 등을 고

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검토와

운영관리 방식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범위이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유형별 운영관리 요소를 도출

하여 요소별 국내 운영관리 실태를 검토하였다.

둘째, 관련 법제도검토를통해운영관리방향을도출

하기위한법적규제사항이없는지에대한파악및운영

관리 방향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

셋째, 도출된다양한요소별운영관리방식에대해국

내 지자체의 설문을 통해 적정 대안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운영관리 방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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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국내 R&D사업의 변화
급격한기술발전을가능하게하는대규모의연구개발

(R&D) 투자는 시장을 글로벌로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국내 시장의 수요만으로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때문에전세계시장을염두에두고 R&D사업을추

진하는경우가많다. 특히첨단산업은거의대부분총매

출액에서연구개발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적게는 7%에

서 많게는 30%까지 소요한다[9].

또한 2000년에제정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법’

에규정된공공연구기관을대상으로기술이전사업화촉

진을위한정책및중장기과제를추진하는등국가연구

개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10].

하지만 그간의 국내 R&D사업은 대부분 기술개발 단

계에서 종료되어 왔기 때문에 실용화 및 지속성에 한계

가 있어 왔고 과제기간 이후 성과물이 사장된다는 문제

점들이지적되어왔다. 현 시장상황은급속한기술변화

와 까다로워지는 고객 니즈로 국내 기술은 이미 고도화

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고, 2014년 이후부터 지능형 방범 실증지

구 R&D, U-City 고도화 R&D, 도시재생 R&D 등 국가

R&D사업에서도출된기술적성과들을검증할테스트베

드사업들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다[2]. 특히최

근엔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부상함에 따라 자

율주행테스트베드 R&D가글로벌테스트베드로도입되

었다. 국내의 경우 그간 집중한 기술 개발 R&D를 통해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췄고 이는 글로벌 테스트베

드가 되는데 매우 유용한 기반이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

켜테스트베드환경을보다전략적으로접근하여체계적

인 운영관리 방향까지 제시해준다면 단순히 테스트베드

로서만국한되지않고국가적으로새로운패러다임을주

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국내외 R&D 테스트베드사업
국내 R&D 테스트베드는 정보통신, 바이오기술, 나노

기술, 로봇기술,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

축되고 있으며 그 중 ITS, U-City 등 정보통신 분야 테

스트베드구축사업이 75%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ITS, U-City 등 스마트시티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과최근세계적으로공통관심사인자율주행자동차테스

트베드사업을운영관리측면을포함하여검토하고자한다.

ITS 사업은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

체계에접목시킨지능형교통시스템을개발하는사업으

로 신속·안전·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걸쳐사업을추진하였다

[12]. 국내 ITS 사업은 시범사업, 모델도시 선정, 실험장

구축등다양한테스트베드를추진함으로써국내 ITS 산

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력 향상과 사업 경험을 축

적하였으며, 지자체 ITS의 제도적인 환경 조성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12]. 하지만, ITS사

업은 사업의 특성 상 정부부처, 지자체, 경찰청 등 많은

기관과의 관련 업무가 발생되어 각 분야의 전문적인 관

리 기술을 필요로 하나, 잦은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수인

계도제대로되지않고업무구분이명확하지않아부실

시공등의문제발생시책임소재를규명하기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 역시 존재하

지 않는 실정이다.

U-Eco City 사업은 표준화된 U-City 모델 개발과 자

연공생형 생태도시 구축기술 개발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였던사업이다. 이 사

업은핵심기술인도시통합운영센터, U-서비스용코어게

이트웨이 시스템, U-based Eco System 인프라 등을 테

스트베드에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의 검증 및 기술간 호

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U-Eco City 사업

은테스트베드구축을위해 4개핵심과제중하나로테스

트베드구축연구를수행하였으며, 테스트베드구축단계

에대한기초연구를실시했다[2, 30]. U-Eco City 사업은

LH와 지자체간에 기반시설 인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

고 있다. 사업 종료 후 LH에서 시설물을 지자체에 넘기

려고 하지만 지자체는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등 때문에

지속적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관리 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사업은 자율주행차에 대

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내 역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

통부는최근 ‘자율주행자동차안정성평가기술및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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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개발 R&D’사업을착수했다. 내용을살펴보면 ‘안정

성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등의 2개 분야로 크게 구분된다. 첫째, ‘안정성 평가 기

술 개발’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한된 조

건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 요청시 운전자

의 대응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3 안전 성능과

자율주차안전성능, 고장시안전성능및통신보안성확

보를위한평가기술및기준안도출을목표로잡고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UN 자동차 기준 국제

조화포럼에서 논의 중인 자율주행차 국제기준 제정과정

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교통환경을 토대로 개발된 기

술이 국제 기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내 기준도

2020년자율주행차사용화목표에맞게정비할계획이다.

둘째,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전용 ‘실험도시(K-City)’

도 구축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65만평

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 구축

된 ITS 시험도로환경을기반으로실제도로와시가지상

황을반영해자율주행실험이가능하도록구축할예정이

다. 실험도시를통해각종사고위험상황등연구자가필

요한 상황을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및평가시설로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31].

국내 테스트베드 구축사례 검토에 의한 애로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개발된기술을지자체에적용하기위해많

은 인허가, 시설연계, 부서협력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지자체에관련조직이산재되어통합적인의사소

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

서 향후 추진되는 테스트베드는 지자체에 테스트베드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 운영관리를 위한 행

정적 체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법상테스트베드의기능과역할에대해명

시된 규정사항이 없어 사후 테스트베드를 유지 관리할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

할 시 체계성이 부족하다. 최근 테스트베드 사업이 다양

하게 추진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기술 검증 위주의 테스트베드에 중점을 두다보

니 구축 이후의 운영관리 단계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

비하고 결국에는 기술이 사장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향후조성되는테스트베드는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

록 운영관리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의 경우 각 국에서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

한 체계적 R&D 테스트베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 기

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기술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

다. 정부는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프로토콜 등 플랫폼

기술을중점지원하고 IBM은중소/벤처기업과연계하여

독창적이고혁신적인도시건설을목표로실증기술개발

을 선도하고 있다[32]. 또한 잠재력을 가진 사물인터넷

(IoT)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하고, 산학연 및 공공연구

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은 2015년 6월살기좋은미래도시건설을목표로사

이드워크랩(SideWork Labs)을 설립하여 교통, 에너지

등 도시인프라 관련 분야를 비롯해 헬스케어 등 총 6개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와

가상세계를 기술로 연결시켜 도시에서 주민, 기업, 정부

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및 IoT 기술을건축분야에결합하는것이목표이

다. 미국 PGH(Pegasus Global Holdings)는 3만 5천명규

모의 무인도시를 추진하여 도로와 교회, 쇼핑몰 등이 존

재하지만 실제 거주자는 전혀 없는 도시를 사막에 건설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실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테스트를 실시할 목적으

로추진하고있다[33, 34, 35]. 국제기술기업등이무인도

시에관심이높아질것으로예상하며미래에는실리콘밸

리에 필적하는 기술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에너지 효율화를 목표로 즉시 적용가능한 실증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설계하고,

에코혁신을위해분야별연구, 개발, 실증등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는 전 산업부문에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생태학 정보를 수집·분석해 에

너지와오염의상관관계를도출하여솔루션을제시한다[32].

일본은에너지, 환경을중심으로기술개발을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EU를벤치마킹하여신진연구자의신흥융

합과학기술도전기회를부여하는연구환경을형성하고

에너지와환경을융합하는기술을개발하고이를활용한

실증도시건설및단지모델의해외시장수출이목표이다

[32]. 이러한 목표와 외교적노력을통해델리·뭄바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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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회(DMIC) 사업에포함된 6개스마트시티조성추진에

참여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은 모두 일본기업을 구성하고

있다[36].

중국은도시화가가속화되면서발생하는문제에대비

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까지 인터

넷과경제·사회각분야의융합발전을통해인터넷을기

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IT 기업을 육

성하고 있다[37].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술육성전략이필요하고기존강조되던 “선택과집중”

방식에서벗어나 “발상의전환”을통한개발이필요하다

는걸알수있다. 주요선진국은거대한내수시장과자금

력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플랫폼 성격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확대와 산업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혁신

기술확보에중요한플랫폼등여건조성및제도개선과

R&D→실증→사업화전과정을연계한개발체계를구축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및실증, 사업화활성화를위한제도도입의필요성

을제기하고, AHP분석을통한중요도도출및정책적시

사점을 도출한 바 있으나, 대부분 제도적인 연구에만 치

중되어왔다[13, 14]. 국외사례에서볼수있는장점을고

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장점이 부각되는 사

업을 추진하는 방향 전환 및 체계가 필요하다.

2.3 법·제도 검토
법·제도상으로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서 유비쿼

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

시하고있을뿐테스트베드차원의운영및관리에대한

의미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놓은 규정은 없다. 다만

이지침을통해기반시설을포함한테스트베드구축시설

에관한관리·운영방안을유추해볼수있다. 「유비쿼터

스도시기반시설관리운영지침」은현행「유비쿼터스도

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 시행령 22조 1

항에 의거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2].

이 외 그간의국가 R&D사업이공공주도로추진되었

던 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법」에 일부 명시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의 용어정의에서 기반시설의 종류와

설치를 위한 계획 및 비용부담 정도만 언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은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한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안양시, 오산시, 부산시 등 스마

트시티를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자체 담당자

를 방문하여 인터뷰 한 결과, 지자체 내에서 운영관리와

관련한전반적인사항을따로조례나규칙으로규정하고

있지 않고 필요시마다 공문을 통해 운영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

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정책

결정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8].

현행 U-City법에서는 제19조 4항, 시행령 22조 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나, 지자체의 실정에 적합한 명확하고 공신

력 있는 관리운영 기준이 부재하다.

3. 운영관리 필요요소
3.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운영관리 요소
합리적이고효율적인스마트시티관련테스트베드운

영관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운영관리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착안점을

찾기위해표1과같이시설, 지구, 사업등 3개분야로선

행연구를 분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필수적인 운영

관리 필요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운영관리측면에서공공시설의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존

공공시설의조직및관리방안관련선행연구를조사하였

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인수 인계과정에서 나타나는 관

련 법제도의 해석과 더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

선을 제시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특히, 김승일(2014), 김

옥연(2015), 남현우(2014), 주재승(2015) 등은 운영관리

대상을지정하고운영조직의적정규모를제시하는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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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리주체 및 방식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지만, 현행

법제도 미비 등 적합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

적했다[8, 15, 16, 17].

둘째, 지구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운영및관리체계를중점으로선행연구를분석하였

다. 오국열(2013), 양초원(2013), 최종인(2013) 등은 지구

의체계적이고통합적인운영관리체계및제도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법제도 정비 및 지구

운영관리타당성 분석에 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18, 19,

20]. 선행연구들에서는각기 다른지정기준과관리기준,

실행체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였고 효과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원방안 및 연계적 실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사업 운영관리 측면에서 운영관리 주체를 결정

하고, 적정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업의 관

리 및 운영방식, 관리운영 절차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고광흥(2006), 김형은(2013), 최병남(2000)

등은 효율적 운영관리방안을 목표로 사업 관리 조직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할통합운영관리체계마련이시급하고운영관리업

무처리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관리주체 및 인력,

유지관리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21, 22, 23].

선행연구 검토 결과, 각 유형별로 체계적인 운영관리

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하며운영관리방안을제시하

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지만, 현재까지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일 뿐 운영조직, 절차 등을 명확하

고 종합적으로 제안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를 위해서 필요한 운영관리 요소들에 대한 도출이 가능

하였다. 운영관리 범위, 관리주체간 역할분담, 관리운영

절차, 운영센터조직및업무분담, 시설물관리·운영, 연

계·통합, 지원체계및지원방안, 제도적기반등이중요성

이 높은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다.

3.2 운영관리 요소별 운영관리 실태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운영관리 요소들을 실

제 테스트베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실증단지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하고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답사를 시행하

였다. 국내 사례로는 부산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

지조성사업, 판교 K-스마트시티시범단지조성사업, 북

촌 한옥마을 리빙랩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창조과

Type Researcher Research Objective

O&M of Facilities

S. I. Kim, et al. (2004)
Present O&M methods through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of the ITS
Management Center

O, Y. Kim, et al. (2015)
Present O&M methods of public facilities in the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Areas to maximize convenience for residents

H. W. Nam (2014) Present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of small-sized disposal facilities

J. S. Joo, et al. (2015)
Develop the integrated O&M system for a comprehensive plan to
reduce damage from storm and flood and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s

O&M of Special Zones

K. Y. Oh, et al. (2013)
Present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nalysis of problems in the
O&M system of the storm and flood risk areas

U-Eco City Project Team (2013) Conduct a case study on O&M of U-Eco City testbeds

C. W. Yang (2013)
Present improvement method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historic
and cultural landscap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arth

J. I. Choi (2013)
Consider improvement methods to stimulate the special development
zon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O&M

O&M of Projects

K. H. Ko, et al. (2008) Present efficient O&M methods of water supply service
Intelligent Geo-spatial Information

Project Group (2006)
Conduct a case study on O&M of achievements of the Intelligent
Geo-spatial Information Project

H. E. Kim (2013) Establish the O&M system of the BTL projects for schools

B. N. Choi, et al. (2000)
Present O&M methods for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mplementation project

<Table 1> Preceding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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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가 주관하였고 SKT, 에스넷시스템, 핸디소프트, 부

산대, 연세대, 동아대, 전자부품연구원, 부산시가컨소시

엄을 형성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테스트

베드 사업이다. 사업은 IoT 산업생태계를 조성 및 확대

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

다. 하지만 사업에서 부산시가 충분한 참여를 하지 못함

으로인하여기술적용이끝난이후관리및운영에대한

문제점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부산시 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사업수행자들과의인터뷰결과, 1단계사업종

료후관계자간관리및운영에대한논의가충분하지못

하였으며 LED가로등, CCTV, 환경센서등이하나의폴

대에부착되어운영되는스마트가로등의경우관련부서

가 7개이상이고담당부서를확정하는것에도어려움을

겪고있는중이라는의견을들었다. 특히, 초기사업추진

시 부산시와 협력 관계가 미흡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진

행하지 못했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스마트가로등의 에너지 절감 효과 및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지자체를 중심

으로 도시 전역에 확산 보급 중에 있다.

북촌한옥마을의경우서울시에서 IoT를활용하여관

광객으로 인한 안전, 소음, 주차, 쓰레기 등 북촌이 안고

있는문제해결방안을찾고관광서비스제공등북촌한

옥마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북촌 한옥마을 현장 답사 및 현장 책임자

인터뷰를 통해 북촌 한옥마을 역시 관광 안내소 직원들

조차서비스설치에대한내용을전혀알지못하고있으

며기존다양한서비스및실증실험이초기계획대로추

진되고 있지 않는 등 서비스 설치 후 관리 및 운영에 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사업과북촌한옥마을의경우

지자체에서는기술테스트를위한공간및도시인프라를

제공하며민간업체들은자사가가지고있는기술을실험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관협력

기반의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하

지만 여전히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업종료 후

지자체가인수하여지속적으로관리·운영하는것에는한

계를 가지고 있다.

판교 알파돔 K스마트시티 시범단지사업은 IoT와 빅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적용하는 사업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알파돔 시티 전

역에미래형도시서비스를제공할계획에있다. 특히, 국

토교통부는 알파돔 시티를 해외진출형 스마트시티로 추

진중에있으며 AR 서비스, 무료 Wi-Fi망, 빅데이터기

반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판교 알파돔은 현재까지

워킹그룹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구체화할 계획

에 있는데 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어 실제 지역이 가

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접근보다 새로운 기술

을 테스트 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

3.3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관리 현황
국내스마트시티의특성은대부분지자체에서도시통

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설물들을 관리 운영

하는형태로운영이되고있다. 이는국내스마트시티사

업의기본법이되고있는「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를 정보를

수집및표출하기위한 CCTV, 센서등이부착된도시시

설물을 의미하는 지능화된 시설물, 수집된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전달된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

를제공하는도시통합운영센터의 3가지로규정하고있기

때문이며특히, 도시통합운영센터의역할이가장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관리 요소들에 대한 실태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테스트베드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

기 위해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운영 중인 대전시, 오산

시, 광명시, 남양주시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

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수요조사서의 내용은 지자체 내부의 관리

운영 지침 보유 여부와 관리운영이 내부절차에 따라 체

계적으로추진되고있는지여부및도시통합운영센터관

리 및 운영에 있어서 애로 사항 등에 대한 파악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지자체수요조사결과 4개지자체모두자체적으로센

터의 운영 관리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각 지침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 지침, 지자

체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U-City법 등 통일된 규정 하에 운영이

되기보다 지자체별 필요에 따라 각각의 서로 다른 개별

법들에대한적용을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지자

체수요조사결과 4개지자체는센터의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운영중에있다. 하지만, 실제강제성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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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관리 계획

에 따라 필요시에만 공문을 통해 진행되는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조직및업무범위에대한규정이없기때문에지자체자

의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보안성검토역시체계적이지못하고사업추진시걸림

돌이 되는경우가 많음을알 수 있었다. 또, 사업 추진이

최근에 이루어진 지자체 담당자는 앞서 사례들에서 알

수있는것처럼시설물구축후인수인계와관련된부분

이 미흡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인수인계

후관리부서가다르기때문에일원화된관리가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일원화된 관리의 어려움은 도시통

합운영센터가가지고있는장점을발휘하기어렵게만드

는부분과연결된다. 방범, 방재, 시설물관리, 교통등다

양한서비스를하나의센터에서관리하게되면축적되는

여러정보들을융복합하여새로운서비스를만드는데유

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교통 CCTV를

방범 CCTV로복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방범 CCTV

는 화재발생 시 사고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연계및통합서비스제공이기술적으로가능한환경임에

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즉, 규제 부분은 강화되어 있고 실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운영관리 요소 도출
앞서선행연구검토, 테스트베드담당자인터뷰및현

장답사, 스마트시티담당공무원에대한설문조사등을

기반으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관리주체간 역

할분담, 관리운영절차, 센터조직및업무, 시설물관리운

영, 연계통합,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 제도적 기반의 7가

지로구성하였다. 관리 주체간역할분담은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존 조직이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관리운영절차는기본적

인 것은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미흡하며 이에

대한 내용들을 중앙정부에서 표준화해서 지침으로 만들

어 줄 것을 지자체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센터조직및업무관련규정및기존도시시설물들과는

다른지능화된시설물이라는새로운시설물에대한세부

규정 등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

연계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및 지원 방안, 제도적 기반

등이스마트시티관련운영관리에있어서중요한요소로

판단되며 도시공간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Fig. 1].

[Fig. 1] Status of O&M for Each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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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요소별 운영관리 방향
4.1 운영관리 범위
테스트베드 운영관리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며, 적용범위는 운영체제,

시스템소프트웨어, 기반시설등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

영 및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운영관리 범

위를확립하기위하여법제도, 서비스등이에대한 R&D

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소프트웨

어, 하드웨어, 조직체계 및 ICT 인프라로 구분하여 생각

해볼수있다. 이러한 4가지요소를기반으로솔루션및

서비스가나올수있으며 4가지요소가체계적으로작동

하기위한지원책이각종관련법제도에서나올수있다.

앞서언급된것처럼국내의경우도시통합운영센터는스

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

마트시티 관련 테스트베드 역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

심으로추진되는경우가많다[24]. 따라서본연구에서는

도시통합운영센터를중심으로하여관리및운영에대하

여 방향을 도출하였다.

[Fig. 2] Four Elements of Integrated Operations Center

4.2 운영관리체계 : 주체간 역할 분담, 절차 등
운영관리체계는 주체간 역할 분담, 관리운영절차, 운

영센터조직및업무분담을포함한다. 특히, 국내테스트

베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자체, 민간기

업, 사업관리기관 등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

업시작부터 종료까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업관리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시설물들을 설계, 구축하

고사업종료후지자체와논의를하는경우가다수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사업 구상에서 부터 테스트베드

사업의 총괄기관, 유관기관, 민간기관 등 관리주체를 정

하고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경우사업자체의서비스구축비로이익을

취하기보다 자사 기술을 실제 테스트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지자체의 사업 참여 및 향후 인수인계를 중재하는 동시

에 민간기업의 기술 상품화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테스

트베드를 관리하여야 1회성 테스트베드 구축이 아닌 지

속가능한테스트베드가가능하다. 이러한역할은관리운

영절차등에서포함되어야하며특히, 기술및서비스도

입후지속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를기반으로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25].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의 기

술적 성능 테스트 뿐 만 아니라 도시공간에서의 실기술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지역 거주민들의 서비스 평가

등과같은피드백과정까지염두에둘필요가있다. 센터

조직 및 업무는 테스트베드에 도입된 기술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유지되는데필요하다. 특히, 현재도시통합운

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통합운영센터 역할 중 테스

트베드로써 역할을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4.3 시설물 운영관리
시설물의운영관리는스마트시티관련시설물이기존

의도시인프라시설물과다른특성이있기때문에새로

운관리방안마련이필요하다. 즉, 스마트시티관련시설

물은 정보시스템 관련 부문과 도시의 물리적 시설물 부

문, CCTV, 센서 등 첨단기기의 관리 부문 등 기존 시설

물과다른복합적성격을지니고있으며, 이 부문들을분

류하여 크게 통합운영센터시설과 현장시설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한다. 표2와같이일반관리, 정보관리, 시설

물모니터링, 시설물원격제어, 장애관리, 백업관리등도

시통합운영센터 관련 부문과 현장업무, 민원대응 관리

등의 현장시설 관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도시통합운

영센터시설의 관리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관리의 경우 사용자, 시스템, 이력, 통계 등 공통적인 관

리와 모듈, 외부시스템 등 연동관리가 있으며 정보관리

의 경우 시설물 관련정보를 관리하고 시설물 GIS 자료,

센서 및 함체 위치도면 등의 관리가 있다.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와 긴급도 측정 후 장애복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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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통해등급을결정하는장애관리, 백업및복구목

표시간 설정, 백업주기 및 보관기간 등을 결정하는 백업

관리 등이 있다.

현장시설은 모바일 기반 현장정보 제공과 현장 업무

처리지원을하는현장업무와민원접수처리현황에대

한모니터링및통계, 민원연계기능을강화하고질의회

신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민원대응 관리가 있다.

특히,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교통, 방범, 방재 등의

관련서비스시스템과서비스와연계되어운영되는통합

관리시스템(통합플랫폼)을 총칭하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4.4 운영관리계획 : 연계·통합 등
운영관리계획은 연계통합,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 제

도적 기반을 고려하여야 한다. 운영관리계획과 관련한

키워드는 ‘연계및통합’으로정리할수있다. 서비스들에

대한 연계 및 통합을 고려하기 위하여 첨단기반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서비스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26, 27] 지원체계및지원방안에서는지자체외

부의 조직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경찰청, 소방청 등 지자체 유

관 기관들과의 협력은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서비스 제

공에필수적이며거주민들의자율적참여에따른도시문

제 해결, 도시서비스에 대한 평가 역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예

산과 관련된 부문은 기존의 조직과 다르게 새롭게 신생

조직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부문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독립된예산을마련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수익사업모델 등을 발굴하여 관리 및 운

영예산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도중요하다. 제도

적기반역시현재체계적이고명시적이지않은지침등

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여야 향후 스마트시티 추진이 원

활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테스트베드 관련 내용을 명

시한다면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 후 이를 지속적으로 활

용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테스트베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지구·사업 운영관리가 전반

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대부분 관련 지침이나 제도 개

선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운영관리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는 ‘유비쿼터스 도시시설 운영관리지침’에만

시설중심으로일부규정되어있을뿐이며그사항들역

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리주체들이 수행하

고 있다.

운영관리조직과재원확보등지원방안, 다양한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및 서비스의 운영관리가 제

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나상위의법들이개정되어야하나, 상위법

개정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를더구체화하여각운영관리요소별로어떤체계로운

영하고, 시설물운영관리방안및역할분담등테스트베

General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Monitoring of Facilities Remote Control of Facilities

•Common management of user,
system, history, statistics, etc.
• Management of interface
with modules, the external
systems, etc.

• Management of facility
information

• Management of GIS data of
facilities, a floor plan that
includes the location of
sensors and enclosures, etc.

• Monitoring of the current
state of facilities

• Management of event
occurrence at facilities

• Management of history
information of facilities

• Control of sensor gears
(sensor, CCTV, etc.)

• Control of facilities and
emergency recovery
equipment

Field Work Fault Management Backup Management Response to Civil Complaints

• Provision of mobile-based
field information (location, a
floor plan, properties,
administration, etc.)

• Support for field work

• Measurement of the effect
after identifying a fault

• Determination of grades by
considering fault recovery
priorities after measuring
urgency

• Setup of the target time for
backup and recovery, and
determination of the backup
cycle and retention period

• Monitoring of civil
complaint status and
statistics

• Strengthening of the
linkage function to handle
civil complaints,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Q&A information

<Table 2> Classification of Facility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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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운영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포

괄적이며 명시적인 운영관리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

요하다. 이러한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순환

보직제로인해수시로담당자가변경되는문제점을해결

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실제 애로사항들이 해결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위해서는운영관리체계가결정되고, 적정한

방식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사업 종료 후 관리 운

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스마트시티관련테스트베드사업과관련성이높은

시설, 지구,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을 조사

하였고실제테스트베스사업들을현장답사하고담당자

들을 인터뷰하였으며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

체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테스

트베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운영관리 요소들을 도출하

였고 이러한 요소들은 스마트시티의 관리 및 운영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테스트베드 사업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유사점에서 기인하는데 테스트베드 사업은 사업

관리자 및 민간기업이 기술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업

종료 후 이를 지자체에 인수인계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

고스마트시티사업역시택지개발사업등을통하여토

지주택 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첨단 기반시설 및 서비

스를 구축 후 이를 지자체에 인수인계하는 형태로 추진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지자체가스마트시티관련테스트베드

의운영및관리시필요요소별기능과역할을제시하였

으며사업추진시제도상한계를파악하고이에대한대

안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보다 세부적으로 발

전하여지자체의스마트시티관련테스트베드혹은스마

트시티 운영관리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표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의 스마트시티 관련 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부분을 점차 해결해 나가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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