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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한 정책 임워크의 구성 

 개발방향에 해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먼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 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차를 검토하 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향요인  연 계를 악하 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  

에서 근하기 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상으로 한 문가 인터뷰를 수행하 다. 네 번째 도출

된 스마트시티 이슈, 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 임워크 개발방향에 해 제시하 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정책 임워크는 스마트시티 련 이슈를 해결하기 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 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 의 승

인·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 ·정책 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한 스마트시티 련 내·외부시장의 간 네트

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 인 정보수집·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효율 으로 응하기 한 차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   고도화를 한 정책 수립의 기  토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 policy framework to 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mart Cities. For this purpose, first, after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domestic smart

cities, we examined various cases of smart city policies being established overseas. Second, we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 into smart c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issues. Third, an expert inter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Fourth, we presen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 Smart City 

policy framework to solve the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domestic and foreign smart cities. In the policy 

framework presented in this research, after subdividing the elements used for solving each problem, we linked them 

with the smart city components and selected matching executable agents to prepare solutions. Then, once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Smart City Committee and the Smart Urban Service Support Organization has 

been completed, the government will support it financially and politically.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perform continuous information gathering and monitoring work,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a control tower to 

strengthen the network effect between smart city related markets.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procedures required for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problems arising in the smart city promo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domestic smart c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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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효율 인 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 으로 첨단 ICT기술을 도시 반에 용한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U-City라는 랜드명으로 재까지 지속 으로 추진되

고 있다[1]. 2008년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변하는 도시환경의 변화와 지

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추진 상의 문제를 효율 으

로 해결하고자 기존의 법률은 2017년 3월 ”스마트도시

의 조성  산업진흥 등에 한 법률’로 면 개정되었

다. 새롭게 면 개정된 법률은 기존의 신도시 주의 사

업추진방식에서 기존도시로 용을 확 하고, 해외진출 

지원, 리운  등의 측면에 을 두고 있는 이 주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장기반 조성에 을 둔 제1차 유비

쿼터스도시종합계획(이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

한 바 있으며, 국내 확산과 산업활성화 등을 으로 하

는 제2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역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1~2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근거하여 U-City R&D

사업, 시범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 으로 확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2]. 

한  정부에서는 4차 산업 명 원회에 스마트시

티 특 를 구성하여 ‘세계  수 의 스마트시티 신규조

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

티 성과 고도화와 내외 확산방안’ 등을 극 으로 추

진하고자 노력 에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도시조성 단

계별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곳을 발굴하고 이 지역들을 

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집 하고

자 한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계 으로도 스마트시티 사업은 속하게 성장하

고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추진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환경문제, 시민 편의

성, 지속가능성 등에 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주로 효율 인 도시 리, 제 등에 집

하고 있다. 특히 국, 인도 등에서는 정부주도로 규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로벌 IT기업들의 

극 인 참여 등으로 엄청난 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이

루어지고 있다[3].

이와 같이 스마트시티는 국내외 으로 빠르게 확산되

어 가고 있으나, 스마트시티의 융·복합 인 특성 상, 추

진과정에서 많은 문제 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는 그 동안 U-City라는 명칭으로 정부가 신도시 지역

을 상으로 스마트시티 인 라를 구축하는데 집 하여 

상 으로 민간의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에 시민들이 직 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창의  서비스

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도 상 으로 미진하 다. 

한 특정 지역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지속

으로 리운 하기 한 차 , 사업 , 제도  기 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품질이 하되거나 일부 서비스는 제

공이 단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4]. 그리고 해

외에서는 스마트시티 시장이 차 확 되어 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소기업이 원활하게 해외진출을 하기 

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지원 차가 부재하여 그 경쟁

력이 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추진과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스마트시티를  고도화

하기 한 계획수립, 인 라 구축, 기술개발, 서비스 발

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수많은 

스마트시티 연구를 반 으로 검토하여 재 시 에서

의 스마트시티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이 이슈를 해결하기 

한 정책  임워크를 제시한 연구는 상 으로 부

족한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련 연구들을 이론  에서 검토한 주요 이슈와 실

무  에서 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

으로 반 한 스마트시티 정책 임워크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한 차  방향

을 제시한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

트시티의 발   고도화를 한 정책 수립의 발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진화과정 

2008년 법 제정 이 ,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은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996년 제1차 국가

GIS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  공공기 이 GIS를 

도입하고 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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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0년  반까지 공간정보의 유통, 활용을 해 

각 지자체가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리하기 

한 기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향후 도시정보시

스템(UIS : Urban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의 기

반으로 작용하 다. 

한편,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의 통합

 리를 목 으로 시작되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도

시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정보화의 국 인 확산

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유

비쿼터스 컴퓨 에 한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

해 유비쿼터스 개념이 도시에 도입되어 U-City가 태동

하게 되는 발 으로 작용하 다[5].

그리고 과거 정보통신부에서는 2004년에 IT839 략

을 수립하여 국내 IT산업을 종합 으로 발 시키기 

한 방안을 제시하 으며, 한 세계 최고 수 의 U-인

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U-Korea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8년 법 제정  련 지침 고시, 

2009년 제1차 종합계획 수립, 2013년 제2차 종합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U-City R&D 사업, U-시범

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의 국  확산  

고도화를 추진하 으며, 2017년 3월에는 기존의 유비쿼

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산업진흥 등에 한 법률로 면개정하고 스마트시티 

련 산업의 발 과 경쟁력 확보를 해 지속 으로 노

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해 투어 로그램 운  등 베트남, 국, 인도 등 스마트

시티 련 사업을 추진 인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극 인 해외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2.2 스마트시티 정책수립 절차 사례 검토

해외 선진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수립의 차  정

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싱가폴의 경우에는 스마트네이션 로젝트를 

통해 스마트네이션 로젝트 오피스가 싱가폴의 스마트

시티 련 사업을 총  컨트롤하고 있으며, 이러한 총

기구의 설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산과 물자의 정 

배치, 련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

가받고 있다. 한 민간, 시민, 공공 등 다양한 이해 계

자와의 극 인 력으로 내외 발생하는 스마트시티 

이슈에 효율 으로 응하고 로벌 IT 기업과의 업

으로 첨단 ICT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5].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집행 원회 주도로 에 지, 교통, 환경 등

의 분야에 집 하여 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유

럽은 스마트시티의 최종소비자는 시민이라는 제 하에, 

일반시민들과 민간기업의 의견을 극 으로 정책에 반

하고 있다. 

반면, 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분 정부주

도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2]. 이는 부분의 스

마트시티 사업이 신도시에 집 된 것에 기인하는데, 신

도시 개발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

로 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주도의 정책 수립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1].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하여 국

가스마트도시 원회가 국내 스마트시티 련 정책을 심

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까지 제1-2차 스마트도

시종합계획 승인을 해 단 두 번밖에 개최되지 않아 그 

실질 인 역할의 한계가 지속 으로 지 되고 있다. 이

에 실질 인 정책수립과 집행은 각 부처에서 개별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국가스마트도

시 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 의 실질 인 역할

과 기능이 조정된 만큼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극 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 국내 스마트시티 이슈 검토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3.1 국내 스마트시티 이슈 검토

본 장에서는 스마트시티 련 이슈를 도출하기 해 

기존에 수행되었던 다양한 스마트시티 련 연구를 검토

하여 스마트시티의 발   고도화를 해 해결해야 할 

주요 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향요인 간 연 계 

악을 통해 스마트시티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수행하는 스마트시티 이슈 검토는 재 다

양한 정부부처  련기 이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

해 유기 으로 업하지 못하고 각각의 이슈에도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감안해 본다면, 시스

템  사고를 목한 스마트시티 정책 임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제공해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스마트시티 이슈를 상해 볼 수 있다는 에서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슈검토를 해 먼 , Table 1과 같이 약 30여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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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factor Influence factor Correlation References 

Internal 

The use of the internet of things Service quality + Kim [7]

The Use of the internet of things Competitiveness of the private sector + Lee et al [8]

Convergence of information Service quality + Jang [9]

Reckless of smart city services Service quality - Byun et al [10]

Standardiza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 Connection between services + Jang [11]

Reflec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User experience + Jang [11]

Provider in the centre of the project Service quality - Park [12]

Provider in the centre of the projec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 Kim [13]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ervice's sensory level - Kim [13]

Indicators for the level of diagnosis Personalized smart city + Lee et al [14]

Focusing on new town project Application of existing cities - Lee et al [14]

Application of the daily pattern Service quality + Jang et al [15]

Management of smart city data Service quality + An and Sin [16]

Management of facility operating procedure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 Noh et al [17]

Public relations strategy Strengthen of residents ' perceptions + Kim et al [18]

A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departments Effective project implementation _ Jang and Kim [2]

A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departments Securing urban income - Kwak [19]

A joint operating costs burden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 Kim and Kim [20]

Discovery of revenue model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 Kim and Kim [20]

Selection of essential services Service quality + Hwang et al [21]

Management of smart city data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 Lee et al [1]

Indicators for the level of diagnosis Service quality + Jang et al, [22]

Restrictions of business area Application of existing cities - Jang et al [4]

Composition of the task force Effective project implementation + Han [23]

Step-by-step deployment model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 Park et al [24]

Graft of megatrends Service quality + Kwak et al [25]

Application of existing cities Personalized smart city + Lee et al [1]

External 

Types of marketing strategy Enter the global market + Jang and Lee [3]

Monitoring of the overseas market information Enter the global market + Jang and Lee [3]

Networking The presence of relevant industries + Lee et al [26]

Types of marketing strategy The presence of relevant industries + Jang and Lee [3]

A strategy for global standard Lead to smart city markets + Lee and lim [27]

Packaged into foreign markets The export of new towns + Kim [28]

Supporting overseas advancemen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 Sin et al [29]

Guidelines for overseas expansion Business links + Sin et al [29]

Support system of the different ways Effective project implementation - Jang and Lee [3]

The settings of the product target Enter the global market + Jang and Lee [3]

The export of new towns The presence of relevant industries + Kim [28]

Business link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 Kim [28]

Guidelines for overseas expansion Networking + Lee and lim [27]

Table 1. Correlation of factors affecting smart city

스마트시티 련 연구를 검토하여 스마트시티의 발   

고도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으로 검토하

으며, 분류는 내부경쟁력 강화, 외부 경쟁력 강화로 구분

하여 조사하 다. 그 이후, 각각의 연구별로 상호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의 계(+), 음의 계(-)로 도출

하 으며 이러한 향요인 간 연 계를 표 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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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of external factors about smart city

Fig. 1. Correlation of internal factors about smart city

Fig 1, Fig 2와 같다. 

먼  Fig 1과 같이 내부 경쟁력 강화 측면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서비스 품질  만족도’, ‘지역맞춤형 스

마트시티’, ‘ 산집행  사업추진의 효율화’, ‘ 리운

의 지속성 확보’로 나타났다. 즉 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스마트시티의 내부경쟁력은 큰 향을 받게 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공공, 민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시티 정보 간 융·복합, 스마트시티 

정보유통· 리, 필수서비스 선정체계 등의 요인과 (+)의 

계를 가지게 된다. 한 수 진단 평가지표, 기존도시 

용 등의 요소는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와 (+)의 

계를 가지며, 이는 앞에서 언 한 ‘서비스 품질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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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양의 인과 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기반시설

의 리운 차, 운 비 공동부담, 수익모델 발굴 등의 

요인은 ‘ 리운 의 지속성 확보‘ 와 양의 계를 가지

는데 이는 다시 ’서비스 품질  만족도‘와 양의 계

를 가지게 되는 흐름을 타고 상승하게 된다. 즉,  ‘서비스 

품질  만족도’,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 산집행 

 사업추진의 효율화’, ‘ 리운 의 지속성 확보’가 이

루어질 때 스마트시티 내부 경쟁력은 강화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홍보 략 마련은 주민인식 강화와 연

되며, 메가트 드 목은 스마트시티 품질향상, 공유

재 수익의 시민배분은 도시기본소득 확보, 지능형 시설/

장비의 표 화는 지능형 시설  서비스 연계 항목과 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ig 2와 같이 외부 경쟁력 강화 측면을 구성하

는 핵심  요인은 ‘맞춤형 시장 진출’, ‘후속사업과 연

계’, ‘연 산업 동반 진출’, ‘ 산집행  사업추진의 효

율화’로 나타났다. 먼  ‘맞춤형 시장 진출’은 국가유형

별 마  략, 해외시장정보 모니터링, 해외진출 매뉴

얼/가이드라인, 상품타겟 설정 등과 (+)의 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세계 표 화 략, 국가주도의 패키지형 진

출, 민간의 해외진출 지원 등과 (+)의 계를 가지는 ‘후

속 사업과 연계’와 양의 계를 타고 상승하게 된다. 

한 ‘후속사업과 연계’는 ‘연  산업과 동반진출’과 (+)의 

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다시 산집행  사업추진

의 효율화와 련된다. 

즉, ‘맞춤형 시장 진출’, ‘후속사업과 연계’, ‘연 산업 

동반 진출’, ‘ 산집행  사업추진의 효율화’가 유기

인 피드백 루 로 형성될 때 스마트시티 외부 경쟁력은 

강화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스마트시티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앞에서 살펴본 스마트시티 이슈를 심으로 이슈해결

을 해 필요한 사항이 어떤 들이 있는지에 하여 탐

색하기 해 문가 심층인터뷰를 시행하 다. 심층인터

뷰는 2018년 2월 20일에서 26일까지 수행하 으며, 스

마트시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3인과 민

간기업 종사자 2인을 상으로 하 다. 

본 인터뷰 상자로 선정된 문가들은 U-City 사업

이 본격 으로 시작된 2008년 이후부터 재까지 약 10

년 간 지속 으로 스마트시티 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

는 문가로서 련 정책수립, 장실무 등 사업추진경

험이 풍부하며, 그에 따라 스마트시티 임워크를 구

성하는데 필요한 정책 ·실무  요소를 제공해  수 있

다는 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발표한 “U-City 활성화 지원

계획”에서는 그간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련 정책들은 실제 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발생

가능한 실무  문제 들을 면 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

는 경우가 빈번하여 비용 투입 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나 민간기업 종사자의 의견을 

정책 임워크 구성에 반 하는 것은 사업 ·실무  

에서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먼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도출된 이슈 , “ 산집

행  사업추진의 효율화” 이슈가 가장 핵심  사안임을 

주장하 는데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융·복합  특성을 

지니는 스마트시티의 특성상, 사업 리체계의 유연성이 

우선 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언 하 다. 특히 일선 지

자체에서는 부분 정보통신 련 부서에서 스마트시티

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건축, 토목, IT 등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성이 미

흡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을 토로하 다. 다양한 분야의 문가가 서로 업하여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

공을 해 가장 기본 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장에서는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극 인 력이 실 으로 어려움을 언 하 다. 그러

나 성남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스

마트시티 련 업무를 총 하는 부서롤 별도로 구성하여 

운  에 있는데 이러한 조직체계의 구성은 해당분야의 

문성을 확보하기도 용이하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

화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하면

서 이러한 사례를 타 지자체에서도 극 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을 언 하 다. 특히 문성이 결여된 사

업의 추진은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시티가 더욱 발 하기 해서는 시

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 하 다. 

그리고 앙부처의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산지원이 필요한 을 언 하 다. 

특정지역을 상으로 집 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내

외 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는 것에는 유리하지만,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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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  박탈

감을 느끼는 동시에 해당지역의 사회경제  역량도 진

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을 언 하 다. 스마트

시티는 필연 으로  국토의 스마트화 달성을 해 지

속 으로 나아갈 것임을 지 하면서 향후 스마트시티의 

국 인 확산  상향평 화를 해서는 정책수립 시 

상 으로 지원이 부족한 지역도 감안하는 등 균형 인 

스마트시티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민간 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로 “맞춤형 시장 진

출”이슈에 집 하여 체계 인 시장 정보의 구축  제

공, 그리고 다양한 사업지원체계의 일원화 등이 필요함

을 언 하 다. 민간기업은 해당시장에 한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만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정보

를 체계 으로 제공하는 주체가 미흡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 다. 일부 기 에

서 스마트시티 시장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해당지역에 한 일반 황을 간략히 제공하는 것에 그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질 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며, 이에 부분 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

업추진이 부분임을 지 하 다. 

한 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사업구조는 앙정

부의 개별부처가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그 

응자 을 조달하는 다소 폐쇄 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해당부처의 사업검토만을 받

기 때문에 부처 간 력이나 정보교환이 없으면 해당 지

자체가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련 사업에 

복 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언 하

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에 있어서 거시  의 일 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한 개별 부처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

으며, 이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한 

민간기업들의 불필요한 사업경쟁  인 ·물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언 하 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해 보면 3.1장에서 도

출한 스마트시티 이슈를 기반으로 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는 크게 “ 문성 있는 사업 리  추진체계

의 구축”, “사업지원  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요약될 

수 있다.  

먼  “ 문성 있는 사업 리  추진체계의 구축”은 

스마트시티 사업 담당자가 해당분야에 한 문  지식

이 부족한 경우, 지속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민들

이 실질 으로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해 결국 서비스가 

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해당분야의 문성이 사 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 핵심 이다. 

“사업지원  추진체계의 일원화”는 다양한 부처  

기 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으로 추진되다보니, 

복투자의 험성이 높고, 련 시장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각각의 기 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 과 방식이 

상이하여 사업성공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

결하기 한 방안 마련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기본 바탕으

로 하여 스마트시티 정책 임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4. 스마트시티 이슈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문제 과  세계 인 스마트시티 시장의 성장과 확산을 

감안해보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정책  임워크의 제시는 거시 으로 타당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에서 수행한 스마트시티 이슈, 그

리고 그 이슈를 바탕으로 수행한 문가 심층인터뷰 결

과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임워크 구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 앞에서 제시한 향요인 간 연 계 악을 통

한 핵심이슈 도출방식에 근거하여 각각의 고객군은 내부

시장(국내)과 외부시장(해외)로 구분하고 이를 상호연계

하기 한 임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임워크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정책 안 마련의 타당성, 문성 확

보를 한 “스마트시티 요소의 기능  세분화”이며 두 

번째는 사업총   조정을 한 “스마트시티 정책 컨트

롤타워” 구축이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요소의 기능  세분화”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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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mework development directions for solving smart city issues 

스마트시티 핵심이슈를 해결하기 해 스마트시티의 단

요소를 구분하고, 그  내·외부 핵심이슈를 해결하기 

한 단 요소를 차별 으로 도출하게 된다. 도출한 단

요소의 성을 악하기 해 문가 자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도출된 단 요소는 다시 이를 구성하는 세

부단 요소로 분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 들어, 앞에서 도출한 내부 경쟁력 핵심이슈  

‘지역 맞춤형 스마트시티’를 달성하기 해서는 지역특

성, 수 진단 평가, 주민수요 등 다양한 단 요소가 도출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지역분석, 평가기 , 필요재원, 

평가시스템, 인력, 조직, 서비스 수요/품질 등 보다 구체

화된 요소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게 분해된 세부단 요소는 다시 스마트시티의 기

본 구성요소인 S/W, H/W, 시스템, 정책/연구, 서비스, 

정보, 인 라 등을 기 으로 연계·매칭시켜 해당사항을 

문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

요한데, 이를 해서는 해당업무의 문성, 수행의지 보

유여부, 정책역량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정기 이 마련

되어야 한다. 한 이 과정에서는 해당분야의 련 문

가들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내·외부 핵심이슈에 한 응이 문성 있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시티 요소를 기능 으로 세분화하여 

정책 안을 수립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문가를 재

소에 배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과 효과성을 높이기 

함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서

비스 체감도 하, 복투자 등 비효율 인 산  인력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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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성 부족, 획일  의사결정으로 비용투자 비 효

과가 떨어진다는 이 지속 으로 지 되어 왔다. 이런 

을 감안해보면 스마트시티의 기능  세분화를 통해 정

책 안을 마련하는 방식은 향후 문성 있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발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세분화 과정들을 거쳐 도출된 내·외부 핵심이

슈 해결방안은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의거한 국가스마

트도시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스마트도시법 제19조

의4에 근거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 에서는 내·외

부 핵심이슈 해결을 한 실질 인 액션 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최종 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 이 도출한 액

션 랜은 내부 핵심이슈와 외부 핵심이슈 해결에 기여하

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시 지효과는 다시 외부 경

쟁력과 내부 경쟁력 간 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결과 으로 국내 스마트시티의 경쟁력 확보와 발 에 기

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단된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은 력

 거버 스 측면에서 근하고자 한다. 

국내·외 시장 간 간  네트워크 효과를 지속 으로 확

하기 해서는 스마트시티 이슈에 한 지속 인 모니

터링, 분석과 함께, 이슈를 해결하기 한 련 주체의 

유기 인 거버 스, 즉 력체계의 구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국내사업의 경우, 최근 

국 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각의 지역마다 

그 수 이 상이한 이 지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체를 

상으로 한 체계 인 사업 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인데, 재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규

모가 정확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부처의 산이 복

으로 투자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정부부처의 지원사

업은 재 소에 배치되고 있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사업비 측면에서 볼 때 재정 으로 여유가 있

는 일부 지자체는 자체자 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

만, 부분 각각의 앙부처가 특정기 을 도입하여 국

비로 개별 지자체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응자 을 

조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폐쇄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서비스  인 라 연계는 상

으로 미흡한 것이 실이다. 

한편, 해외진출 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정부주도의 해

외진출 지원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국 인 확

산단계에 이른 국내 사업과 유기 으로 연계되지 못하

고, 베트남 등 일부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한 소규모

의 일회성 단품 솔루션 보  사업이 부분이며 해외시

장에 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에도 많은 한계가 존재한

다[5]. 

이와 같은 국내·외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내부·외부 시

장 간 간  네트워크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다양

한 정부부처, 산하기  등에서 개별 으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시장

조사기 에서 발표한 세계 스마트시티 순 에서 1 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폴의 경우에는 각종 스마트시티 정보 

 사업을 총 ·조정· 리할 수 있는 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 화하고 있으며 그 성

과를 세계 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총  

컨트롤타워의 구축은 시 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추

진체계 상, 2017년 스마트도시법 면개정 이후, 법제도

 지 와 기능이 획기 으로 강화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 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 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한번도 지정·운 되지 못하 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오히려 기존의 법  기능 외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시티 

인증 등이 추가되어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은 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 의 역할을 요하

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단되며 그에 따라 향후 국

내 스마트시티의 발 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이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 은 스마트시티 사

업의 총 조정 역할 이외에도 각 부처, 기 의 특성을 감

안한 스마트시티 연계분야 설정  략 수립, 스마트시

티 표 화를 한 국내외 력체계 구축, 공신력 있는 국

내외 스마트시티 정보 수집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스마트시티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하나의 도

시공간이기 때문에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 라, 기

술, 환경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시티 요소의 기능  세

분화를 통한 정책 안 마련의 타당성과 합리성 확보, 사

업총   조정을 한 컨트롤타워의 구축 등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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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는 정책 임워크 구성방향은 변하고 있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차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임워크는 그 동안 스

마트시티의 실체나 정책수립의 합리성· 성이 부족하

다는 지 과 함께, 사업추진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체계 인 정책 안마련 차

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스템  사고와 차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반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으로도 그 상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

지만 내부 으로는 사업추진의 비효율, 지역 간 수 격

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 으로는 개발도상

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차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 을 감안해 볼 때 단일문제에 응하기 한 즉흥

인 정책 안 마련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성

공과 발 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단기 

성과만을 강조하는 행으로 인해 정책입안자의 의도에 

따른 획일 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왔다

[15]. 이제는 이러한 정책수립 차와 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에서 보다 합리 이고 효

율 인 정책수립 차와 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은 정

책 ·사업  에서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임워크는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을 유기 으로 연계하는 간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내부·외부 

시장의 간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활성화하기 해서는 

정책 임워크 구조에 한 지속 인 수정보완  개선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련 

연구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 간의 연 계

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

한 후, 이를 종합 으로 반 한 스마트시티 정책 임

워크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도출한 국내외 스마트시

티 내부 핵심이슈는 서비스 품질  만족도,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산집행  사업추진의 효율화, 리운

의 지속성 확보 등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핵심이슈로는 

맞춤형 시장진출, 후속사업과 연계, 연 산업 동반진출, 

산집행  사업추진의 효율화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핵심이슈에 응하기 한 정책 임워크는 

각각의 내·외부 이슈를 해결하기 한 단 요소, 세부단

요소로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

계·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 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

원기 의 승인·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실질 인 이슈

해결 작업이 진행되면 정부는 이를 재정 ·정책 ·제도

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정책 임워크 구성을 제시하

다. 한 스마트시티 련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의 간

네트워크 효과를 지속 으로 강화하기 해 컨트롤 타

워 구축과 함께 각각의 수행주체 간 력체계 구축, 지속

인 정보수집·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국내외 스마트시티 련 시장은 갈수록 확 되고 있

으며, 그 경쟁 한 날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

거 U-City라는 명칭으로 도시의 지능화·첨단화를 해 

많은 산과 물자를 투입하여 스마트시티 구 을 한 

기반인 라를 조성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인 라 구축 성과에 비해 각종 스마트시

티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체계 ·합리 으로 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 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국내 스마트시티 련 정책 수립의 차 ·정책  합리

성을 강화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성공

인 해외정착과 지속 인 시장창출을 한 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이슈의 도출과 

련하여 기존 연구만을 검토하 다는 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한 문가 심층인터뷰의 상이 한정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정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

으로 부족하 다. 이에 정책 임워크의 완결성 확

보와 이슈 선정의 구체성, 그리고 실제 장에서 발생하

는 문제 들을 반 하기 해서는 실무담당자, 일반시

민, 담당공무원 등에 한 심층조사가 추가 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한 정책 임워크의 실제 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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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련 주체와의 의 등을 통해 세부 인 수정·

보완 작업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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