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계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 을 해 노력을 하고 있다. UN에 의하면 2018년 기

세계 인구는 55.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8.4%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한국의 경우,

2018년 기 81.5%가 이미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

년에는 86.4%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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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재의 도시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도시범죄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 해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 사회 환경과 한 련이 있으며 인구통계학 추세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리 된 도시

는 부정 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 화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스마트 시티를 구축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 한 다양한 정의가 혼재되어 있고, 스마트 시티 구 방법과

략은 기술의 발 과 축 된 경험으로 인해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제시된 스마트 시티의

정의들을 정리하여 통합 인 정의를 제시하 다. 스마트 시티는 제4차 산업 명과 함께 미래 사회의 핵심 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의 스마트 시티가 기존의 도시 문제해결에 치 하 다면 제4차 산업 명시 에서의 스마트 시티는 신을

통한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 명의 랫폼으로서 스마트 시티

를 구축할 때 추진되어야 할 략들을 제시하 다.

주 어 : 융합, 스마트 시티, 랫폼, 구축 략, 리빙랩, 제4차 산업 명

Abstract The city is experiencing various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environmental pollution, urban crime, 

and faces the limit of growth. Recently, various attempts to build a Smart City have been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mart City is attracting attention as the core platform of the future city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various definitions of smart city are mixed, and the method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smart city are changing or evolv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experience during that time. This study summarizes the definition of various smart c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uggests smart city building strategy that enables sustainable growth of cities as a platform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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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도시의 지속성장은 경제, 사회, 환경과 한

련이 있고, 인구학 동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리된 도시가 부정 요소를 최소화하고이익을 극 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의 도시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도시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가 커질수록 주요 신들이

더욱 빠르게 발생해야 하며, 그 지 않을 경우 도시가 붕

괴할 수도 있다고 한다[2].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속가능한 도시에 한 연구가 19세기부터 시작되

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IBM, CISCO와

같은 기업들과 유럽의 리빙랩 로젝트 등과 함께 스

마트 시티가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라는 오 라인 공간과 그것을 구

성하고 있는사람, 사물, 정보, 환경이 ICT기술을 통해온

라인으로 옮겨지고 상호 연결된 새로운도시의 패러다임

으로서 연결, 지능으로 표되는 제4차 산업 명과

함께 미래 사회의 핵심 랫폼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

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에서 ICT기술 융

합을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구 을 국가와 산업경

쟁력 신의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이의 선

을 한 본격 인 비와 추진이동시다발 으로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에 한 다양한 정의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도시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나 특성

에 따라 다양한방법으로 이에 응하고 있다. 한 스마

트 시티를 구 하고자 하는 방법과 략도 기술의 발

과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 변화 는 진화하고 있다. 특

히 제4차 산업 명 시 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신이

고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망되고 있어 도시의 문제도 새롭게 정의될 것이며 단순

한 문제해결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련 정의

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술의 발 특히 제4차

산업 명 시 에서의 스마트 시티의 의미와 이를 한

구축 략은 매우 요하다.

2. 문헌연

2.1 스마트 시티  4차 산업

스마트 시티에 한 정의는 많지만 요소 기술이나 범

등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에 해 재까지 연구소

나 학계 그리고 업계 등에서 리 받아들여지는 포

인 정의는없다[3, 4].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Smart”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해 Intelligent City, Knowledge

City, Ubiquitous City, Virtual City, Information City,

Wired City, Digital City, Smart Community, Learning

City, Sustainable City, Green City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고[5], 도시의 일부 특성과 기능들을 “Smart”

하다고 하면서 그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도 하 다[3].

Pardo와 Nam은 스마트 시티와 유사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4].

1) 기술차원(Technology dimension); 도시 내에서 삶

과 일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해 ICT기술을 사

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 Digital City,

Intelligent City, Ubiquitous City, Virtual city,

Information City, Wired City 등이 포함됨

2) 인간 차원(Human dimension); 스마트 시티의 핵심

동력인 사람, 교육, 학습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 Learning City, Knowledge City 등이 포

함됨

3) 제도 차원(Institutional dimension); 이해 계자와

기 정부 간의 력은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 를

설계하고 구 하는데 매우 요하기 때문에 거버

스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 Smart

Community, Sustainable City, Green City 등이 포

함됨

Cocchia는 Digital City라는 용어가 “Smart” 라는 단

어의 많은뜻을 포 하며 Smart City가 ICT 인 라에 근

거하고 있고, 스마티 시티를 지원하는 가장 요한 기술

이 ICT이기 때문에 Digital City를 Smart City와 가장 유

사한 용어로 간주하면서 과거 20년 동안 (1993년～ 2012

년) Digital City와 Smart City를 사용한 문헌들을 조사

하 다. 그는 2010년 유로 2020 략(Euro 2020

Strategy)이 발표된 이후부터 Smart City와 Digital City

의 용어 사용이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한편 이때부

터 Smart City라는 용어가 Digital City라는 용어의 사용

을 추월해 재까지더 많이쓰이고 있다고 하 으며 705

편의 논문을 조사하여 가장 많이 인용된 Smart City 정

의 문헌들을 정리하 는데 이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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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들을 포 으로 정리해 보면, 스마트 시티

는 도시에 있는 사람과 사람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사물

과 교육, 환경, 교육, 교통, 에 지, 안 , 복지와 같은 다

양한분야의 문제해결을 해 ICT를비롯한 다양한 련

기술들을 융합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요소들을상호 연결

하고 통합하여 지능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도시

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력하는 도시이다.

한편 세계는 제4차 산업 명 시 에 비하고 있다. 4

차 산업 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이 2010년 발표한 하이테

크 략 2020의 10 로젝트 하나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

는 의미로 먼 사용되었는데 이후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 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 명

을 의제로 설정하면서 세계 으로 주요 화두로 등장

하 다. WEF에서 4차 산업 명의시 는 디지털 명에

기반하여 물리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 공간

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 라 하 으며[6], K.

Schwab은 그의 서에서 3차 산업 명을 기반으로 한

물리학 기술(무인운송수단, 3D 린 , 첨단 로 공학, 신

소재 등 4개 기술),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등 3개 기술)과 바이오산업기술(유 공학, 합성

생물학, 바이오 린 등 3개 기술) 등 3개 분야의 융합

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격히 변화시키는

기술 명이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 ,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이 발 하고 있고, 연결성(Hyper- Connected)과

지능성(Hyper-Intelligent)으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

고 지능화된 사회라하 다[7, 8]. 제4차 산업 명 시 에

서는 용량의 데이터가 보다 빠르고 보다 넓은 범 에

서 생성될 것이므로 스마트 시티는 이를 비하여야 한다.

2.2 리빙랩

리빙랩이라는 용어는 MIT의 Mitchell 교수가 실험을

해 1,000평방피트 규모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

든 시설을 갖추고 자원 사자가 임시 주택처럼 생활하

면서 이들의 습 , 일상생활 활동과 상호 작용을 찰하

고, 기록 분석하고, 실험 으로 조작할 수있도록목

에 맞게 설계된 실험실(Purpose-Built Lab)인 이스

랩(Placelab)을 구 하고 이를 생활 실험실(Living

Laboratory)이라고 지칭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9,

10].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리빙랩과 같은 실험을 통

해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매일의 활동을 찰하

며, 암묵 지식을 포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실

인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11].

유럽에서는 이미 2002년에 개설된 네덜란드의 Philips

Homelab과 독일의 Fraunhofer InHaus와 같은 MIT의

리빙랩과 유사한 가 있다.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ID-StudioLab에있는 StudioHome은 심지

Reference Definition

ITU, OECD
“A Smart City is a city well performing built on the ‘smart’ combination of endowments and activities of self-decisive,
independent and aware citizens”

California Institute
“A smart community is a community that has made a conscious effort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 to transform
life and work within its region in significant and fundamental rather than incremental ways”

Caragliu et al.
“A city to be smart when investments in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traditional (transport) and modern (IC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uel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 high quality of life, with a wis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participatory governance”

IBM
“Smart city is defined by IBM as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sense, analyze and
integrate the key information of core systems in running cities”

Su et al. “Smart City is the product of Digital City combined with the Internet of Things”

Northstream
“Concept of a Smart City where citizens, objects, utilities, etc., connect in a seamless manner using ubiquitous
technologies, so as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living experience in 21st century urban environments”

Hall

“A city that monitors and integrates conditions of all of its critical infrastructures, including roads, bridges, tunnels,
rails, subways, airports, seaports, communications, water, power, even major buildings, can better optimize its
resources, plan its preventive maintenance activities, and monitor security aspects while maximizing services to its
citizens”

SETIS
“Smart City is a city in which it can combine technologies as diverse as water recycling, advanced energy grids and
mobile communications in order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 and to offer its citizens better lives”

Dameri

“A smart city is a well-defined geographical area, in which high technologies such as ICT, logistic, energy production,
and so on, cooperate to create benefits for citizens in terms of well-being, inclusion and participation, environmental
quality, intelligent development; it is governed by a well-defined pool of subjects, able to state the rules and policy
for the city government and development”

Table 1. Most cited definitions of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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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구를 옮기고 개별 사용자의 가정의 망에 맞게 실

내를 변경하기도 하 다[12]. 이후 유럽에서는 리빙랩 개

념을 더 발 시켜 사용자들이 찰의 상이 아니라 직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

는 극 인 리빙랩 개념으로 발 시켰다[13]. 유럽에서

는 신 과정에서의 사용자 기술 반응과 상호 작용을 활

용하는 일련의 방법과 환경으로서의 리빙랩 한 이해는

이 홈랩과 리빙랩의 여러 가지 목표와 특성을 반 한

극 인 사용자 참여(Active User Involvement), 실제

환경(Real-Life Setting), 다 이해 계자 참여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다 방법 근법

(Multi-Method Approach), 공동가치창출(Co-Creation)

의 다섯 가지 기본 요소가 결합되었다[14].

2006년 유럽의 리빙랩은 "Corelabs"와 "Clocks"으로부

터의 자 지원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 의 지원 하에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15]. "Corelabs" 와 "Clocks"는

ICT 기반의 리빙랩을 한 유럽 공통 신 시스템을 홍

보 조정하고,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ENoLL) 설립을 주 하고 홍보하기 한 로젝트

이다. 기에는 EU 역에 19개의 리빙랩이 있었다.

2006년 헬싱키 선언에서는 ENoLL을 유럽 역에서 사

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가치창출 신 로세스를 지

원하고 자극하고 진하는 일반 인 방법론 도구를

육성하기 한 지식 공유 업 랫폼으로 설명하

다[16]. 원래, ENoLL은 유럽국가들로만 구성되었지만 이

후 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호주, 국, 이집트

등의 국가들로까지 확 되었다. 2006년 이래로 ENoLL에

의해 생겨난 리빙랩의 수는 300개가 넘고 있다[17, 18].

이러한 리빙랩은 이후 다양한 정의들이제안되어 왔으며

일반 으로는 사용자와 사업 이해 계자들이 모두 참여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온라인 는 오 라인)에서의 공

동가치창출과 신의 용으로 정의되고 있다[19]. 즉 리

빙랩은 신이 생겨나고 추진되는 장소이며사용자 주도

형 신모델이며 다양한 이해 계자와 다양한분야의 통

합모델을 시도하는 새로운 개념이자 방법론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리빙랩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

트 시티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리빙랩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 에 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 으로 확산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같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20].

3. 스마트 시티 추진

로벌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를 Navigant Research

는 2016년 약 43조원에서 2020년 104조원에 달하며 연평

균 10.3% 성장할 것으로 망하 으며, Markets &

Markets은 2017년 48조원에서 2022년 136조원에 달하며

연평균 23.1% 성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21, 22].

스마트 시티는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0년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에서는 2009년 스마트 그리드

기반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국은 2012년 스마트시티 로젝트를 시작하 다[23-25].

유럽연합의 유럽집행 원회는 에 지와 교통을 심으

로 스마트 시티 도입 진정책을 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9월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을 심으로 25개

이상 기술개발 R&D를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 이니셔

티 를 추진하 으며, 정부 주도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한 스마트 콜럼버

스에 1.4억 달러를 투자하 으며, 스마트 시티 샌디에이

고 이니셔티 사업은 산학 이 합동 로젝트로 추진되

었다[26, 27]. 2008년 ICT 기업 최 로 스마트 시티 개념

을 제안한 IBM의 ‘Smarter Cities Challenge’와 2009년

CISCO의 ‘Smart + Connected Communities’는 미국 기

업이 추진한 표 사례이다[28, 29]. IBM은 스마트 시

티 분야에서 가장 선진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스마

트 시티컨설 , 소 트웨어구축 유지 리, 지능형 운

센터와 분석도구 등 솔루션 제공 심의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CISCO는 스마트 시티 기단계부터 참

여하고 있으며 자사의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CISCO는

네트워킹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 이며

‘Smart + Connected Communities’를 통해 교통, 안

보안, 교육, 부동산, 력, 건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행정 등의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29]. 아시아에서는 일

본이 2010년신성장 략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은 320개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목표로정부주도하에 진

행되고 있다. 인도는 2014년부터 100 스마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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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0].

도시간 력을 한 다양한 스마트 시티 추진기 도

등장하고 있다. WeGo는 서울시 주도로 설립된 도시간

의체로 재 100여개 이상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ENoLL은 2006년 핀란드 주도로 설립된 Living Lab 의

체로 유럽 지역을 심으로 지난 9년간 395개의 랩을 운

하고 있다. Open & Agile Smart Cities는 스마트 시티

표 화를 한 도시간 의체로 도시 도시간 데이터

공유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art City Council

은 미국 심의 스마트 시티 문기 으로 기에는 스

마트 시티 련 정보 제공과 컨설 주 으나 재는

세계 도시간 의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GCTC(Global City Team Challenge)는 미국 상무부 표

연구소(NIST) 주도의 업 랫폼으로 세계의 지

방정부, 비 리단체, 학계, 기술자들이 CPS(Cyber

Physical System), IoT 기반의 클러스터 구축 로젝트

를 지원한다[30].

IDC는 2013년 스마트 시티 성숙도를 진단하는 5

역 5단계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세계 으로 스마트시

티 진단을 해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 들이 스마트 시티 로벌 표 을 선 하기 해 노

력하고 있다. IDC는 2015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마트 시티 개발지수(Smart City Development Index)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IDC SCAPA(Smart City Asia

Pacific Award)도 진행하고 있다. IDC SCAPA는 운송,

공익사업,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워터, 행

정, 경제개발, 토지 활용 환경 리, 검사 도시계획

지역 설정, 공공 안 등 14개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선정

한다[31]. 스마트 시티 련 진단 모형은 16개 정도이며

통일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 다[32].

국내 기업의 경우 이동통신사, 건설사 련 공기업

의 스마트 시티 개발이 활발하다. SK의 경우 SKT의 통

신 인 라 시설을 포함한 계열사와의연계성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남 교지구 구축사업,

국 스마트시티 MOU 체결 등을 진행하고 있다.

LG-CNS는 스마트시티와 련하여 2006년 성남 교지

구 로젝트를 시작으로 인천, 수원, 원주, 송산 등 13개

의 스마트시티 구축 로젝트에 참여하고있다. KT는

부분의 U-City통신 인 라 구축사업에 참여하 으며, 천

안시 첨단교통 제시스템, 서울시 상수도 통합통신망 구

축 등 8개 이상의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33].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에는 한국토지주택공

사가 7,000억 규모의 사업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

시 모델을 구축하고 자율주행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

획이며,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기반으로 자연재해와 수자원 리를

한 통합시스템과 에코델타시티 역에 5G 와이 이

망 구축,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스마트 시티 시범단

지를 조성할 계획이다[34].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해서 재 다양한 랫폼

들이 사용되고 있다. oneM2M 랫폼은 다양한이종 IoT

디바이스를연동할수 있고 표 화된 서비스 API를제공

하는 로벌 표 랫폼이다. 한국 TTA, 북미 ATIS,

유럽 ETSI, 일본 TTC, 국 CCSA 등 7개 표 개발기

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국내에서는 부산, 구 고양 등에

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 런던에서도 사례가 있다. 유럽

에서 연구 로젝트로 시작된 FIWARE는 오 소스 랫

폼으로 IoT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오 데이터

랫폼인 CKAN을 통합하여 데이터를 외부로 제공하며

API는 TMIforum API를 활용한다. 스페인, 핀란드, 덴마

크, 이태리, 포르투갈, 벨기에, 라질 등 세계 31개 도시

에서 스마트 시티 구축에 리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컴, LG 자, 마이크로소 트, 샤 등 51개 기업으로

구성되어있는 AllSeen의 Alljoyn 랫폼과 삼성 자, 인

텔, 텔아트멜 등으로 이루어진 OIC(Open Interconnected

Consortium)의 IoTivity 등이 있다[35, 36]. 이러한 랫

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측하여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례

별로 매우 다양하다.

4. 플랫폼  스마트 시티 

축 략

최근 들어 도시가 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한 모형으로 랫폼으

로서의 시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 이유는 IoT, 5G와WiFi와 같은 통

시기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의 발 으로

인한 데이터 수집 장 비용이 감소 한 것과 이를 기

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측 능력이 증가하 고, 네트

워크 효과를 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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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는 스마트

시티를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가치를 창출하

기 해 기존 도시에 ICT 기반의 스마트 랫폼을 용

한 도시로 정의하고 과거와 재의 비교를 통해 스마트

시티 랫폼을 제시하 다[37].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랫폼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한정된 도시자원

을 최 화하는 스마트 서비스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 다. 도시를 랫폼으로 보아야 기술을 활용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핵심도시기능들을 재정

의할 수 있으며, 도시를 랫폼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

민과 도시 사이의가상 서비스 계는 더쉬어진다. 스

마트 시티와 련된 각종 기 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도시가 기능 인 도시(a functional urban operating

system)가 되어야 한다[30]. 랫폼으로서의 도시는 기

존 도시에 스마트 랫폼을 활용하여 신기술로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가치를 창

출하는 도시로 정의되기도 한다[2].

Reference City as a platform

NIA
(2013)

Smart City solves urban problems with smart
services that optimize limited urban resources
by analyzing data collected through smart
platform

TechCrunch
(2015)

The city must be viewed as a platform so that
technology can be used to develop new
services and redefine key urban functions. The
virtual servic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
and the city becomes easier to recognize the
city as a platform.

Future of
Government

(2016)

In order to meet various expectations related to
smart city, the city should be a functional city.

J. Hwang
(2017)

A city that utilizes smart platforms in existing
cities to enhance efficiency of cities with new
technologies and create new value by utilizing
data

Table 2. City as a platform 

Fig. 1. Deloitte’s Smart City Model

Deloitte는 스마트 시티의 진화 방향을 2단계로 구분

하 는데, 스마트 시티가 인 라 기술 심의 1.0 수

에서 시민 공동 참여형인 2.0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2.0모

델을공동참여형 랫폼으로서의도시(City as a Platform)

로 정의하 다[38].

한국창조경제연구회(KCERN: Korea Creative Economy

Research Network)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도시 비용

과 편익의 향을 강조하면서 랫폼으로서의 스마트시

티 4.0 모델 제시하 다[30]. 그러나 이상의 주장들은

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조명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으나

신을 통한 도시의 지속 성장 측면은 포함하지 못하

고 KCERN의 모델에서는 도시로의 집 을 통한 성장

을 강조하고 있어 이 에 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제4차산업 명시 의 스마트 시티를 랫

폼으로서 구축하고자 할 때 략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집 분석된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새

롭고 신 인 서비스의 제공도 포함하는 략을 추구해

야 한다. 즉 효율과 신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 심이 아닌 지속가능성

심이 되어야 하며 랫폼을 통해 도시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것은 물론 신 이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랫폼을 통해 수집된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가 공유될 때 제4차 산업 명 시 의 신

인 기술과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2) 랫폼을 구축할 때는 종횡과 계층간의 간섭이나

단 은 최소화하고 연결은 극 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사일로(Silo)된 기술과 서비스로는 지속 일 수 없다.

개별 기술이나 서비스를 지니고 이를 제공하는 공 자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개별 기술이나 서비

스를 개발하거나 발 시키는 것이 아닌 O2O 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용하는 략이 필요하다.

3) 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해서는

데이터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오 라인 는 실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이를 해서는 우선 거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분석을 한 후, 사업의 범 와 우선순 부터 결정하여

야 한다. 이후 추가 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차 데이터 수집 사업의

규모와 범 를 확 해 나가는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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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체론 략을 견지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

의 선도 국가나 도시들은 다양한 일럿 로젝트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그램의 설계, 로젝트의 범 ,

혜택 측정 등에 있어 도시 체론 인 근법을 개발하

고 있다.

5) 스마트 시티에서 스마트 이스로 확 해나가는

략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티 로그램을 다른 주변의

도시나 지방으로 확 해 나가는 략이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주변 지역으로 확 해 나가는 략 근 방식은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보다 긴 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

고 새로운 서비스 는 솔루션에 한 자 지원 는 규

모의 이 을 제공할 수 있다.

6)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자 할 때는 물리 인 랫

폼만이 아닌 리빙랩과 같은 논리 인 랫폼 역시 핵심

이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에는 생산자/소비자, 공

자/수요자가 참여와 공동 업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유되어야 함이 제된다. 따라서 이

를 한 논리 랫폼이 필요하다. Cohen의 시민공동창

조 방식의 3.0 모델과 Deloitte가 제기한 2.0모델처럼 도

시의 모든 이해 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랫폼이 되

어야 한다. 도시의 트 십 조직을 략 으로 조직

운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과 도시의 트 십은

무엇보다 요하다. 학은 연구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로젝트의 정의, 자 확보, 략 수립, 로그램

리더십을 제공하거나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험 리를 한 학습 략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

티를 구축하기 해서는 막 한 자 이새롭고 신 인

기술과 서비스에 지속 으로 투입된다. 도시는 재정 ,

조직 , 문화 기술 측면에서 신과 련된 험

을 수용하고 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가 이러한 험을 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민

간 부문, 국가 정부 기타 트 가 험을 이거나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가장 요한 신일 수 있다.

5. 결

도시의 문제해결을 해 추진된 스마트 시티는 련

기술의 발 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도 스마트 시

티에 한 정의는매우 다양하다. 그이유는 도시가 해결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매우 다양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 구축한 스마트 시티 역시 도시의 특색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

마트 시티에 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여 통합 인 정

의를 하 다. 한본 연구에서는 제4차산업 명시 를

비하고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해서는 도시

자체가 제4차 산업 명을 한 하나의 랫폼 역할을 수

행할 수있어야하는데이를 해 추구해야 할 략을제

시하 다. 제4차 산업 명 시 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한

번 더 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티 구축 목

표와 략은 도시의 문제해결과 효율성 제고에서 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도록 환되어야한다.

이를 해서는 스마트 시티가 제4차 산업 명시 에서

랫폼으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는 소

비와 수요 심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스마트 시티가

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제4차 산업 명 시 에서

의 도시는 생산과 공 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제해결 심의 스마트 시티는 개별 기술과 서비

스 심으로 진행된 측면이있다. 이와 같이 사일로된 기

술과 서비스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개

별기술과 서비스 심이 아닌 통합 랫폼으로 구축으로

되어야 하며 데이터 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문제해

결을 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도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 도시의 문제는 특정 지

역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의 문

제 해결을 해서는 도시 체론 인 시각에서 근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인근한 타 지역으로 확 해 나가야 한

다. 기 스마트 시티 로젝트들은 정부나 기술 공 자

심의 하향식 근이었다. 최근 유럽을 심으로 한 리

빙랩 로젝트들은 도시의 모든 이해 계자가 참여하여

야 하며 상향식 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랫폼 근은 도시뿐만 아

니라 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필요한 다양한 분

야와 산업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 성숙도를 진단할 수 있는 모

형이 필요하며 이에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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