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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적용

  Big Data Platform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for Smart City Development     

문승혁*

Seung Hyeog Moon*

요 약 인류 문명의 발전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발전과 운송 기술의 진화와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의 도시 발전은

수송비 절감과 한정된 중심업무 지구로서의 토지 이용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왔다. 도시 인구 밀집도의 지속적인 증가

는 지가상승, 교통 혼잡, 빈부격차, 공해발생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고 현재의 도시 생태

시스템으로는 전반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바로 도시생태계 내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 심야버스 운행 노선의 설계는 바로 심야의 도시 내 이동 인구의 흐름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렇듯 도시 문제의 해결은 도시 생태계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

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 이 플랫폼의 중심에

는 정보통신 기술의 기반 하에 도시의 구성 요소와 연결되어 실시간 수집, 분석 및 적용되는 빅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어야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적용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주요어 :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태계, 플랫폼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is in line with evolution of cities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p to now, a city has been developed owing to transportation cost reduction and needs for 
land utilization as a limited core business district. Continuous increase of urban population density has 
accompanied by lots of problems socioeconomically such as rise of land value, traffic congestion,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ir pollution, etc. Those issues are difficult to be solved in existing city ecosystem. However, 
a clue for solving the problems could be found in there. The design of Seoul mid-night bus route was from 
analysis of movement of people in the rural area by using ICT so that a city ecosystem should be firstly 
analyzed for solving rural issues. If the cause of those is found, big data platform construction is required to 
raise the life quality of citizen and the problems could be solved. Big data should b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platform connected with every element of city based on ICT for real-time collec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This paper addresses construction of big data platform and its application for sustainable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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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시티 (Smart City)는 정보통신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

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맞

추어 첨단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인공 지능이나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제어되고 스스로 알아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일컫는다. 스마트

시티의 정의는 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인지, 거주하는

사람인지, 도시를 관리하는 공무원인지와 같이 이를 바

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1] 그런데 스마

트 시티는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며 인프라 구축과 신기

술 적용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관계로 주로

정부의 정책과 관리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당분간

은 도시 생활자의 관점에 앞서 정부·지자체의 정책이나

기술 솔루션 제공 여부가 구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시티는 제한된 후보지에 완전히

새롭게 건설되는 경우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인해, 기

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방안

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진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시티를 이루는 구성 인

자, 즉,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빌딩 소유자, 교

통 이용자 등과 스마트 시티 인프라 개발자 그리고 정

책 입안자 등 모두의 협력에 의한 사용자 편의성을 극

대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스마트 시티의 현황

기존 전통적인 도시의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이

를 이루는 인프라인 에너지, 통신, 운송과 같은 공

공시설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도시 거주자의 활동과

인프라 관리자의 획일적인 운영과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는 반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사용자의 편익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개인, 특정 건

물, 운송 체계 등에 맞추어 최적의 환경과 사용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의 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여러 사용처의 요구사항을 수집

하고 축적된 빅데이터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서비

스의 제공과 제어가 이루어져야한다.[2]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U-City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에 힘입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적용되어

초고속 인터넷 망 제공, 방범 시스템 구축 등 아파

트 거주민의 주거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 3월 U-City법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건설

사업 위주로 신도시 및 개발 단지에 특화된 테마형

솔루션 기반 U-City 개발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U-City는 대규모 신축 신도시에서 통신, 교통, 방범

솔루션을 위주로 하는 테마형 서비스 제공에는 유

리하다. 그러나 기존 도시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 적

용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를 기존 도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용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개정되었다.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이 담긴 「스마트

시티 추진전략」이후 2019년 7월에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2019-2023)이 수립 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스마트 시티의 조성·확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으로 이루어져있다. 2019년 6월말 기준 전국의 78개

지자체 (광역 17개 시·도, 기초 61개)가 스마트도시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총 67여 곳에

이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률」제26조 및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스

마트시티「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적용으로 지자체 주도의 스마트 시티 활성화도 추

진되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시 성동구,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등 4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의「세종 5-1 생활권」과 부산시

의「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스마트 시티 선

도 모델 제시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

ⅡI. 스마트 시티 인프라

1. 교통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밀집과 도시 과밀 현상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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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5년 기준 약 34조원으로 추

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 2015). 이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이라는 문명

의 발전이 갈수록 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보여준

다.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혁신으

로 꼽히는 이유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 외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심 내 교통 혼잡과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평균 속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

고 있으나, 차량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개별차량

(Individual Vehicle)의 속도, 개별도로의 통행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3] 스마트 시티에서의 교통

수단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자율·지능형 자동차

의 발전에 따라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별차량, 도로 통행 특성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교

통 시스템이 통제되므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똑똑한 개별 차량 의 개

발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나 구글과 같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 스마트 시티의 주요한 교통 요소로서의 역할

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시

티 교통 혁신을 위해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에 기반을 두어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간 (Vehicle to Vehicle), 자

동차와 교통 통제 인프라 (Vehicle to Infra)간 실시

간 교통정보를 주고받으며 주행 할 수 있는 인프라

의 구축이 필요하다.[4] 이를 위해서는 개별차량의

개념에서 연결차량 (Connected Car)의 개념으로 발

전해 나가야한다.

2. 에너지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을 예를 들면, 스마

트 시티 이전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그

리드 (Smart Grid)로 진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력의

생산과 소비 정보의 실시간 분석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수급조절은 가능했다. 향후 스마트 시티에서는 마

이크로 그리드 (Micro Grid)기술을 통해 기존의 광역적

인 전력 공급 체계에서 탈피, 독립적이고 소규모의 분

산된 전원을 통해 도심 인근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로 스마트 시티의 기능과 환경에 적합한 전

력망을 구축,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마이크로 그리드의 전원은 기존의 원거리, 단

방향 전력 배송 시스템이 아닌, 근거리, 쌍방향 시스템

을 통해 값싼 전기를 활용하고, 자체 생산하고 남은 전

기는 판매를 통해 스마트 시티의 운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역의 에너지 회사들의 중앙 집중식 통제

와 서비스 제공에서 벋어나 도시의 거주지나 상업용 건

물은 에너지 사용을 사물인터넷 (IoT)기반의 스마트 기

기를 통해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제어는 물론 사용량을

분석하고 이용 패턴의 변화를 통해 독립적으로 에너지

를 절감할 수 있다. [5]

3. 초고속 정보통신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간 데이

터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사용 상태를 유지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교통 상황이나 에너지

시스템 혹은 빌딩의 관리 상태를 분석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실시간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

이다. 또한 어디서나 끊김이 없는 네트워크

(Seamless Network)의 구축이 요구된다. 방대한 양

의 처리를 위하여 스마트 시티에서는 5G 네트워크

의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에 초

고속으로 전송 및 고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 장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6] 따라서 5G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IⅤ. 스마트 시티 생태계의 발전

1. IoT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

서 이를 이루는 생태계는 구성 요소간의 상호 작용과

반작용으로 불규칙하게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한다. 새

롭게 생성된 이벤트, 예를 들어 도시 간선도로에서 발

생한 다중 추돌 사고는 도심 내 우회 도로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쳐 특정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공기 오

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듯 현재의 도시 생태계

에서는 사전 예측을 통한 이벤트의 방지나 인위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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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다. 다가올 스마트 시티의 궁극적인 모습에

서는 도심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소들, 예를

들어 교량, 도로 교통, 주차장, 소음, 가로등, 오염 상황

등의 판단을 위해 각 구성 요소에 IoT 센서의 빌트인

(Built-in)을 통한 실시간 감지 (Sensing)와 즉각적인

대응 (Actuating)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

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해 현실 세계 (도시 생태

계)내의 현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최적화 상태로 디자인

된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거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모두 공공기관이 모니터

링 하거나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NS

등을 통해 올린 도시 거주자의 정보와 요구사항도 IoT

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함께 스마트 시티를 발전적으

로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빅데이터 플랫폼

바람직한 스마트 시티의 생태계는 생태계의 주요

민간 영역별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점진적인 융합을 통해 통합적으로 진화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주요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체계가 갖추어져야한다. 이를 위한 빅데이터 플

랫폼을 구축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그림 1과 같이 스마

트 시티 구성 요소에 부착되는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

(Real Time) 혹은 근실시간 (Near Real Time) 수집되

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마트 시티 어플리케이션에 적

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개인으로부터 접수되는 SNS 데이터와 같은 텍

스트 메시지, 사진 혹은 영상자료와 같은 데이터도 포

함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데이

터를 동시에 분석 및 가공하여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시티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도

시의 운영체계를 아나로그 방식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에 기반을 둔 100%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야한다.

IoT Agent는 스마트 시티의 각 구성 요소에 부착된 수

많은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빅데이터 플랫폼 진

입의 관문 역할을 한다. IoT Agent를 통해 수집된 스마

트 시티 운영을 위한 각종 데이터는 대부분 다양한 형

태의 비정형 데이터로서 IoT Broker는 IoT Agent를 통

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빅데이터 저장

소 (Big Data Repository)나 Server에 전송한다. 새로운

포맷과 정형화된 형태의 데이터로의 가공은 저장소 내

에서 단순한 작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데이터의 가

감과 분석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은 저장소에서 분리하

여 빅데이터 처리 (Big Data Processing)모듈의 강력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진행된다.[7] 이러한 빅데이터 플

랫폼을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 및 스마트시티 어

플리케이션 적용을 통해 교통 시스템을 포함, 에너지,

상하수도, 쓰레기 관리 등 도시 관리 및 운영 체계 전

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빅데이터 플랫폼

Figure 1. Big Data Platform

Ⅴ.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 기회

1. 이동장치 및 부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생성되어 교통 어플리케이

션에 주어지는 데이터는 스마트 시티 내의 모든 교

통 시스템의 통합적인 관리 및 진정한 의미의

Connected Car를 실현시켜 줄 수 있다. 이는 자동

차의 자율 주행을 위한 통제뿐만이 아니고 교통 이

용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로의 모든 교통수단

까지 원활하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예

를 들어 주거지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도심으로 진

입, 환승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무인 경전철이나

공유차량을 손쉽고 시간낭비 없이 이용할 수도 있

고 초소형 개인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Device)를 이용해 직장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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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to-End 이동 솔루션에 대한 환경 친화적이고,

차량 흐름의 막힘이 없이, 빠른 공유 서비스의 지원

을 위해서는 교통정보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실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 202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

스에서 열린 CES 2020 전시회에서는 현대 자동차

와 우버가 손을 잡고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인 PAV

‘S-A1’를 선보였다.[8] 이는 개인 비행체의 공유경

제를 통한 도심 내 이동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스

마트 시티의 육상과 항공을 아우르는 교통의 혁명

을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End-to-End Connected Solution구현으로

기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 외에 육상

과 항공을 포함한 다양한 소형·개인 이동장치 관련

부품 산업과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 (AI)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 스마트 그리드

기존 전력망의 단점은 전력 공급자 위주의 일방

향 공급에 의한 비효율적 전력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된 전력의 손실 및 생산 원가 상승에 따

른 국가적 낭비이자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

시킨다. 스마트 시티는 무분별한 산업발전의 결과물

로서의 기존 도시 생태 시스템이 아니고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제고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등 자

연에 기반을 둔 전력생산은 수급조절이 어렵고 기

존의 전력 생산 방식도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

다.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양방향 수

급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신재생과 기존 에너지 생산 방식 모두 효율적인 전

력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무공해 자율 자동차

및 에너지 절감형 빌딩 관리 등에 필요한 값싼 에

너지의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 시티의 발

전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

다.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 홈 및 스마트

빌딩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 계량기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과 관련한 장비, 부품, 관련 소프

트웨어 등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보통신 시스템

스마트 시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5G 네트워크는 2018년 12월 한국이 세계 최초

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율 주행에 필요한 교통정보의 무선 송수신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스마트 빌딩 관

리에 필요한 네트워크, 도심 보안 관리를 위한 시스

템, 쓰레기 관리 및 처리 시스템, 헬스케어 및 복지

관리를 위한 센서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5G 네트워

크 관련 장비, 부품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도시 관리 통합 시스템

으로서의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모

든 스마트 시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통해 관리

가 되어야 하므로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 있는 네트

워크의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러한 새

로운 기회들로 인해 기존 산업의 성장률을 뛰어 넘

는 것은 물론 표 1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통한 신·구 산업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9]

표 1.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 기회

Table 1. Business Opportunity of Smart City

분야 비즈니스 기회

이동장치 및 부품

자율주행, 친환경 개인이동장치, 항공 모

빌리티 솔루션을 포함한 Connected Car

관련 장비, 부품, 관리 소프트웨어, 자동

차 공유 서비스 및 AI 관련 솔루션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관리 시스템, 에너지저장 시스

템, 스마트 계량기 등 전력의 효율적

수급에 필요한 장비, 부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시스템

스마트 빌딩, 보안, 쓰레기, 헬스케어

및 복지 관리를 위한 센서 및 5G 네

트워크 관련 장비, 부품 및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ⅤI. 결론

스마트 시티는 전통적인 도시의 모습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시의 생성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집중되는 인구를 수용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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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20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산 제품의 이송을 위한 교통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순기능은 태생적으

로 복잡성, 환경, 범죄 등의 문제 발생을 수반하였

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도시의 성

장은 필연적으로 분화 과정을 거치며 원래의 도시

의 구조와 기능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

로 발달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계획된 도시일지라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난개발에

따른 도시 기능의 마비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도시가 동일한 시점에 똑똑해 지

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시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기존 도시의 스마트

화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부 기능의 맞춤

형 적용 및 단계별 전개가 필요하다.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도시에는 이렇게

가장 필요한 독립적 요소의 선적용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빌딩 관리 시스템, 주차 관리 시스템, 쓰레

기 처리 시스템의 지능화 적용 및 운용을 통한 시

행착오를 발판으로 완전한 스마트 시티의 도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새로운 개발지역의 스

마트 시티 건설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교통, 상업건

물, 주거건물, 에너지, 보안 등 구성요소들이 이용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이들의 상호 연동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솔루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기존 도시에서 독립

적 요소별로 운용된 결과는 신 스마트시티의 건설

에 중요한 개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도시 건설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와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

에 세계 각국의 관심과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건

설, 자동차, 정보통신 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

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수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정책 입안, 규제완화와 함께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개발 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시티에 특화된 중소기업

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

으로 한 탄탄한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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