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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유행처럼 진행되어온 u-City 개발

에 해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리 인 도시공간개념

과 결합된 실도시로서의 u-City 개념설정을 시도하고, 

공간계획 측면에서 한국의 실에 합한 u-City의 개

발방안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I intended to confirm the concept of 

u-City as the real space in which citizens live, not 

as the virtual city in cyber space, and also I try to 

suggest the way of considering about u-City on 

the scope of physical planning from the step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computer to 

the step of intelligence of computer which service 

to the needs by its own decision for human being.

 

I. 서 론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우

리나라 정보화의 최종목표로 인식되면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도시의 기능이나 환경을 최 화시키는 것

이라 생각하고 있다. 불과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몇몇 사람

들에 의해 이끌어지면서 과열 상마  보이는 u-City는 일부 

신도시가 u-City로 건설되기 한 비를 하고 있고 국가 인 

차원에서도 “u-City 건설지원법(가칭)”이 논의되고 있을 정도

로 진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u-City도 도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만큼 도시속의 생

활주체인 시민의 삶과 공간계획의 상으로서 u-City가 검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의 생활과 련된 연구나 

공간계획 인 측면의 고려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u-City에 한 공통의 개념정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직 선진국에서도 실험실 차원이거나 특정 기업의 홍

보를 한 시도가 고작이고, u-City 건설의 목 도 특정 기술

개발의 실험공간으로 시도되거나, 사회 인 필요성을 해결하

기 한 목 이 부분이고 많은 비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원고는 u-City가 가지는 공간 인 개념과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재조명하며, u-City의 개발단계별로 검토되거나 고

려해야 할 사항에 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u-City 개발방안을 제안하고자하며, 나아가 공간계획분야도 

정보화나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시켜 향후 어떻게 발 해 나

아가야 할 것인가에 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u-City 개념정의
소극 인 u-City의 정의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목된 공간

으로 네트워크된 도시라 할 수 있고, 극 인 정의는 첨단 정

보통신 인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

여 생활의 편의증 와 삶의 질 향상, 체계 인 도시 리에 의

한 안 과 주민복지 증 , 신사업 창출 등 도시제반 기능을 

신시  수 있는 21C 첨단도시로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u-City에 한 정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지만 제안주체별, 제안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그 차별성을 악할 수 있다. 

제안주체별 구분은 가) 학계나 연구기 , 나) 통신  SI 

련 기업, 다) 신도시 개발주체, 그리고 라) 정부  지자체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각자의 목 에 합한 u-City 건

설의 필요성이나 건설효과에 한 논의를 하고 있다.

편익에 제안 별 차이는, 첫째, 기술 인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로 ‘첨단 정보통신 인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가 도

시공간에서 융합되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지능화/네트워크화 

하여 지능 으로 도시가 리되는 것’으로 보는 이고, 둘째

는 도시생활환경을 개선에 기여한다는 으로 ‘정보화에 따

른 도시생활의 편의증 와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안 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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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향상 등을 이룰 수 있고, 친환경․자 자족․지속가

능한 구조의 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는 ,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재가 모이고 신이 일어나며, 신산업의 창출 등 도

시 제반 기능을 신시켜 국가경제발 의 동력을 확보하게 된

다.’고 보는 이다.

2. u-City 건설의 기대효과
2.1 최 의 도시공간 건설

u-City의 기본개념은 기술발 에 의해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최 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기 하고 있다. 구체

인 기 효과로는 환경정보의 실시간 리나 자원의 순환 활용

시스템구축을 통한 자원 약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공간

이 조성될 수 있고(친환경 도시), 도시재난 요소에 한 상시모

니터링과 재난발생시 피난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도시 내 방

범의 체계 인 리를 통해 시민생활의 안 을 도모하게 되며

(안 한 도시), 각종 첨단설비가 결합되어 다양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실시간 도시시설물 리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게 도리 것으로 기 되고 있다.(스마트 도시, 지능형 도시) 

2.2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것으로 기 되며 구체 인 내용으로는 자정부와 지방정부 

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실 하여 고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해주며(고도화된 도시행정서비스), 첨단장비의 개발과 장벽 없

는 도시환경을 실 하여 노약자나 장애자, 도시빈민 등 사회  

약자를 우선 배려하게 될 것이며(사회복지 도시), 각종 스마트

한 기능의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근이 실 됨으로써 정주의식을 높이

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살기 좋은 도

시). 

2.3 산업발 의 성장 동력 제공

u-City 건설은 내수를 진하고 국내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되고 있으며 구체 으로는 우선, IT839 략의 

융복합 서비스를 실 하여 다양한 시장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

로 기 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부문의 고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건설부문의 고용창출 효과의 시 지 융합에 의한 가치

신과 모듈형 도시구축에 의한 로벌표  선   u-City 

개발 노하우 수출정보통신과 건설산업의 융합에 따른 내수와 

수출로 이어지는 략의  구 으로 IT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나아가 다양한 국가사업을 u-City에 구 하여 국가 역량검

증의 테스트베드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발 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시킴으로써 도시건설의 시 지 효과가 극

화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u-City 구성과 개발단계
3.1 u-City 구성요소

1) u-City 기반인프라
기반 인 라는 도로, 유틸리티, 통신 등 시설별 인 라와 주

거, 물류, 교육․의료, 공공․사회, 교통, 통신․방송, 상업, 비

즈니스 등 용도공간별로 나  수 있다. 

용도 공간별 인 라를 살펴보면 주거부문에서는 주택․아

트단지, 물류부문에서는 공항․항만, 교육․의료부문에서는 학

교․병원, 공공․사회부문에서는 행정부서․경찰서․소방서, 

하천․공원, 교통부문에서는 승용차․ 교통, 통신․방송 부

문에서는 DTV․휴 단말기․상업부문에서는 쇼핑몰․시장,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등을 들 수 있다.

2) u-City 도시서비스
u-City 서비스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도로, 상수도, 가스, 기, 통신, 교량, 환경  기상 등 공익  

서비스와 물류, 교육․의료, 상업, 비즈니스와 련된 수익성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정도에 때라 인간과 컴퓨터의 단순한 정보교환의 

단계에서 컴퓨터가 인간의 기호를 단하여 스스로 행동해주

는 지능형 서비스까지 구분할 수 있다.

3.2 응용서비스단계별 u-City 개발

유비쿼터스의 응용서비스와 련해서 u-City의 개발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의 u-City는 고속 유·무선 정보통신의 인

라가 구축된 도시로 실 으로 응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홈네트워크 등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 계획에 포함

되는 u-City의 개념과 IT 클러스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특정 분야, 특히 지자체의 입장에서 효

과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도입, 운 하는 

단계로, 지자체의 동향에서 복합산업 심의 도시건설사례가 

해당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특정 지구를 심으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응하는 제품들을 개발

하고자 하는 IT 기업들이 직  운 에 참여 할 수 있고, 제품

을 시험해 볼 수 있어 민·  트 십에 의한 신지구로 운

이 가능할 것이다.



82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4 No. 1

마지막 단계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각종 기기들이 더욱 지능

화 되어, 스스로 정보를 수집, 단하고, 각 기기들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단계의 도시로 

지능화된 도시가 구축되어 최 의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

게 된다.

4. u-City 건설과 공간계획측면의 고려
4.1 건설단계별 u-City 개발

1) 기반구축단계
u-City 건설을 한 기반구축단계에서는 우선 국가정보기본

계획인 U-Korea 사업 속에 u-City의 역할과 실천 략 구체

화시키고, 공간단 (도시, 단지, 복합건물)별로 구분된 u-City 

인정기 과 새로운 기술발달을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

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간계획의 최우선 패러다임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수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u-City ISP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u-City 건설 기본계획 

수립해나가야 한다. 

2)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 이 에 u-City의 구성원들의 수요와 재와 가까

운 미래에 실  가능한 기술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용방안과 u-City 구 을 

한 과제 도출  해결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황분석을 기

반으로 실천 가능한 u-City Vision  목표를 정량 이고 구

체 인 계획지표로 제시하고 로드 맵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u-City 추진 략 속에는 서비스모델과 구 모델이 구분되어 

설계되고, 법/제도, 산/재원, 홍보 등 구체  실행방안이 공

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설 및 운영단계
건설 기단계에는 정보통신 인 라를 먼  구축하고, 정보환

경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등을 통해 도시발

을 선도하는 도시인 라 구축하도록 한다. 도시공간구성은 

u-Community 등 u-개념에 합한 새로운 공간구성체계 실

하고, 새로운 산업활동 육성과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녹지와 

문화공간의 확 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건설계획은 추진기 이나 지자체의 산 허용범 와 기술  

지원이 가능한 범 로 사업을 규정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과 사업실 을 한 지속  력 계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며, u-City 건설을 통해 기존 도시가 갖는 문제 들

을 개선시키면서도 정보격차 등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회  약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해야 한다.

4.2 공간계획과 u-City 건설과정의 융합방안

공간계획이 u-City의 건설단계 속에 융합될 수 잇는 방안으

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

는 기존 공간계획체계 속에 u-City 를 수용하는 단계로 계획

배경  목표설정에서 정보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부

문별계획  정보통신분야를 보완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

고,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활용하지만 허용용도  형태의 변화

와 시설설치를 한 지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화가 반 된 새로운 공간계획체계 정립

시키는 것으로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을 담기 한 용도지역지

구제를 신설하고 합한 공간계획기 을 마련하고, 거리와 공

간자원에 한 개념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간배치  계획지표 

용시  수 있는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화와 공간계획의 융합되는 단계로, 장기

이고 사  결정 인 공간계획에서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 즉

시 이고 가변 인 도시 리로 환시키고, 시민  사물의 모

든 정보가 실시간 수집되므로 데이터마이닝과 정보분석  의

사결정이 계획의 주된 요소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Ⅲ. 결 론
u-City에 한 지 까지의 논의는 주로 기존 도시공간의 틀 

속에 통신인 라와 앙 제센터 그리고 RFID와 센서들이 결

합된 장치들이 설치된 도시의 이미지만 강조되었고, u-City 제

공되는 서비스들은 실 성이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수요와 연

결될지에 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에게 제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로 u-City 가 진행되면 이

상 인 정보화 도시가 아닌 산화된 도시건설의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 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u-City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을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첫째, 무분별하게 제안되는 u-City라는 용어를 용할 수 있

는 기술수 과 제공 서비스의 유형과 기 을 설정하여 인증제

도를 실시하고, 표 화를 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실  가능한 도시시설과 서비스를 심으로 제안되어

야 하고, 단기간에 실 되지 못하는 이상 인 부분은 그 한계

를 분명히 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단계 으로 도입될 수 있도

록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계획체계 속에 u-City 건설을 한 요구가 수용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분야의 정비 필요하고, 공간계획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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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을 u-City 개발에도 최우선으로 반 하여 '선 계획 - 

후 개발' 개념을 용하여 'u-City 건설을 한 마스터 랜' 

에 따른 단계별 실천계획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신도시건설(행복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사업

에 건설에 시범 용을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u-City 련 논의는 재의 도시문제

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심으로 이루어져야하

며, 기술 심의 제안보다 시민 생활 심의 u-City 제안이 필요

알 것이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이 참가하는 

공동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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