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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결합된 컨버전스는 정보통신 분야의 단위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등장
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컫고 있다. 이러한 컨버전스 기술의 파급효과 및 컨버전스 사회의 현상들은 이미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의 전 부분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필요한 
기술현황 및 전망과 컨버전스의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제어 : 컨버전스, 스마트 시티, 컨버전스 기술, 단위기술 융합, M2M

Abstract  In information society, Convergence was combined with a word ‘digital’. Digital convergence means a 
service or new product which appeared through fusion of unit technologi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gions. The effects of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social phenomenons are visualized in overall regions of 
society such as economy, society, culture, etc. In this paper, we described a prospects and technologies needed 
in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And we described a smart city which was leading case in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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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사회는 컨버 스(Convergence) 는 디지털 

컨버 스(Digital convergence)의 시 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컨버 스라는 용어는 다의 이다. 사 인 의미로

서 컨버 스는 한 에의 집 , 집 선 내지는 수렴을 의

미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이라는 말과 결

합된 컨버 스는 정보통신 분야의 단 기술들의 융합 

는 수렴을 통해 등장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는 

그런 경향을 일컫는 시 어로 사용되고 있다[1].

이처럼 디지털 컨버 스라는 말이 일차 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들의 융합, 하드웨

어간 융합, 소 트웨어간 융합,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융합, 인간과 기계의 융합, 가상공간과 물리공간의 융합

등으로 이해되지만 그 의미와 장은 단순히 화학  결

합이나 경제  효용 증 에 머물지 않는다. 복수의 기술

과 미디어 는 문화요소들이 나름의 발 과 융합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사이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이들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일마  무의미해지는 상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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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 질서와 문화 상이 출 하고 우

리들의 일상생활 반이 변모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컨버 스 기술의 효과와 새로운 컨버 스 사회의 

조는 이미 경제, 사회, 문화, 정치등 사회의  부분에

서 가시화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건설, 토목분야에 

목한 인텔리 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과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등은 이미 실화된 컨버 스

의 사례들이다. 과거 기계공학 분야의 유물이었던 자

동차 역시 실제로는 기계공학, 자공학, 재료공학과 디

자인 분야가 서로 힘을 합친 결과인데, 미래에는 친환경 

기술, 인간친화 인 기술들이 추가로 합류됨으로서 새로

운 융합 자동차공학이 부상할 것이다.

동서양의 음식이 융합되고 재즈와 국악이 서로의 경

계를 넘나드는 것에서 보듯 컨버 스의 외연은 최근 기

술과 기술, 기술과 사회, 기술과 문화를 넘어 사회와 문화 

간 융합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컨버 스 환경에서의 

필요한 기술 황  망과 컨버 스의 표  사례인 

스마트 시티에 해 기술하 다.

2.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디지털 컨버 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단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런 디지털 컨버 스는 과거에는 기술, 

제품간의 단순한 기능  결합이었지만, 최근에는 제품, 

서비스간의 유기  결합과 함께 기존 산업에 IT를 목

해 산업 고도화와 신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궁극 으로는 기존 가치의 하락없이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Value Creation), 사업  서비스 

역을 확 하며(Convergence Extension), 기능을 하나

로 통합(Function Integration)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융합 환경을 구 하기 해서는 서비스, 네트워크, 디

바이스(Device)등 3개 요소가 필요하다. 서비스는 사용

자의 최종 사용 목 이고, 네트워크는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하는 인 라  요소이며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서비스

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물리  요소이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 스를 해 필요한 기술은 략 4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양화

디바이스가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의 결합 으

로서 요하다면 인터페이스는 디바이스안에서도 사용

자가 서비스와 만나는 요소이면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의 첫 단계로서 매우 요하다. 아이폰의 멀

티터치 인터페이스는 신 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세계의 사용자들로부터 열 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 증강현실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확산

증강 실이란 실시간으로 디지털 정보를 실세계에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이다. 재의 치나 사용자 의도

등 컨텍스트(Context)에 기반 한 정보들을 실세계에 

혹은 디지털 세계에 표 함으로서 실과 가상세계를 융

합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부각되고 있다. 

SNS는 콘텐츠 유통  소비의 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

으며 검색엔진과 결합해 차세  온라인 검색의 게이트웨

이, 기업들에게 사용자와의 을 제공해 으로서 

고 랫폼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M2M(Machine to Machine) 서비스 확대

M2M은 기본 으로 기계간의 통신을 의미하며, 기계 

 이와 연동되는 네트워크, 랫폼  정보를 결합해 감

시, 검침, 제어, 공지, 추 등의 기본 인 기능조합을 통

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의 등장과 커버리지  안정성 증

가, 통신모듈 가격 하락, 다양한 센서 기술 확   성능 

 가격경쟁 확보로 M2M의 용 확산이 기 되고 있다. 

일례로, 센서, 의료 모니터링 단말기나 모바일 기기를 통

해 수집된 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WLAN, 셀룰라등)을 

통해 송하여 생체신호 모니터링  험신호를 감지하

는 모바일 헬스 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 실시간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의 확대

향상된 컴퓨  워와 무선 네트워크의 결합을 바탕

으로 치, 상, 소리등 유비쿼터스 정보의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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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해짐으로서 다양한 비비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에서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실시간 치정보

를 활용한 서비스이다. 한 B2B 역에서도 실시간 유

비쿼터스 정보를 공유하는 비즈니스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배송 문 업체에서는 온도, 치, 도로상

황에 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배송을 효율화하는 

배송 리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3. 스마트 시티

3장에서는 표 인 디지털 컨버 스 사례인 스마트 

시티에 한 배경  발 과정, 임워크(Framework), 

사례등에 해 기술하 다. 

3.1 스마트 시티 배경 및 발전과정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주요 도

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해 센서 심의 유비쿼터스 환경에 지능화의 의미가 

포함된 도시를 말한다[2][3].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배경

으로는 크게 3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 도시화의 가속화 상을 들 수 있다. 2000년 이

후 도시거주 인구수는 교외지역 인구수보다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UN에서는 도시화에 수반되는 문제들에 한 

심, 해결책등의 필요성을 지 하면서 2000년에 Urban 

Millennium을 선언하게 되었다. 2007년 발표된 도시 가

속화와 련된 통계자료 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Fig. 1] City Related Data(UN, (2007))

2030년 이후에는 체 인구 약 81억명  5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상하 다. 한 도시의 개수가 

증가하고 도시 거 화 상이 두드러지게 출 할 것으로 

측했다.

둘째로 생활 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사화가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경제  여유로움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  환경 친

화 인 요소를 요시 하고 있다. 한 도시내에서의 자

족 기능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IT 융합 상을 들 수 있다. IT 련 기술

들이 발 하면서 타 산업과의 컨버 스 상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 새로운 역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 표 인 로서 스마트 헬스 어를 들 수 있다.

스마트 시티는 기,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안에서의 

사이버 시티(Cyber city)로부터 시작하여, 재의 스마트 

시티로 발 되어 오고 있다[5].  

3.2 스마트 시티 프레임워크

스마트 시티에 한 임워크는 그림 2에서처럼 5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요소별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 도시민들이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인 라들을 리, 감

독하는 기 .

-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스마트 빌딩이란 냉

난방, 조명, 력시스템을 통해 운 이 자동화된 빌

딩으로 미국의 OCS(Office Communication 

System)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최  스마트 빌딩으

로는 시티 이스 빌딩을 일컫는다.

-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기술과 

융합된 보다 해진 미래 교통서비스의 총체  

개념으로서, 개인  사회 맞춤형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 서비스는 이용자의 특성  상황에 

맞는 상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서비스

는 교통 리 측면에서 교통흐름  수요를 최 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스마트 에 지  환경: 스마트 에 지는 스마트 그

리드를 의미하며, 스마트 환경은 자연친화 인 요소

들 즉, 그린 IT  탄소 정책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컨버전스와 스마트 시티에 관한 연구

17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Sep; 11(9): 167-172

- 스마트 서비스(Smart Service): 시민들에게 제공하

기 한 다양한 서비스 유형들을 의미하며, IT기기

등을 통해 수집, 가공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

다. 여기에는 행정, 보건, 환경, 방범, 교육, 문화등의 

각종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Fig. 2] Smart City Framework

3.3 스마트 시티 사례

본 에서는 지 까지 추진되어온 스마트 시티들 에

서 유럽을 표하는 스마트 시티로 인정받고 있는 덴마

크의 크로스로드와 아시아의 표 인 스마트 시티 계획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말 이시아의 사례를 기술하

다.

먼  그림 3에 나타난 덴마크의 크로스로드는 2002년 

출범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마트시티 로젝트로 크로

스로드가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990년  들어 덴

마크 코펜하겐 부근의 공장들이 임  때문에 동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공장과 항구 지역의 슬

럼화가 되었다. 코펜하겐시는 이들 공간에 제조 산업을 

체할 새로운 동력원을 육성하겠다는 목 으로 크로스

로드(Cross Roads) 로젝트 진행하 다. 크로스로드는 

문화, 미디어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도시를 의미하 다. 

크로스로드의 리빙 랩(Living Lab)은 연구실을 개념화해 

일반인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수용하고 미래도시 방향

을 제시하 다. 이러한 리빙 랩이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이 심이 되는 도시 : 기술이 심이 아니라 인

간이 심이 되는 도시이며, 어떤 서비스가 인간에

게 유용할지는 시민이 결정하고 정의한다..

-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 :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사

용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도와  수 있는 다 기능

 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는 디지털 통신 서비스

의 지식은행의 구실도 담당한다.

- 윤리 으로 합리 인 기반 : 도시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윤리 으로 합리 인지 단하며, 각 측

면에서 사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역활을 한다.

재 코펜하겐 크로스로드에는 코펜하겐 IT 학 등 

여러 학과 노키아, hp 등 민간기업, 덴마크 방송, 왕립 

도서  등 공공기 이 입주해 있다. 크로스로드는 문화

와 미디어, 통신기술을 결합한 도시, 개인과 기업 간 네트

워크로 국제  연구개발 도시로 발 하 다. 

[Fig. 3] Denmark Crossroad

다음으로 아시아의 신흥국가로 발 돋음하고 있는 말

이시아에서는, 1991년 마하티르 총리가 주창한 Vision 

2020의 구 략으로 그림 4와 같은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로젝트를 추진하 다. 30년 장기 인 

사업계획인 MSC 비  계획의 목표는 최종 으로 지시

기반 사회를 지향하면서, 신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해 규모의 인 라 개발

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3단계로 나 어 추진되고 있다. 

한 이 로젝트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기술공원

(Technology Park), 정보산업단지(Cyber-jaya), 사이버

정부, 신도시(Putrajaya)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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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  추진을 해 MDC(Multimedia Development 

Company)라는 공기업 형태의 국 회사 설립하여 추진

하고 있으며 기술 신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  국제  

IT 사업자들과의 트  쉽을 구축하고 있다. 로젝트

의 세부내용은 그림 5와 같다.

[Fig. 4] Malaysia MSC Vision

[Fig. 5] MSC Vision Detail Plan

4. 결론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컨버 스”라는 이름으로  진행

되고 있는 디지털 세계의 수많은 세 교체 상에 직면

하고 있다. 애 의 스마트폰 등으로 발된 스마트폰 경

쟁이 그러하다. 이로 인해 구 은 구 폰을 내놓더니, 이

제는 TV 역에서 기존의 TV제조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애 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주 사업이었으며, 구

은 네트워크 기반의 소 트웨어를 주로 다루었다. 하지

만 이들은 정보통신 역인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 진

입을 시도하 고, 이러한 시장 진입 역이  더 확장

되고 있다. 바로 디지털 컨버 스의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컨버 스 환경에

서의 필요한 기술  망과 컨버 스의 표  사례인 

스마트 시티에 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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