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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f 
Ubiquitous City through Evolutionary Map of 

Ubiquitous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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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시티의 진화지도를 통하여 유시티 진화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유시티 진

화 특성은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 등으로 구성된 STIM 모형의 관점에 따라 부문별 진화지도

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국

가정보화백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시티 서비스는 행정 정보화 서비스, 

기업 정보화 서비스, 행정·생활 정보화 서비스, 행정·공간·민간 정보화 서비스로 진화되었다. 

둘째, 유시티 기술은 유선 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프로세싱·초고속 네트워크, 네트워크 및 보

안, 융합기술 등으로 진화하였다. 셋째, 유시티 인프라는 유선 네트워크, 유·무선네트워크, 지능화 

시설(1990년대 후반), 지능형 시설 공간(2000년대 초반)으로 진화되었다. 넷째, 유시티 관리는 

단위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정보연계 및 운영 관리, 정보통합 및 참여운영 관리 등으로 진화 되었

다. 따라서 유시티는 행정 중심의 정부 정보화, 기술 중심의 컴퓨터 지향 사회, 서비스 중심의 정

보화 도시, 공간 중심의 유시티로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유비쿼터스 도시, 진화 지도, 진화 특성, U-서비스, U-기술, U-인프라, U-관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U-City characteristics through the U-City historical 

mapping. The U-City characteristics were analysed by building the U-City historical map 

in terms of STIM model which consists of service,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The data for analysis is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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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from 2002 to 2013. As a result, first, 

the U-City service were evolved from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enterprise 

informatization, administration/living informatization and administration/space/private 

informatization through the intelligence facilities and space. Second, the U-City technology 

were changed through wire network, sensor/network, processing/super-highway network, 

convergence of network/security. Third, the U-City infrastructure have had evolutionary 

process such as wire computer network, wire/wireless network, intellectualization facility 

and intelligent facility space. Forth, the U-City management were carried out with 

making the unit network/infrastructure management, information connection/operating 

management and information integration/participation management. Therefore, the history 

of U-City has been making rapid development in government computerization, computer 

oriented society, information city and ubiquitous city.

KEYWORDS : Ubiquitous City, Evolutionary Map,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U-Services, 

U-Technology, U-Infrastructure, U-Management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인 국가정

보화 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화 산업을 추진하여 

2012년 UN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 정책 및 산업 부분에

서 인정받고 있다(MOPAS, 2013a; 2013b). 

이러한 정보화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등의 정보시스템과 도시 

관리 특성이 융합된 유시티(Ubiquitous City, 

U- City)의 개념을 등장시켰다(Lee, 2012).

국가 정보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등장한 유

시티는 관련 산업 범위가 넓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미래 한국을 이끌‘범정부 17대 신성장동

력’으로 선정되는 등 유시티를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R&D사업을 통

해 관련 기술 및 정책을 개발하였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의 제정, 2009, 2013년에 각각 발

표된‘제 1,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시티 건설 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유시티 개발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MOLTM, 2009; KRIHS, 2013).

이후, 최근 신도시들은 유시티 구축이란 모토

로 유비쿼터스 전략계획(USP)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유시티는 다양

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에서 시작

된 유시티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Lee and Leem, 2010). 또한, 정보통신

기술로부터 시작된 유시티를 단어로 나열하고 

있을 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부터 어떻게 시

작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화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

시티가 정보통신기술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유시티로 진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유시티 서비

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항목으로 진화지도를 

작성하여 유시티 진화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긴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다층형 유시티 아키텍

처(Multi-Layered U-City Architecture)인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 등 유시티 진화 특

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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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STIM 모형(STIM 

Model)이다. STIM 모형은 다층형 유시티 개

념에 기초한 모형으로,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레이어로 구성되어있다. STIM 모형은 

4개의 레이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유

시티 아키텍쳐에 기반하고 있다. 

STIM 모형으로 분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시티 서비스는 생활, 업무, 놀이, 이동 등 4

가지로 분류되였다. 유시티 기술은 5가지로 분

류되었으며, 센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

세싱, 보안 기술이다. 유시티 인프라는 고정형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와 이동형 유비쿼터

스 컴퓨팅 인프라,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분류되

었다. 유시티 관리의 분류는 4가지로, 분류 내

용은 도시기반시설 관리, 도시정보 관리, 행정

조직‧법 관리, 시민참여 등 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안

전행정부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국가 정보화 백서이다. 이 외 분석 자료는 유시

티백서, 정보화정책 보고서, 지자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보고서와 U-City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연구의 분석 자료

로 구축 하였다.

유시티 진화 특성 분석은 각 자료의 시기별, 

분야별 사업내용을 다층형 유시티 아키텍쳐인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분류 기준을 통해 

시기별로 맵핑하여 유시티 진화 지도를 작성하

고, 작성된 진화 지도를 토대로 진화 특성을 분

석하였다. 진화 지도는 X축을 시간 축으로 구

성하였고, Y축을 다층형 유시티 구성 항목인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세부요소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유시티 진화 특성은 유시티 진

화 지도에서 나타난 요소별 공통점 및 특징을 

그룹핑, 클러스터링하여 특성이 분석되었다.

문헌고찰

1. 유시티 개념 특성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은 1988년 미국

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에 의해 주창되었

다. 마크 와이저는 1991년에‘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라는 논문을 통해 21

세기 컴퓨터 환경과 형태를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이라는 단어로 표현하

였다(Weiser, 1991; 1993).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의 실제적 구현은 1984

년 사카무라 켄(Ken Sakamura) 교수의 트론

(The Real-time Operating System 

Nucleus, TRON)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다. 

트론 프로젝트는 모든 사물에 소형 칩을 내장

하여 생활공간에 있는 가구, 기기들이 지능을 

갖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퓨터

(Everywhere Computer)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Ken Sakamura, 2002). 

유시티는 Ubiquitous와 City의 합성어이다. 

유시티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언

제, 어디서나의 개념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유시티 개념의 기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개념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

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다. 유시티의 공식적인 최초의 논의는 2002년 

전자신문에 기고된‘21세기 아젠다 u-코리아 

비전’에서 제기 되었다(Kim et al., 2002). 

초기의 유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공간이 융

합된 공간,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융합을 통한 

상호 발전 도시 등으로 정의 되었다. 그러나, 

근래의 유시티 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연구에서 도시 공간 중심의 연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간중심의 유시티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간중심의 유시티는 각종 

도시시설물,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이 내장되어 

도시가 관리되고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되었으며, 지능형 공간

의 개념으로 진화 되었다.

2. 유시티 추진 특성

국내 유시티 사업의 종류는 국토교통부가 추

진하는 유시티 시범도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본

계획 수립 사업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유시

티 구축 기반조성사업이 있다. 이와 별도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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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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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

진하는 기타 유시티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유시티 시범도시 사

업은 국가에서 유시티 사업을 원하여 지자체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이 사업을 통해 11개 

지자체가 건설 중에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기본

계획 수립 사업은「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

에 관한 법률」제 8조, 제 10조에 근거하여 유

시티 건설사업 이전에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며, 

수도권 8곳, 충남 1곳, 전남 1곳, 경남 1곳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 안전행정

부에서 주관 및 추진하고 있는 유시티 기반조

성사업은 U-IT기술을 생활에 접목하여 편리하

고 안전한 유시티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

를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광주, 남양주, 의정부, 여수, 

경주, 강릉 등 총 8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타 

유시티 사업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산업통

상자원부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사업,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구축사업 등이 있다.

분석 모형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STIM 모형이다. STIM 

모형은 공간 중심적 유시티의 다층형 유시티 아

키텍쳐(Multi-Layered U-City Architecture) 

개념에 기초한 모형이다. 다층형 유시티 개념은 

ICTs와 시설 및 도시 공간의 결합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유비쿼터스 도시 등의 건설에 관한 법

률」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 개념이다(MOLTM, 

2007; L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유시

티 형태로써의 가장 진화된 다층형 유시티

(Multi-Layred U-City) 개념을 중심으로 유시

티의 핵심 구성요소인 서비스(Service), 기술

(Technology), 인프라(Infrastructure), 관리

(Management)를 본 연구의 모형으로 제시하

였으며, STIM 모형(STIM Model)이라 명명

(命名)하였다.

1. 유시티 서비스 도출과정

다층형 유시티 아키텍쳐인 STIM 모형의 대

분류인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세부 분류 

도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시티 서비스는 도

시의 구성요소인 사람, 활동, 건물·시설, 토

지·공간(Lee, 2009)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으로 가정하였으며, 매슬로우(A. Maslow)의 5

단계 욕구계층이론과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4차 근대건축국제회의(Congrès 

Internationauxd’Architecture Modern, 

CIAM)에서 제시한 4대 활동기능바탕으로 정

리하였다. 따라서, 유시티 서비스는 생활

(Living), 업무(Working), 놀이(Playing), 이

동(Moving) 등 4개로 재분류하였다.

FIGURE 2. Derivation of U-City service by STIM model (Re-structured from Ki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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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시티 기술 도출 과정

유시티 기술은 정보의 수·발신 처리를 위한 

기술로써, 건설기술(CT), 정보통신기술(ICTs) 

그리고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C-ICTs)로 

구성된다. 유시티 기술은 일관된 방향성을 지닌 

기술 분류, 유시티 기술에 특화된 기술 분류, 

표준화된 기술 분류 등의 전략을 통해 도출되

었다(MOLTM, 2009). 따라서, 유시티 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유비쿼터스 지향적인 기술을 정보를 인

식하고, 실행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필

요한 센싱(Sensing, 정보입력), 네트워크

(Network, 정보전달), 프로세싱(Processing, 

정보처리), 인터페이스(Interface, 정보표현), 

보안(Security, 정보보안)등 5가지 등으로 분

류되었다(MOLTM, 2008). 

3. 유시티 인프라 도출 과정

유시티 인프라는 도로, 급·배수, 전력망, 통

신망 등의 기존의 도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

(ICTs) 인프라를 융합한 도시·IT 인프라라고 

정의할 수 있다(MOLTM, 2008). 이러한 유시

티 인프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변화한

다. 유시티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술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가변 요소)과 변화하

지 않는 것(불변 요소)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MOLTM, 2008). 따라서, 유시티 인프라는 불

변요소와 같은 고정형 인프라(Built Ubiquitous 

Computing Infrastructure, BUCI)와 가변요소

와 같은 이동형 인프라(Movable Ubiquitous 

Computing Infrastructure, MUCI), 통합운영

센터(Integration Operation Center) 등 3가

지로 분류 되었다.

4. 유시티 관리 도출 과정

유시티 관리는 도시전체의 공간체계, 사회·

경제체계, 청치 및 행정체계 등 도시의 종합적 

계획, 경영 및 행정이 정보통신기술(ICTs) 과 

서로 융합되어 도시가 관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Lee et al., 2009). 유시티 관리는 호란과 스

패로우가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시티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유시티 도시기반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정보의 수집 전달을 위한 도시정보 관

리, 기반시설과 도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정비하는 주체인 행정조직과 법 관리, 유시

티 서비스의 수혜자인 동시에 재원부담자인 시

민(참여)을 유시티 관리의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Horan and Sparrow, 2004, MOLTM, 

2008).

FIGURE 3. Derivation of U-City technology by STIM model (Re-structured from 

MLTM(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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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IM 모형에 따른 유시티 구성요소 분류 

결과

다층형 유시티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한 

STIM 모형은 각각의 도출 방법에 따라 서비

스, 기술, 인프라, 관리 등 4가지로 분류되었다. 

유시티 서비스(Service)는 생활(Living), 업무

(Working), 놀이(Plating), 이동(Moving)으로 

중분류 되었으며, 각 부문별‘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96개 통

합서비스, 228개 단위서비스로 분류된다. 생활

의 중분류는 생활보건, 생활환경, 생활안전, 생

활편의, 사회복지 등으로 소분류 되었다. 업무

부문은 교육·학습, 물류지원, 업무지원, 시설관

리 등으로 나뉘었으며, 놀이는 놀이여가, 문화

예술, 여행관광, 쇼핑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동

의 소분류는 물류·유통, 보행교통, 대중교통, 

교통운행 등으로 분류되었다.

유시티 기술(Technology)은 센싱(Sensing), 

네트워크(Network), 인터페이스(Interface), 

프로세싱(Processing), 보안(Security) 등 5가

지로 분류되었으며, 각 부문별 U-Eco City 사

업단에서 분류한 유시티 기술 분류체계에 따라 

FIGURE 5. Derivation of U-City management by STIM model 

(Re-structured from Horan and Sparrow, 2004)

FIGURE 4. Derivation of U-City infrastructure by STIM model 

(Re-structured from MLTM(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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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통합기술, 107개 단위요소기술로 분류된

다. 센싱의 소분류는 상활인지 기술, 광역정보

수집 기술, 위치인식 기술, Wireless Tag 등으

로 분류되었으며, 네트워크는 인터넷 주소표준 

기술, 유·무선 통신 기술, 광대역 무선통신 기

술, 무선기반 PAN 기술 등으로 소분류 되었다. 

인터페이스는 동영상 및 오디오 코덱기술, 화면 

패널 기술인 LCD, PDP, OLED, FED, LED 

기술 등으로 소분류 되었다. 프로세싱 기술 소

분류는 USN 미들웨어,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VRTX, xTRON, Embedded Linux 기술 등으

로 분류되었다. 보안 기술의 소분류는 암호·인

증·권한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지식 콘텐츠, 

위험관리, 재난관제, 보안로봇 등으로 분류 되

었다.

유시티 인프라(Infrastructure)는 고정형 유

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Built Ubiquitous 

Computing Infrastructure, BUCI), 이동형 유

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Movable Ubiquitous 

Computing Infrastructure MUCI), 통합운영

센터(Integration Operation Center)로 분류 

되었다. U-Eco City 사업단에서 분류한 유시

티 인프라 분류체계와 유시티의 핵심요소인 통

합운영센터를 인프라의 요소로 반영하였다. 인

프라는 각 부문별 3개 통합 인프라, 7개 단위 

요소 인프라로 분류된다. 고정형 유비쿼터스 컴

퓨팅 인프라는 지능형건물/시설, ICTs 인프라, 

통합정보센터, 유·무선 네트워크 등으로 소분

류 되었다. 이동형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는 

휴먼디바이스(스마트 폰, PDA 등), 로봇, 이동

기구(Smart Car) 등의 소분류로 분류되었다.

유시티 관리(Management)는 4가지로 분류

되었으며, 분류 내용은 기반시설 관리(Infrast-

ructure Management), 도시정보 관리

(Information Platform Management) 행정조직·

법 관리(Administration·Law Management), 시

민참여(Governance) 등이다. 유시티 관리는 

국토해양부(MOLTM, 2008; 2009)와 이상호, 

임윤택(Lee and Leem, 2010)이 분류한 관리 

분류기준에 따라 4개의 통합관리, 9개의 단위

요소로 분류된다.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소분류

는 지능화 시설, 네트워크 관리 등이며, 도시정

보 관리는 정보연계 통합 및 시스템 관리 등으

로 소분류 되었다. 행정조직·법 관리는 관리운

영 조직, 재원조달, 법 등이며, 시민참여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으로 소분류 되었다.

6. 연구의 분석자료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의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과 

유시티 역사를 나타낸 국가 정보화 백서와 국

토연구원에서 발행된 유시티 백서이다. 그 외 

분석 자료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1996), 

Cyber KOREA 21(1999), e-KOREA Vision 

2006(2002),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 U-KOREA 기본계획(2006), 

IT 839 전략(2004),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 IT KOREA 미래전략(2009),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2013) 등의 국가 정보화 

정책 보고서 등이 있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성남, 남양주, 김포, 의정부, 여수, 천안 

등 10개의 지자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보고서

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U-City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1차, 

2차, 3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서도 본 연구의 분

석 자료이다.

유시티 진화 특성 분석

1. 유시티 진화 지도

유시티 진화 지도는 X축에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를 표시하였고, Y축에는 다층

형 유시티 아키텍쳐인 STIM 모형의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대분류, 중분류 항목을 표

시하였다. 유시티 진화 지도 작성은 국가 정보

화 백서, 유시티 백서, 국가 정보화 정책 보고

서, 지자체 유시티 보고서, 유시티 R&D 연구 

보고서 등의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STIM 모형

인 서비스(생활, 업무, 놀이, 이동), 기술(센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세싱, 보안), 인프라

(고정형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 이동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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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 통합운영센터), 관리

(도시기반시설, 도시정보, 행정조직·법, 시민참

여)의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분류하고, 맵핑

(Mapping)하여 작성되었다.

1) 유시티 서비스 진화 지도

유시티 서비스는 1967년 최초의 컴퓨터 도

입을 시작으로 정보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기업정보화 서비스가 시작되었

으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MRP 서비스

가 상용화 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이동전

화 서비스 및 DNS 서비스, MRP 2세대 서비스

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주민등록전산화민원 서비스, 

인터넷상용 서비스, 정부기관웹 서비스, 통계정

보 시스템 서비스, 의료 정보 서비스,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정부민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무선인터넷, 무선 

케이블 TV, 전사적 자원관리 등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에는 이동전화 동영상 서비스, 디지

털 위성 방송 서비스, 전자정부 서비스, 화상전

화 서비스, 위성 DMB 서비스, 전자태그 물품관

리 서비스, 공급망관리 서비스, 고객관계관리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 실시간 IPTV 서

비스, 광대역무선인터넷 서비스, 고속하향패킷

접속 서비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서비스, 

U-Transportation 서비스, Car Sharing 서비

스 등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그린에너지공급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3D GIS, 지능형 시설·

공간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유시티 서비스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였으며, 각각의 단위 서비스가 융합되는 현상

을 보였다.

2) 유시티 기술 진화 지도

유시티 기술은 1960년대와 1970년도에 유

선전화, 코드 기술, 라디오 시그널 기술 등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동전화 기술과 프

로토콜 규약인 IPv4 기술, Lider, GPS, 

A-GPS, 임베디드 S/W, Jini, HAVI, 바이오센

서, 바이오스캔, Accreditation, 스팸보안기술, 

PKI, PMI 등의 기술이 도입되었다.

1990년대에는 바코드, 물리센서, IDSN, 

RGB, Wireless Tag, ISDN, CDMA, MP3, 

DIvX, IPv6, MPEG2, WiFi, 임베디드 리눅스, 

Tiny 디이터 베이스, BcN보안, RFID/USN 보

안, IPv6, ADSL 등의 기술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에는 VDSL, 위성·지상파 DMB, 

WiBro, WCDMA, 3G, Cloud Computing, 

Smart Phone, 증강현실, 화학센서, 초분광센서, 

블루투스, WSN, RFID, USN, LED, FED, LCD, 

PDP, 통합보안, 개인정보보안, DB보안, Tiny 

OS, Free RTOS 등의 기술이 도입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LTE, 4G기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도입되

었다. 유시티 기술은 초기에 네트워크 및 센싱 

기술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 및 보안, 인터페이스 기술이 크

게 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3) 유시티 인프라 진화 지도

유시티 인프라는 1967년 최초의 컴퓨터 보

급을 시작으로 인프라가 발전되기 시작하였으

며, 1970년대에는 보급된 단일 컴퓨터를 연결

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망을 구축하였다. 1980년

대에는 1차 국가 기간 전산망을 구축 하였으며, 

공중기업통신 네트워크, CAV 네트워크, 고속회

선 교환 네트워크,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구축하였다.

1990년대에는 2차 국가기간전산망, 행정 종

합 정보망, 초고속 정보 통신망, 지역 정보망, 

ITS 노선망, WiFi 네트워크, ADSL 네크워크 

등을 구축하였다. 2000년대에는 VDSL 네트워

크, USN망, BcN망을 구축하였으며, 사물 지능 

통신망, 의료정보 네트워크, Smart Phone, 통

합정보센터, 로봇 등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미디어 파사드, 스카이 

보드(루프), U-놀이터, Smart Car 등 지능형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유시티 인프라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 중심의 인프라가 

설치되었으며, 근래에 들어서 잘 조성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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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공간을 얹는 지능형 공간 인프라가 등장

하였다.

4) 유시티 관리 진화 지도

유시티 관리는 1978년 행정전산화 계획을 

필두로 제도 중심의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한국전산원의 설립,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실시

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부가 발족되었

고, 지역정보 센터설립, 인터넷 이용활성화 대

책 수립, 초고속 정보 통신 기반구축 종합 추진

계획, 한국 정보보호센터 설립, Cyber KOREA 

21 계획,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을 수립하였다.

2000년대에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e- 

KOREA, Broadband IT KOREA, 정보화시범

마을 지정, 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 수립, 

u-KOREA,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

률 제정, 무선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 인터넷 

활성화 대책 수립,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IT 미

래전략 등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 전자정부를 발족

하였고, 스마트 모바일 보안 종합대책 수립, 개

인정보보호법, 유시티 월드포럼, 정부 3.0 등을 

수립 및 실시하였다. 유시티 관리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통신정책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정보의 확장 보다는 정보를 

연계 및 공유하는 계획 등을 발표하고 수립하

였다.

2. 유시티 진화 특성

유시티 진화 특성은 STIM 모형을 통해 작성

된 유시티 진화 지도를 중심으로 그룹핑과 클

러스터링 과정을 통하여 분석 되었다.

1) 유시티 서비스 진화 특성

유시티 진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시티 서

비스는 시기별로 행정 정보화 서비스, 기업 정

보화 서비스, 행정·생활 정보화 서비스, 행

정·공간·민간 정보화 서비스 특성 순으로 진

화되었다. 행정 정보화 서비스는 1967년에 4월 

행정부 소속 조사통계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공공기관들이 외국산 컴

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행

정부에서 시작된 행정 전산화는 각 부처로 퍼

져나갔으며, 1978년에는 국회도서관 업무의 정

보화를 시발점으로 1979년에는 우리나라 석·

박 학위 논문 목록을 자동 출판하는 정보시스

템이 구축되었다.

이처럼 행정 정보화 서비스는 각 정부부처에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종이로 업무를 처리하

던 문서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처

리하는 전자문서행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다.

기업 정보화 서비스는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

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는 제조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주기가 대단히 짧아지고 제

품도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공정의 

효율화와 상품의 개발, 물류에 이르기까지 공정

을 통합한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FA

시스템, 생상관리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물리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는 자동화 공작기, 

자동창고, 운송설비, 자재 소요량 관리 서비스

(MRP),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전산처리 

및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기업 

정보화 서비스를 발달시켰다. 

행정·공간 생활 정보화 서비스는 정부에서 

디지털시대 전자정부 행정을 위해 마련하기 위

해 시도되었으며, 특정한 공간에 가지 않고, 특

별한 구비 서류가 없어도 시민이 원하는 정보

를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표면으로 나타난 서비스는 주민등

록 전산화 민원 서비스, 정부 민원 서비스, 정

부 기관 웹 통계 정보 서비스 등이 시행되었으

며, 이는 국민편익 증대, 주민들의 행정 절차 

간소화, 전자적 민원처리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행정 네트워크를 이

용한 전자 확인 등의 시민의 생활 편리성을 제

공해 주었다. 또한, 지능형 교통 서비스는 주민

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공간·민간 정보화 서비스는 2010년

에 들어서 그 특성이 부각되었으며,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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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U-City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n evolutionar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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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클라우드 서비스

(Claude Service), 화상회의 서비스 등이 있

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 

되면서 SNS 내에서 행정 서비스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의 장치(Device; Smart 

Phone) 등에 GPS 등의 수신기가 탐재되어 공

간·정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각의 단위 서비스가 

융합되었으며,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 여러 가

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멀티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 유시티 기술 진화 특성

유시티 기술은 네트워크 기술, 센서 인터페이

스 기술, 프로세싱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네트

워크 및 보안 기술 특성 등을 중심으로 진화 

되었으며,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 기

술이 맞추어가는 특징을 보였다.

초기의 네트워크 기술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보급된 컴퓨터 간에 원활한 정보소

통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센서·네트워크 기술은 위치인식 

기반 기술 중 매크로 위치인식 기술인 GPS, 

A-GPS 기술, 상황인지 기반 기술 중 생체 분

석 센서 기술인 바이오센서, 광역정보 수집 기

술 중 수동형 감지 기술인 Lider와 SAR/ 

InSAR 등이 중점적으로 발달되었다. 

센서·네트워크 기술은 앞서 제시한 행정 및 

기업 서비스에 큰 도움을 주었다. 센서 기술은 

양이 많아지는 자료의 입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며, 사람의 개입 없이 대량의 자료

가 쉽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입력될 수 있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나 기업에서 처리되

는 다양하고 대량의 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데

이터베이스(Data Base)화 시킬 수 있었다.

네트워크 기술은 독자적으로 발달하던 컴퓨

터와 통신기술은 서로 결합하고 통합하여 네트

워크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지역적으로 멀리 떨

어져 있는 컴퓨터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전산 문

서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프로세싱·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은 컴퓨터, 

전화 등의 장치간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기술

로써 이동전화통신, 무선기반 PAN, 유선통신 

등의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되었다. 

또한, 센싱 및 네트워크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를 사용자에 맞게 유익한 정보로 변환하는 기

술인 USN 미들웨어, USN 운영체제 등 프로세

싱 기술이 발달하였다.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전달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상 통신채널 용량의 증

가, 통신채널 속도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발

전의 형태를 보였다. 

또한, 프로세싱 기술의 발달은 초소형 전자기

술의 발달로 들 수 있다. 프로세싱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고밀도, 고신뢰도의 회로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컴퓨터

는 점차 소형화, 지능화, 저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인용 디바이스(스마

트폰 등)를 더 작으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포함

시켰으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였다.

네트워크 및 보안, 융합 기술은 유시티 기술

의 절정으로써 Wibro, LTE, 4G 등의 무선 네

트워크가 이전 시대의 유선 네트워크보다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무선으로 정보전달을 가능할 정도로 발달하였

다. 또한, 개인용 디바이스가 보편화 되어 스마

트 폰, 테블릿 피시 등을 통해 단일 기술에서 

벗어나 기술의 융합의 시대를 열었다.

기술 중심적 발달은 인터넷 보안, 금융 보안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이는 유시티 보안

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보안 

기술은 정보입력 센싱, 정보전달 네트워크, 정

보처리 프로세싱, 정보표현 인터페이스 등 기술 

전반에 중요한 기술이 되었으며, 개인 및 지식 

콘텐츠 보안을 중심으로 보안 기술이 발달되었

다. 이 외 클라우드 컴퓨팅, LED, 플렉시블 디

스플레이 등 인터페이스 기술도 크게 발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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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시티 인프라 진화 특성

유시티 인프라는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유·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지능화 시설 인프라, 지

능형 시설·공간 인프라로 진화되었다. 유시티 

인프라의 진화는 유시티 서비스 및 유시티 기

술 진화와 연관성이 깊다. 유시티 서비스가 실

현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술과 인프라가 반드

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대표적인 고정형 네트

워크 인프라로써 단일 컴퓨터를 연결하는 정보통

신 인프라에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유선 네트워크망(Network Infrastructure)을 중

심으로 발달되었다. 유선 네트워크는 국가, 지

방자치단체, 연구소 등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국가행정망, 교육연구망 등을 위한 기

반 구조로 활용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고정형 기반의 

인프라로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초고속정보통

신망 사업, 고속회선교환망 사업, 이동통신망 

사업 등을 통하여 전국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인프라 특성은 유시티 기술 부문의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

간전산망 사업은 기능적으로 행정전산망(정부, 

정부투자기관), 금융전산망(은행, 보험, 증권기

관), 교육, 연구전산망(대학, 연구소), 국방전산

망(국방관련기관), 공안전산망(공안관련기관)등

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지능화 시설 인프라는 ITS망, BcN망, USN

망, WiFi망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건물

(Building), 가로(Street) 및 공공 시설물(교

량, 터널 등)에 부착되어 유시티 서비스를 원활

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능

화 시설 인프라는 건물관리, 교통체계, 전력시

스템 등을 지능화 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을 극대화 하고,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화로 자

원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능형 시설·공간 인프라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스카이 보

드/루프(SKY Board/Roof), 통합정보센터, U-

놀이터, 지능형 웹, 로봇, 지능형 전자정부 등 

이 있으며, 고정된 인프라에 얽매이지 않고 시

설(Facility), 지구(District), 도시(City)에 

RFID, USN기반의 정보통신기술 등이 설치되

어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에 실시

간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유시티 관리 진화 특성

유시티 관리는 단위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정보 연계 및 운영 관리, 정보 통합 및 참여 운

영 관리로 진화되었다. 아직까지 유시티 관리는 

전반적으로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시티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법 관리 측면

에서는 단순한 단위 조직으로 조직이 되었으며, 

유시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시티 콘텐츠 

관리 중심의 도시정보 관리에서는 도시정보 관

리를 위해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등의 정보통

신 기관 등을 설립하였다.

정보연계 및 운영 관리는 이전의 관리 특성

보다 진일보 되었으며, 행정조직/법 측면에서 

e-KOREA, IT839, U-KOREA, 유시티법 등 

제도 및 정책적인 큰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정

부부처에서 행정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

에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기초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정보를 연계

하여 함께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

였다.

정보통합 및 참여운영 관리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화되었

다. 스마트 전자정부, 정부 3.0, 유시티 월드포

럼 등의 제도적인 지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

심 아래에 각각 가지고 있던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통합조직으로의 진

화를 이끌고 있다.

다층형 유시티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기술, 인

프라 및 관리 분야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각

각의 세부요소를 통해 진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유시티는 행정중심의 정부 정보화(Government 

Computerization), 기술 중심의 컴퓨터 지향 사

회(Computer Oriented Society), 서비스 중심

의 정보화 도시(Information City), 공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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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시티(Ubiquitous City)로 진화되었다. 

결  론

유시티는 정보화 도시, ICTs 중심 유시티, 

장소 중심적 유시티, 다층형 유시티로 진화 되

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시티의 개

념이 정립되었을 뿐 유시티가 진화된 근거, 어

떻게, 어떠한 영향으로 현재의 유시티로 진화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시티는 정보통신기술로부터 시작된 유시티를 

단어로 나열하고 있을 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서 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화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형 유시티 아키텍쳐인 서

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를 중심으로 유시티 진

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층형 유시티는 서비

스, 기술, 인프라, 관리 레이어로 구성된다. 유

시티 진화 지도는 STIM 모형에 따라 유시티 

서비스 진화 지도, 유시티 기술 진화 지도, 유

시티 인프라 진화 지도, 유시티 관리 진화 지도 

등의 진화 지도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합한 

유시티 진화 지도가 작성되었다.

기존의 유시티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진화 연구는 기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

는 비 전략적 형태의 연구라면, 본 연구는 

STIM 모형에 기반한 진화 지도를 작성하고 특

성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

의 변화 등 유시티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반

영할 수 있도록 오픈 시스템 맵(Open System 

Map)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

계 그리고 유시티 공간계획에도 유연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진화 지도를 구축하고 특성을 분

석하였다.

유시티 진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시티 서비스는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

(1967년)되어 시작되었던 행정 정보화 서비스

(1960년대), 컴퓨터 기술이 진일보되어 기업의 

인사 시스템으로 나타난 기업 정보화 서비스

(1970년대 초반~1980년대 초반)로 진화되었

다. 이후, 건물·가로·시설 등에 컴퓨터 인공

지능 그리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행정과 생활

에 편리함을 가져다준 행정·생활 정보화 서비

스(1990년대 초반~2000년대 중반),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어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리고 

행정과 민간사이의 교류를 통한 행정·공간·

민간 정보화 서비스(2000년대 이후)로 진화되

었다.

유시티 기술은 유선 네트워크, 센서·네트워

크, 프로세싱·초고속 네트워크, 네트워크 및 

보안, 융합기술 등으로 진화하였다. 초기의 유

시티 기술은 유선 고정형 전화(1966년)와 모

바일 이동형 전화(1986년)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인터넷 기술 및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

달(1990년대~2000년대)이 대두되었다. 스마

트폰(2004년)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의 인터넷

과 이동전화가 융합되었으며, 유선인터넷 보다 

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였다(2006년). 무선 인터넷 이후에는 클

라우드, 증강현실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간이 융

합(2000년대 후반)되는 기술로 진화되었다.

유시티 인프라는 유선 네트워크, 유·무선네

트워크, 지능화 시설(1990년대 후반), 지능형 

시설 공간(2000년대 초반)으로 진화되었다. 초

기의 유시티 인프라는 컴퓨터의 도입(1968년)

과 컴퓨터 간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 유선 네트

워크(1980년대 초반)가 발달되었다. 이후 유시

티 인프라는 컴퓨터 간 네트워크에서 국가 전

체적으로 네트워킹(Networking)되는 국가행정

망(1980년대 중반이후)이 정비되었으며, 데이

터 전송량을 대폭 강화한 초고속 인터넷(1990

년대 초반), 광대역통합망(2000년대 초반) 등

이 등장하였다. 초고속 인터넷 등 이후에는 고

정형 인프라와 이동형 인프라가 공간과 결합되

는 지능형 시설·공간 인프라(2000년대 이후)

로 진화되었다.

유시티 관리는 단위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정보연계 및 운영 관리, 정보통합 및 참여운영 

관리 등으로 진화 되었다. 초기의 유시티 관리

는 도시 인프라 관리, 도시 정보 관리와 행정 

조직 및 법 관리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법·제

도가 제정되고 정비되었다(1990년대~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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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 주민참여(Governance) 및 정보보호 

관리 중심(2000년대 이후) 등으로 진화되었다. 

관리 분야는 서비스, 기술, 인프라 등과 비교했

을 때 가장 미성숙하게 진화된 상태로 분석되

었다.

다층형 유시티 아키텍쳐인 STIM 모형 중심

으로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의 특성을 도

출한 결과, 유시티는 행정 중심의 정부 정보화

(Government Computerization), 기술 중심

의 컴퓨터 지향 사회(Computer Oriented 

Society), 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도시

(Information City), 공간 중심의 유시티

(Ubiquitous City)로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유시티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건물과 시설이 집적

되어 있는 토지 그리고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

되고, 정보통신기술이 적재적소에 스며들게 계

획되어야 한다. 또한, 유시티가 궁극적인 목표

로 삼아야 할 지향점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찾아내고 공간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정보의 연계 및 활용, 공유 그리고 시

민의 적극적인 참여(Governance)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시티는 건축 및 도시공학, 정보통신공학, 

디자인 및 멀티미디어, 그 외에 교육, 의학, 범

죄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유시티의 진화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

보통신 분야를 기준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정보화 과정을 시기별 

특정 키워드 중심의 유시티적 관점에서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분야의 

정보화까지 포함하는 통시적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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