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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

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유비쿼터

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

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

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

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

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

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유비쿼터스 도시, 스마트 도시, 지능화시설,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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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City is urban development for complex problem solving that provides 

convenience and safety for citizens, and it is a blueprint for future cities.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defined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support of U-Cities in the legislation,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Ubiquitous City Act), which included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 act. In 

additio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established a 

“ubiquitous city master plan”considering this legislation. The concept of U-Cities 

is complex, due to the mix of informatization and urban planning. Because of this 

complexity, the found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is inadequate, which is imped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ractical plans. Smart City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are not easy to define and classify, because technology is rapidly changing 

and includes various devices for gathering and expressing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lement the legal definition of the intelligent service facility, 

which is necessary for integrate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U-City were analyzed using text-mining techniques to identify 

insufficient legal definitions of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Using data gathered from 

interviews with officials responsible for constructing U-Cities,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generated by implementing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at the field level. 

This strategy should contribute to improved efficiency management, the foundation 

for building integrated utilization between departments. Efficiencies include providing 

a clear concept for establishing five-year renewable plans for U-Cities.

KEYWORDS : Ubiquitous City, Smart City,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Text Mining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도시의 

정보를 취득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IoT 장비들의 통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정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다양한 주관

부서에서 설치한 장비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Choi(2004)의 연구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며 스마트시티

의 법적 구성요소는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

와‘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로 구성된다. 스

마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의 정보를 취

득 및 제공 하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것으로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의 도입은 필수적이다(Moon et al., 2002; 

NIPA, 2013). IoT는 주변 사물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 및 환경을 의미한다. 현재로써 스마트시티

의 IoT장비는 각 지자체는 물론 다양한 국가기

관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IBM, 

2010; FTC, 2015). 대표적인 IoT장비인 CCTV

의 경우에도 방범, 교통, 방재, 쓰레기 투기, 산

불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부서나 기관

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Lee, 2006; KLID, 2013). 최근의 추세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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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CCTV의 통합 및 공동 운영 또는 정보공

유의 방식을 통해 설치목적에 대한 솔루션으로

서의 가치를 높이면서도 설치 및 운영의 경제

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Jo et al., 2015). Joung(2009)

의 연구와 같이 유시티법의 문제점들을 연구하

였으며, 이를 위해 IoT장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보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IoT

장비들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등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한 제도를 비

교·분석하고 실무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

해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법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과 이하 하위 

법에서 제시되는 개념 중 IoT 장비들에 대한 

법적 정의의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무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IoT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각 

관련 부서의 산재한 법규 및 제도를 검토하였

다. 그리고 유시티법 및 하위법에서 IoT 장비

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단어의미연결망 분석을 하였

다. 또한, 복수의 IoT 장비들이 결합한 시설 및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IoT 장비들을 통합운영센

터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분야의 IoT 장비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IoT장비에 대한 국내외 동향

세계 주요국에서는 IoT사업을 육성하기 위

해 정부 주도하에 자금투자, 표준화, 세제지원 

및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미국의 IoT에 대한 정책기조는 매우 산발

적(sporadic)이고 파편적(fragmented)인 특성

이 있다. 연방정부 기관의 대부분의 논의는 특

정 IoT 제품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

가 안보에 관한 개별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으

며, 뉴욕 택시의‘텔레매틱스 서비스’의무화 

같이 각 지자체도 서비스분야에 접근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IoT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

의 자율경쟁원리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가 확

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KISTEP, 2016).

EU는 EC(European Commission)에서 IoT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없

이 시장자율에 맞기는 무조치(No Action), 구

속력이 완화된 규범 형태의 연성법(Soft Law),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경성법(Hard Law) 등으

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 중에서 EC는 

커뮤니케이션의 형성, 가이드라인의 재정 등 준

법적 제도(quasi legal institution)를 활용하는 

연성법적 차원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ISTAG, 2009).

일본은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이고 계획적

으로 IoT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U- 

Japan 전략’에서 IT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

었으며,‘I-Japan 전략’을 통해 M2M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에 관해서,‘Active Japan 전

략’에서 사물정보를 수집, 전송 및 해석하여 

농업, 도시환경, 유통, 의료 등의 생산성을 높이

고,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의 창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NIA, 2015)

위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해외의 스마트시

티는 시장경쟁체제에서 IoT 산업의 기술 및 서

비스 경쟁을 통해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전시키

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스마트시티는 기존 유

시티법에 기반을 둔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고도

화된 개념으로 법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유시티법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

발히 추진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제도

적 근간으로 작용하였으며, IoT 장비와 도시시

설을 연계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한 것은 유시티법 제2조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기반시설에 해당

하는 것에 대한 정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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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장비에 대한 정의는‘건설·정보통신 융합

기술’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스마트시티 IoT 장

비들은 유시티법에서 정의하는‘건설·정보통

신 융합기술’로 공공분야에서 사용하는 IoT 

장비이고 해외 IoT 장비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체

제에서 성숙되어가는 해외의 스마트도시의 IoT 

장비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국내 

스마트시티의 IoT 장비들은 도시 기반시설적인 

성격이 강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개

념 및 통합관리를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였다.

본  론

1. 관련 법규 검토

스마트시티에서 도시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

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IoT 장비들에 대한 법

적 정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시티

법/시행령을 검토하며, 해당 법에 의해 파생되

어져 나오는 기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

하였다.

유시티법에는‘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1)’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2)
”을 통하여 구현

되며, 이를 위해“유비쿼터스 도시기술
3)

”이 

사용된다. 여기서“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은 지능화된 시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유비

쿼터스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구성되어진

다. 이중 지능화된 시설의 구성 요소로 IoT 장

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화두인“도시

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IoT 장비”에 대하여“건설·정보통신 융합기

술4)”과 같은 모호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기타 관련 법규에서는 추가적인 정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하위의 시행령에는“건설·정보통신 융

합기술”을“건설 및 전력분야에서 시설물의 

유지/ 보수/ 운용/ 관리/ 안전/ 진단/ 검사를 위

한 기술이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과 융합한 

것”으로 부연설명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반적

인 IoT와 공공분야의 IoT 장비들을 구분하기 

위한 정의로는 부족한 사항이었다. 또한 다른 

문제는 지능화된 시설의 바탕이 되는 시설물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물과 이를 지능화 

시키는‘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의 시설(장비)

에 대한 구분이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마

트시티의 지능화된 시설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

하여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

나 그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유시티법이 IoT 장비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

념 및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바, IoT 장비들

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타 시설의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

다. 스마트시티의 한 사례로 지능형 CCTV에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의 조례와 

규칙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CCTV의 설치와 운

영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

라인」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따라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로

서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는 않은 실정이었다. 근거법이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CCTV 설치를 위한 기준이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방재, 해상교통관제, 범죄 

예방, 교통 등 목적별로 상이한 개별 지침들에

서도 CCTV에 관련한 조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통합운영 및 연계 측면에서 표준화를 위한 사

양이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로 CCTV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다수의 지

침들이 작성되어 있으나, 통합·연계에 관련한 

규정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스마트시티 적인 관

점에서의 법적 고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마트시티의 IoT 장비들에 대하여 현

행 법제도는 목적별, 지자체별 법적 기준들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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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화시설의 정의 도출

1) 스마트시티 실무자 인터뷰

남양주,IFEZ(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세종, 안산의 4개 지자체 스

마트시티 담당 공무원들과 인터뷰(2015년 3~5

월)를 통하여 현재 스마트시티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

영 중인 IoT 장비는 CCTV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그 외 VMS(variable message signs), BIS 

(bus information systems), U-Bike와 같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유시티법에서 정의하는 통합운영센

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CCTV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따른 관련부서가 개별적 설치

를 하고 있으며, 그 정보 또한 개별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기서 CCTV와 같은 

동일 장비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설치 및 관

리부서가 다른 관계로 통합운영센터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자료의 연계와 공유가 되지 않

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유시티

법에 근거한 통합운영센터가 다부처에서 설치

한 장비를 유시티법에 의해 하나의 시설로 관

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CTV와 같은 동일 시설에 대한 공유도 안 되

는 상황에, 기타 장비와의 연계는 더욱더 힘들

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도시의 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IoT 장비는 통합운영센터에서 

단일한 정의에 의해 묶여 공동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분야의 

IoT 장비들에 대한 유시티법 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동

일한 IoT장비가 각기 다른 공공시설 또는 도시

기반시설과 연계되었을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통합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4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분야의 IoT 

장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운영을 위한 분

류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스마트시티 관련 용어의 위계 검토

텍스트마이닝은 언어들의 사이의 연결, 개념

들의 연결망을 추출해내어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텍스트마이닝의 유용성은 텍

스트를 해체한 후 다시 조합하여 텍스트가 전

달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

며, 텍스트에서 나타난 주요개념과 다른 개념들

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스마

트시티와 관련된 용어들을 도출하였으며, 단어

의미연결망을 이용하여 유시티 관련 단어 사이

의 연결 관계를 정립하였다. 스마트시티와 관련

된 단어들의 연결망을 구성하면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들의 위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 IoT장비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구현되어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용된 자료는 스마트시티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였

으며, 세부 시설(장비)을 포함하기 위하여 나라

장터에 각 지자체가 등록한 입찰공고의 시방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효단어에 대

한 연결성을 도출하였으며, sugiyama방식으로 

레이아웃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그림 하단에 스마트

시티의 구성요소 중 대분류인“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인 광대역통신망 및 통합운영센터가 

표출되었으며 실제 법체계와 일치하였다. 중간

그룹은 스마트시티에서 제공하는 U-서비스 또

는 지능화된 시설이 나타났다. IoT장비와 관련

된 단어는 환형으로 표현되어 그룹의 정확한 

경계가 표현되지 못하였으나 계층형태로는 표

현이 되며 상단에 구분되어졌다. 상단에 위치한 

IoT장비들을 통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았고, 동일한 IoT장비들이 복수의 

서비스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 시티 관련 법규 및 지방

자치단체 조례,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분야의 IoT  

장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며, 동일한 장

비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의 쓰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분

야의 IoT 장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다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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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hierarchy of terminologies related to the U-City

FIGURE 2. Concept of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로 사용되는 동일한 IoT 장비를 통합적으로 운

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로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지능화된 시설의 개념 수립 및 법적 근거 

확보

용어 간 위계, 실무자 인터뷰에서 살펴보았듯

이 공공분야의 IoT 개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

으며,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인“건설·정보통신 융

합기술”은 유시티법에서 정의하듯 공공분야에 

한정된 IoT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IoT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한 이유는 IoT장비에 

의해 도시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기반시

설 및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유시티법에 포함하

여 공공분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시티법에서 통합운영센터와 각 

IoT장비를 공공의 광대역통신망(지차제의 자가

통신망)으로 연결한 것을 기반시설로 법적 정

의가 되어있기 때문이다(그림 2).

따라서 유시티법에서 정의하는‘지능화된 시

설’및“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에 포함되는 

공공분야의 IoT 장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에서 구현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립 2와 같

이 개념도로 작성하였다. 유시티법에서 정의하

는‘지능화된 시설’은 공공시설 또는 도시기반

시설에‘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에 지능화된 시설을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줄기 

부분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되고 나무

의 잎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응되었다. 해당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주변 환경으로‘광대역

통신망’및 법적 기반인 유시티법을 햇빛과 비

로써 개념화 하였다. 이 때 나무의 성장을 위해 

영양분을 모으는 뿌리 부분이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 되며 나무의 뿌리 부분은 다양

한 IoT 장비 중 공공분야에 적용된 IoT장비이

었으며, 이를‘지능화시설’로 명명하였다. 따라

서‘지능화된 시설’은 도시 분야의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에 IoT 장비들이 결합된‘시설’

이며,‘지능화시설’은 IoT 장비라는‘장비’적인 

측면과 도시라는 관점과 IoT 장비의 기본적인 기

능 정의를 결합한‘도시정보를 편리하게 측정하

거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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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강조되도록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유시티법 중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유시티법의 제2조(정의)6항의“유비쿼터

스도시건설사업”에 관련 조항을 7항으로 변경

하고, 제6항을 지능화시설 정의를 신설하면 될 

것이다. 신설할 조항은『“지능화시설”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13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이 도시정보를 

편리하게 측정하거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설·정보통

신 융합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이다. 

이와 같이 유시티법에“지능화시설”을 삽입

함으로“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중 IoT장비

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통합운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IoT

장비들을 유시티법에서 동일한 시설로 묶을 수 

있는 개념 및 근거가 제공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지능화시설의 구분

지능화시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IoT의 결합과 다목적의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지능화시설이더라도 설치되어진 

시설에 따라 개별적인 관리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지

능화시설”이라는 신규 정의로 해소되었다. 그

러나 지능화시설이 복수의 IoT장비들이 결합하

여 운영되거나,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해당 IoT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구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기술개발에 의해 다양한 IoT 장비가 계속 개발

되기에 개별적 장비 실제 이름으로 구분을 짓

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이름에 의한 구분보다는 복수 IoT 장비가 결합

되거나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IoT 장비를 바라

보는 관점별로 지능화시설의 구분이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지능화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표 1과 

같이 5개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Perspective Classification

Combination
- Basic type
- Complex type

Installation
- Fixed type
- Movable type

Applied 
purpose

- Information collection type
- Information supply type

Structure
- Independent type
- Attached type

Purpose
- Single-purpose type
- Multi-purpose type

TABLE 1. Classification of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결합형태별 관점에서“기본형”이란 도시기

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단일 지능화시설이 존

재하는 경우를 말하며,“복합형”이란 복수의 

지능화시설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설치유형별 관점에서“고정형”,“이동형”이 

있으며,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는 지능화시설을 

“고정형”, 차량과 같이 이동장비에 설치되는 

지능화시설을“이동형”이라 하였다. 적용목적

별 관점에서“정보수집형”은 정보의 수집·생

산을 위한 지능화시설이고,“정보제공형”은 정

보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뜻한다. 구조별 관점

에서“독립형”이란 도시기반시설 또는 공공시

설의 기능이 지능화시설로 인하여 지능화되었

을 경우를 말하며,“부착형”은 도시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기능은 변하지 않고 결합된 

지능화시설의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목적별 관점에서“단순형”,“다목적형”이 있

으며,“단순형”이란 지능화시설을 단일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다목적형”은 하나의 지능

화시설을 통하여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경우로 

정의한다.

가로등은 도시기반시설이며 도로시설물로 분

류되어진다. 기존의 유시티법의 구분 체계로는 

해당 시설물에 부착된 IoT 장비가 있더라도 명

확한 구분법이 없으며 해당 IoT 장비들의 특징

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그림 3과 같

이 가로등에 복수의 IoT 장비 및 다목적이용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부착되었을 때,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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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 example classification of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서 제시하는 구분법에 의해 각 장비들을 분류

하고 특성을 살펴보겠다. 가로등의 본연의 기능

인 조명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IoT

장비로 조도센서와 CCTV를 부착하였다. 조도

센서와 CCTV를 통하여 주변의 밝기와 가로등 

주변의 시민 및 차량을 감지하여 가로등의 밝

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지능형가로등이라

고 한다. 이 때 지능형가로등의 조도센서와 

CCTV는 적용기술 관점으로“정보측정형”, 구

조별 관점은“독립형”, 목적별 관점은“단순

형”이며, 지능형가로등 자체는 결합형태별로 

보았을 때“독립형”, 설치유형별은“고정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지능형가로등에 정

보전달을 목적으로 미디어보드를 추가 장착하

였을 경우 지능형가로등은 결합형태별 관점으

로 보았을 때“복합형 지능화시설”이 되며, 미

디어보드는 구조별 관점에서“부착형 지능화시

설”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됨으로써 복수의 

장비가 설치된 지능화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

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능형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람 또는 차량을 감

지하기 위한 CCTV를 방범 및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때, 지능형가로등은“다목적 지능화시

설”이 되고 CCTV는 목적별 관점이“다목적”

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다목적으로 구분된 

지능화시설은 지능화시설의 서비스가 연계 활

용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그림 3).

이를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지능화된 시설의 

분류와 지능화시설의 구분형태를 분류할 수 있

을 것이다. 지능화시설 분류체계의 기본 틀은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명에 따라 지능화된 시

설의 이름으로 설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

시설 분류를 준용하여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

도록 한다. 또한 지능화시설은 결합 형태와 설

치 유형별로 구분하고, 적용된 지능화 기술은 

적용기술별, 구조별, 목적별로 구분함으로 동일

한 지능화시설이더라도 개별적 성격이 표출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치장소를 명시하고 관리

주체와 서비스 연계활용 가능여부, 상세한 제원

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통합관리 및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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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amework of intelligent service facility(example)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

공하기 위한 공공분야에서 활용하는 IoT들에 

대하여 국내의 특수성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

리나라는 유시티법에 의해 공공분야의 IoT를 

이용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과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시티법

이 다루어야 할 시설물과 그를 지능화하기 위

한 기술들이 방대한 관계로 법률상의 정의 중 

일부가 모호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IoT 장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공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IoT 장비

들에 대하여“지능화시설”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법적 지위확보를 위하여 유시티법에“지능

화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조제6호, 제13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

설이 도시정보를 편리하게 측정하거나 시민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포함할 수 있도

록,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 및 시설”로 삽입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검토, 실무자 인터뷰, 

용어간의 위계 검토 등의 방법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지능화시설”은 스마트

시티에 적용된 다양한 IoT 장비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법률상의 통합운영

센터에서 통합 설치 및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지능화시

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실무자들

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차후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의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 및 관리 효

율성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유시티법 제2조(정의)제2항 "유비쿼터스 도

시서비스"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

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2) 유시티법 제2조(정의)제3항 "유비쿼터스 도

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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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

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의 초

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

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

쿼터스 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유시티법 제2조(정의)제4항 "유비쿼터스 도

시기술"이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건

설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말한다.

4) 유시티법 제2조(정의)제5항 "건설·정보통

신 융합기술"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

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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