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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도시 기능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도시를 의미한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쾌 함, 효율성등을 제공하기 해서 다양한 센서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필요로 한다. 사물 인터넷은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가 인 가치를 창출하기 한 기술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사물 인터

넷은 매우 범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역이 확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우리 생활과 련된 

스마트 시티에서의 사물인터넷의 용 사례들을 살펴보고, 용 사례의 내면에 존재하는 기술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스마트 주차 시스템에서는 센서 기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기본 으로 

필요하며, 스마트 쓰 기통에서는 쓰 기 양  무게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센싱 기술  련 데이터의 송기술이 

필요하다.     

                 
키워드 : 융합, 스마트, 시티, 사물 인터넷, 센서

Abstract  Smart city is an urban development vision to integrate multip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Internet of Things(IoT). The goal of building a smart cit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using urban informatics and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ervices and meet residents' needs. 
Many devices in today have been used on various industrial regions. These devices use Internet to transfer 
their informations. We call these situations as the IoT(Internet of Things). We studied various application 
examples of IoT in smart city industrial region. In this paper, we described two actual cases such as smart 
park system and smart bin.     
           
Key Words : Convergence, Smart, City, Internet of Thing, Sensor

1. 서론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도시 기능에 정보통신 기

술이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분야  하나라 할 수 있

다[4,6,11]. 스마트 시티의 범 를 좁게 해석하면 도시기

능에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한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지

만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기능에 정보통신 기술  생태

환경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범 한 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1,2,3]. 스마트 시티가 등장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는 

첫째로 경제 활동을 들 수 있다. 소도시에서 얻기 힘든 

일자리를 얻기 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함으로

서 도시의 거 화 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교육문

제를 들 수 있다. 자녀들에 한 좀 더 좋은 교육환경 제

공을 해 도시로 보내는 가정들이 늘고 있음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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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 한 기존 도시들의 거 화 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5,7]. 

기존 도시의 거 화 상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 시키

고 있다. 먼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해 도시 인 라 시설들을 확충해야 한다. 한 교통  

환경 문제들에 한 처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안으로 등장한 것이 스

마트 시티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시티에 한 기반 인

라를 해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존

의 정보통신 기술에 센서 련 기술이 부가 으로 필요

하다. 

최근의 융합 기술과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하나

를 기술한다면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해당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존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 가능토록 

해주는 기술로서 여러개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이들 

의미들을 들여다보면 공통 인 의미는 다양한 디바이스

들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들

에게 좀 더 가치 있으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다[12,13].

로벌 리서치 회사인 가트 의 2013년도부터 2015년

까지의 가장 유망한 기술 10  기술을 살펴보면 공통

으로 사물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만큼 우리 사회

에 미치는 향력이 매우 큰 분야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가트 에서 언 한 2015년 유망 기술로 기 되

는 기술들을 나타낸 것이다[10,14].

Fig. 1. Top 10 Strategic Technology

한 가트 는 표 1에서처럼 2016년 스마트 시티에서 

16억 의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사용될 것으로 망했으

며 이는 2015년 보다 39%가 증가한 내용이다. 2017년 

망치는 2016년 비 42%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

며, 2018년도에는 2017년보다 략 43%가 성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결론 으로 2018년도 상치는 2015년 

비 2.8배에 이르는 수치로서 그만큼 스마트 시티에 사

물인터넷 기기들의 사용량이 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15,16].

Table 1. 2015~2018 IoT Device Equip Number per Smart 

City Part

Smart city part 2015 2016 2017 2018
public service 79 110 133 167
smart building 377 518 733 1,064
smart home 174 339 621 1,073
Smart traffic 276 347 429 517
etc 274 327 411 511
total 1,180 1,641 2,327 3,332

 (Source:Gartner)                         (Unit: million)

한편, 네비건트 리서치의 내용에 의하면  세계 스마

트 시티와 련된 170여개의 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80%는 교통, 에 지, 정부 서비스와 련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50% 이상이 교통이나 이동과 련된 연구 

로젝트로 나타났다. 한 IDC는 2013년 세계 스마트시티 

로젝트의 약 70%가 교통, 에 지, 안 과 련된 내용

에 집 될 것으로 측했다. 이와 함께 시스코는 향후 10

년간 세계 도시들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약 2조 달러의 가

치를 창출할 것으로 측하 으며 그 상으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된 스마트 시티의 

잠재  가치 항목으로 언 된 스마트 교통의 한 부분인 

스마트 주차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 역에 해당하는 시

민의 안 과 련된 스마트 가로등과 련된 내용에 

해 국  스페인 심의 유럽과 미국의 사례들을 상

으로 연구하 다. 

2. 사물인터넷의 적용 사례 

2.1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주차를 비 인 운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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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를 한 기 시간을 여

주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주차에 필요한 

편리성을 운 자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시에서는 주차 여부를 단해 주

기 해서 아스팔트 도로 에 작은 센서를 설치하 다. 

이 센서는 최  7년까지 자가 발 을 통해 작동하며 속

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일 해당 지역에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센서가 속이 있음을 감지하여 주변 와

이 이 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련 정보를 송하며, 

앙 재 시스템에서는 운 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앱을 

통해 달하게 된다. 이같은 스마트 주차 시스템의 모습

은 아래 Fig. 2와 같다.

Fig. 2. Smart Park System(Source:[8])

바로셀로나시에서 운 에 있는 활용 가능한 주차와 

련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으로 스마트 주차 어 리

이션 커(Parker)가 있다. 커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

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운 자들은 이 앱에 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으며 어느 지역에 몇  분량이 비어 있는지와 련된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운 자는 사 에 주

차 가능 상태를 인지하여 운 함으로서 운 에 필요한 

시간과 연료를 약할 수 있다. 반면에 시에서는 주차지

역을 찾기 해 도로 를 달리는 차량들을 감소시킴으로

서 교통체증 유발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LA 도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익스 스 크

는 시가 2012년 6월부터 최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차이

나타운과 리틀 도쿄, 시빅 센터, 앙업무지구 일  6300

개 공용 주차공간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시작한 

일럿 로그램이다. 시는 이 지역 길거리 주차  공  

주차장 공간에 무선 센서와 스마트 미터기 등을 설치, 운

자들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차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빈 공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데다, 수요가 많은 시간 별로 주차요 을 

주기 으로 다양하게 조정해 운 자들이 합당하다고 

단되는 가격의 주차공간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Fig. 3. Express Park

익스 스 크 모바일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커(parker), 크미(ParkMe), 크모바일

(ParkMobile)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시 교통국은 이 같

은 주차 리를 통해 지난 2년간 평균 주차요 을 낮추고 

주차공간 유율을 높 으며, 련 세수도 2.5%나 증가

한 것으로 악하고 있다. 시 교통국은 IT기술 발 으로 

앞으로는 운 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탑재 내비게이

션 시스템을 통해 차 안에서 주차료 결제를 하는 등 더욱 

발 한 형태의 주차 리가 이 질 수 있을 것으로 망

하고 있다[8]. 

2.2 스마트 쓰레기통 

스페인에서의 스마트 쓰 기통의 주요 핵심 사항은 

쓰 기통의 상단에 달린 센서이다. 이 센서는 쓰 기통

안의 쓰 기 무게를 측정하게 되며 일정 수 의 무게에 

도달하게 되면 쓰 기 수거를 해 해당 운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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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게 된다. 따라서 매일 매일 쓰 기의 양이 얼마나 되

는지 체크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손실도 

어들 수 있다. 스페인의 스마트 쓰 기통의 모습은 Fig. 

4와 같다.

Fig. 4. Spain Smart Wastebasket

국의 런던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 으로 

도시 곳곳에 스마트 빈(Smart Bin)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쓰 기통이 설치되어 왔다. 스마트 빈은 리뉴솔루션

(Renew Solution)사가 개발하 다. 스마트 빈은 쓰 기

를 장하고 이를 교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쓰

기통 안에 버려지는 불특정 쓰 기를 사 에 차단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다. 

Fig. 5. Smart Bin(Source:[9])

따라서 많은 종류의 쓰 기를 압축해 일반 인 쓰

기통의 용량과 비교해 최  8배의 쓰 기를 장할 수 있

다. 특히 웨스트민스터구에 설치된 스마트 빈은 용량이 

꽉 차면 쓰 기통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LCD 정보센터

에서 쓰 기통 고유의 ID에 담긴 정보를 와이 이로 자

동 으로 송한다. 이는 쓰 기통의 리 주체인 웨스

트민스터 구청으로 이메일이 자동 으로 발송되어 청소

부가 쓰 기통을 매일 검하지 않더라도 쓰 기통이 꽉 

차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쓰 기통 면에 부착되어 있는 LCD 모니터에

는 다양한 정보를 런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특

히 런던의 날씨와 뉴스, 그리고 기업의 고까지 한꺼번

에 제공되기 때문에 런던 거리의 요한 정보 달매체 

(Information Furniture) 로서의 역할까지 겸비하고 있다. 

특히 이 쓰 기통의 양면에 부탁되어 있는 LCD 모니터

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 밝

은 빛을 분사해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역할 한 겸하고 

있다. 한 런던은 그림 6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쓰 기

통의 도입으로 런던 가로의 표정을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Fig. 6. Multiple Smart Bin (Source:[9])

담배꽁 와 껌이 도로를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 되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소형 스마트 쓰 기통인 

gum+butts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간에 부착되어 담배

와 껌을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스마트 

스트리트 사에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스마트 쓰

기통은 재 런던을 시한 국 거리 곳곳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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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쓰 기 수거의 목 뿐만 아니라 도시 미 을 아름답

게 가꾸는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3. 스마트시티에서의 사물인터넷 기술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해 쾌

하고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스

마트 시티의 구성요소들 에서 우리 생활과 한 스

마트 주차  쓰 기통의 활용 사례들을 통해 ICT 기술 

 센서를 이용하여 도시의 모습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주차 시스템이든 기본

인 원리를 알아보면 다음 Fig. 7과 같다.

Fig.7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주차 시스템의 핵심 요

소 기술은 센서 련 기술  센서로 부터 발생한 데이터

의 분석  스마트 앱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련 정

보를 실시간으로 달해주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Fig. 7. Principle for Smart Parking

스마트 쓰 기통 역시 비슷한 원리로서 무게를 측정

할 수 있는 센서와 센서로부터의 무게 정보를 제 센터

에 송할 수 있는 송 기술  쓰 기 수거활동이 핵심

요소이다. 

Fig. 8. Principle for Smart Bin

이같은 기술들을 확보한 기업들은 향후 스마트 도시

를 건설하고자 하는 수많은 도시들이 모두가 시장이 될 

수 있으며 련 산업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시티 건설은 고용 창출  재정 수입에도 정

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기

으로 바로셀로나시에서는 4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  

약 1억 1천만 달러의 재정 수입 증  효과를 가져 온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 재정의 38%를 차지하는 에

지 련 비용 부담이 스마트 시티 도입으로 감소한 반

면 효율 인 주차 배치로 주차장의 수입은 늘고 교통 혼

잡은 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결론

우리의 생활환경이 반 으로 보다 좋아짐에 따라 

일자리  교육 환경등이 우수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들에는 교통 문제, 도

시 인 라 확충 문제, 교육등 반 인 도시 환경의 변화 

문제가 두되고 있다. 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이 주목을 받고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한 사물인터넷의 응

용 분야에 해 연구하 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해

서는 주차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 으며, 

스마트 쓰 기통에서는 쓰 기의 양  무게를 자동 체

크할 수 있는 센서의 활용 내용을 알아보았다.

결론 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한 

센싱 기술  이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수 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기업들이 련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세계 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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