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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에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본 기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도시 추진동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조직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조직체계 추진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스마트시티, 도시, 정보화 조직, 유비쿼터스 도시, 통합운영센터

ABSTRACT Smart City is a sustainable city that provides a variety of city services to cities that are built with a mix of

constru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tc.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c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mart cities and the smart city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describe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smart city organization system to realize sustainable smart city. 

KEYWORDS Smart city, Urban, Information organization, Ubiquitous city, Integrated operation center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에너지 부족,

기후 변화, 교통 혼잡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유엔 보고서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4)”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인구의 54%는 도시에서 생

활하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에서 생활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로 스마트도시가 각광

받고 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에 도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도시는 기후변화, 환경

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

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의미하며, 도시문화, 도시디자인, 도시정책,

도시문제, 도시재생, New Urbanism, Eco City, Smart Growth,

도시성장관리,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mpact

City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이다

(스마트도시협회, 2018).

기존 도시가 교통, 에너지, 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도

시에서는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

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영국 시장 조사기관인 주니퍼 리서치는 시민이 스마트도

시에서 생활하면 모빌리티·공공안전·생산성·헬스케어 부

문에서 매년 125시간을 절약할 것으로 분석했다(Jun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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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2018). 모빌리티 부문에서 교통신호, 주자창, 노선

최적화 등을 통해 60시간을 아낄 수 있고, 공공안전·생산성·

헬스케어 부문에서 각각 연간 35시간, 21시간, 9시간을 아

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스마트도시 추진동향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 조직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

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2. 해외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

스마트도시 접근방법과 전략은 각국의 경제 및 발전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민간 주도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에너지, 기후,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

하며, 아시아 등의 신흥국은 공공 주도로 국가 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단위의 스마트도시 정책 수

립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2017).

2.1 해외 국가들의 스마트도시 정책

미국은 중앙정부 지원계획 수립 및 민간 투자를 본격화

하며 2015년 9월, 총1.6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도시 연구개

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교통혼잡 해

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

유럽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가 EU차원에서 에너지와 교통에 주안점을 둔 스마트도시

도입 촉진 정책을 총괄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각 국가

또는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C는 내부에

EIP-SCC(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Communities)

를 설치하여 유럽의 각 국가 및 도시에 스마트도시의 전략

계획, 실행계획 및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정

책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관협력 기반의

창의적 스마트도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 목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역개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며 지자체별로 스마트도시 추진 계획을 마련

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도시화 가속과 이에 따른 에

너지 부족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직접 스마트도시 정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 智慧城市 500개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1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

하여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는 인구 400만 명 이상의 9개 대규모 도시에 위성 스마

트도시를 조성하고, 100만~400만명의 44개 중규모 도시는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100만 명 이하의 20개 도시는 소형

스마트도시로 추진, 그리고 종교 관광특구 목적 스마트도

시 10개 이상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의 스마트도시 개

발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앙정부는

Fig. 1. Benefits of smart city (Source. Junip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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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업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

정부는 프로젝트 진행과 감독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중

앙정부의 예산 외에도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을 새로운 국

가 비전으로 제시하여 국가주도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네이션은 ICT를 활용해 도시 효율성을 높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도시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스마트 네이션을

현실화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오

피스(SNPO)를 두고 스마트도시 사업을 총괄하며, 교통, 물

관리, 공공 데이터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 대학들과 스마트 네이션 펠로

우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을

격년으로 개최하여 국가 차원의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다.

2.2 해외 지자체별 스마트도시 전략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의 정보기술 통합, 다른 지역

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지식협력 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정보 공유를 통해 도시 관리 및 공

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오픈데

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의 창조적인 서비스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시장

직속기관으로 스마트도시 전략팀을 신설하고 교통, 에너지,

방범, 관광, 물류 등 시정전반에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고

있다. Fab Lab Barcelona와 같은 프로젝트는 ICT와 스마트

도시 기술을 시민에게 더욱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

며, 모든 프로젝트들은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Crowd-fun

ding)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프로

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에 공공-민간 협력으로 플랫폼 기구 ASC(Amster

dam Smart City)를 설립하였다. ASC는 적절한 이해관계자

(정부, 민간기업, 학교, 지역주민 등)들을 서로 연계시켜주

면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

구이며, 구성조직은 프로그램 파트너(위원회)와 프로젝트

파트너로 구성된다. 이러한 스마트도시 플랫폼 기반으로

100개 이상의 민간주도형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다.

3. 국내 스마트도시 추진동향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ICT를 기반으로 유비쿼

터스도시(이하, ‘U-City’)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도시 선도

국으로 주목을 받았다. 송도, 동탄, 판교 등 신도시 중심의

U-City 구축을 시작으로 2008년「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련 법률(이하,「유비쿼터스도시법」)을 제정하여 U-City 사

업을 본격화했다. 국내 유비쿼터스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통신사가 협업하여 추진했으며, U-City 구축

사업과 스마트도시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U-City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시민체감

도와 대표적 성공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

안의 U-City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유비쿼터스도

시법」을「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하,「스마트도시법」)」로  2017년에 전면 개정했다. 개정

된 스마트도시법의 주요 내용은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용어변경, 기성시가지까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도시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고,「스마트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세계 최고 스마트도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Table 1. Promotion strateg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ssion in smart city

추진전략 세부과제

도시성장 단계 별 차별화된 접근

① 신규개발 -> 국가 시범도시+지역거점

② 도시운영 -> 기존도시 스마트화 및 확산

③ 노후도심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① 도시에 접목 가능한 미래 신기술 육성

② 체감도 높은 스마트 솔루션 적용 확산

주체별 역할

민간 창의성 활용

①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활동 촉진

②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③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

④ 공공 인프라 선도투자로 기업투자환경 조성

시민 참여
① 시민참여를 위한 개방형 혁신시스템 도입

②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 구현

정부 지원

① 법·제도적 기반 정비

② 스마트도시관리 및 추진체계

③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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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으로 하고, 도시 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

마트도시 조성·확산을 목표로 하여, ① 도시성장 단계별 차

별화된 접근, ②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③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전략을 포

함하고 있다(4차 산업위원회, 2018).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은 신규개발/윤영·

성숙/노후쇠퇴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신규개발 단계 전략

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시범

도시를 조성하는 국가시범도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특

성을 살린 지역거점 육성 전략이다. 특히, 국가 시범도시는

부산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을 최초의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백지상태에서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문제해결,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

하여 빅데이터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모델

구현과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하여 시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

여 활성화 하고자 한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수열에너지시스템, 분산형 정수시

스템 등이 도입된 스마트 워터 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드

론 실증 구역 및 관련 R&D(연구개발) 단지도 조성된다.

2019년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중순에 기업 입주를 완

료할 예정이다. 

세종시 5-1구역은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조성된다. 자율

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커넥티드카 등 자율

주행 신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전력중개판매서비스, 에너

지관리 시스템 등도 갖추게 된다. 2019년 조성공사에 들어

가 2021년 말 기업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운영 단계 전략은 기존도시 내 데이터 허브모델과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도시를 확산하는 전략

이며, 노후·쇠퇴 단계 전략은 노후·쇠퇴 도심에 스마트솔루

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

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4. 국내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국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통신

사가 협업하여 추진했으며,「U-City 구축사업」과 「스마트

도시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U-City 구

축사업은 ‘유시티법’에 의거하여 통신망, 지능화된 기반시

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신도

시의 인프라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다. 스마트도시 실

증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도시에 유무선 네트워크와 사물인

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응용서

비스 발굴 및 시범적용을 위주로 추진됐다.

스마트도시 사업은 2017년 기준 지자체 50여 곳에서 추

진 중에 있고, 스마트도시계획(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승

인받거나 수립완료한 지자체는 2017년 기준 총 26 곳이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법률 관련 조례를 수립

한 지자체는 2018년 기준 총 20 곳이다.

4.1 지자체 스마트도시 구축현황

서울특별시는 은평 뉴타운, 송파신도시, 마곡지구 등에

15개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또

한 2015년에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수립하고 첨단

디지털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가치 증대에 대

한 노력을 2016년부터 본격 진행 중이며. 북촌에 IoT실증사

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계에서 사물인터넷을 가장 잘 활

용하는 도시’라는 사업 비전을 토대로 도시문제 해결형 사

물인터넷 도시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스마트도시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교통·안전 분야의 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참여

중심의 서비스를 발굴 및 개발하고, 세계 도시들과 연계를

통한 아이디어 공유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여개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하였거

나 진행 중이며, 청라 송도 국제도시와 영종 하늘도시에

2020년까지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예정으로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도시민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를 위해 간선

급행버스체계,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방범용 CCTV, 원

격화재 감시카메라 등의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통합관제를 실

Table 2. National pilot city

부산 

에코델타시티

세종 5-1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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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을 구축하였다. 현재는

CCTV관제센터, U-City센터, 교통정보센터, 지역정보통합

센터 등을 통합관리하는 대전시 방범체계의 중심으로 세종

시와 함께 112·119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연계

모니터링 시범적용 지역에 선정되어 긴급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의 개발단계부터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1,558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도시이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스마트도시 기능을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신고 연계,

버스운행 및 교통체증상황 파악, 대기농도 및 수량 등 모든

정보가 수집된다. 2016년에는 이를 활용하여 주요시설물들

의 관리, 112·119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연계

모니터링, 재난안전상황 공유, 사회적 약자 실종 시 통신사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CCTV로 상황을 파악 후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서비스 유치를 추진했다.

울산광역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

해 2016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울

산은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의 업종이 밀집되고, 또한 석유

화학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어 스마트팩토리, 스마

트그리드,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한국전력과 협업하여 원격검침

인프라망(AMI)과 팔찌형 단말기를 통해 치매노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전략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독거노인들의 전력사용량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보호자나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응급사항에 신속한 대응 체

계를 구축했다.

고양시는 스마트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거점도시인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

비 6조 7천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은 도시 개발사업에 최신의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

양시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은 환경 분야의 서비스 발굴 등을

목표로 2016년부터 진행됐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도시문

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인 GCTC(Global City

Teams Challenge)를 통해 수거차량 관리, 클린하우스 등 실

증 서비스를 미국 주요도시에 확산시켰으며, 세계도시전자

정부협의체, 월드스마트도시위크 등에서 각각 금상,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 분야에서 16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였다.

5. 지자체 정보화 조직 및 스마트도시 조직 현황

5.1 지자체 정보화 조직 현황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

Fig. 2. Construction business district of smart city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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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담당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정보화 조직이 ‘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독립 부서보다는 참모조직 위치에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만은 예외적으로 행정1부시장 직속

으로 존재하고 있어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 그 위상이 한

단계 높아, 정보화 부서가 다른 정책 부서들을 컨트롤

(control)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지역

정보개발원, 2017).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조직은 주로 정보통신, 행정정보,

전산정보, 정보통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

울특별시의 경우, 데이터분석, 유시티지원, 정보기획, 정보

화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산, 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보다 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정보화를 미디어, 홍

보, 기록물관리, 교육, 예산·회계와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이 여전히 행정정보 능률화,

전산화 등의 정보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균 10명 미만의 정보화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극 대응할 만한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기 힘든 환경이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정보화 조직의 위상이 낮아 지

역정보화를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이행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내 정보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2 지자체 스마트도시 조직 현황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는 정보기획담당관, 정보

화담당관, 스마트행정담당관, 통신융합담당관, U시티정보

담당관 등 다양한 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

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비교적 소

규모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특별시는 행정1부시장 산하에 정보기획관(총 191명)

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에서 서울시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개인정보팀에서 스마

트도시 통합보안관제센터 및 스마트도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

스마트도시 조직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스마트시티팀(총 4명)이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경우에는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스마트시티과(총 24명)를

두고 있다.

성남시는 행정기획조정실 도시정보과 산하에 스마트시

Table 3. Personnel status of Information Department by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6

구분 정보화 부서 인력 정보화 인력 비율

서울 191명 1.88%

부산 51명 0.69%

대구 30명 0.54%

인천 32명 0.53%

광주 32명 1.49%

대전 45명 1.29%

울산 32명 1.21%

Fig. 3. Seoul metropolitan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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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팀(총 4명)을 두고 있다. 도시정보과에는 스마트시티팀

외에 빅데이터팀, 영상정보팀, 공공와이파이팀 등 총 4 팀

이 함께 있다.

울산광역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스마트시티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7개 팀(총 35명)으로 구성된다. 특이하게 정보

통신팀이 스마트시티담당관 산하에 있다.

부산광역시는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ICT융합과

산하에 스마트시티팀(총 6명)이 있으나, 기간산업과(스마

트선박), 정보화담당관(데이터센터, 공공데이터), 서부산개

발본부(사상스마트도시과, 에코델타시티과) 등 여러 부서

에서 스마트도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총 20명) 산하

에 스마트도시팀을 두고 있다.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

원과는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

청년스마트사업 등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팀(총 3명)은 고양시 스마트서비스 콘텐츠 개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6. 분석 및 시사점

국내·외 스마트도시 추진사례를 보면,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스마트

도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

사업을 접목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프라

중심 및 공공서비스 위주의 일방향 전달 방식으로 시민 체

감도가 부족했다. 스마트도시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양방향 공유 방식으로 공공, 지자체, 기업, 시민이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국내 지자체들의 스마트도시 조직을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스마트도시 조직들은

조직 내 위상이 낮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지자체별로 업

무가 다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업무 추진의 어려운 점으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업무 구분 및 조정, 창의적 정

책 탐색을 꼽았다(조희진, 2016).

첨단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 분장 체계 미비에 따른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업무 추진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기술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업무의 양·질적 측면에서 늘어났지만 조직

운영 전반에 있어서 업무 구분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직은 계획수립, 홍보방안, 투자유

치,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과 신규 서

비스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 방안 내용이 포함된 서비

스발굴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보화 조직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 빅데

이터, IoT 등 새로운 분야의 업무가 등장한 것이 업무 부담

감이 되고, 전문 인력 충원이나 예산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

다보니 실질적인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조직 내에 기술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축적한 전산직 공무

Fig. 4. Smart city organization diagram of IFEZ

Fig. 5. Urban information organization in sungnam

Fig. 6. Urban information organization in ulsan

Fig. 7. New growth industry organization in busan

Fig. 8. Unification, silicon valley support organization in goya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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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해 서비스 발굴 및 운영

등의 정책 사업에서의 숙련도는 낮은 편이었다.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만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 업무 부담 과중,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 역량

부족으로 창의적인 정책 탐색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바

르셀로나, 싱가포르에서와 같이 스마트도시 조직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도시 조직을 시장 또

는 부시장 산하로 두어 스마트도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인적ㆍ양적 확장

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국·내외 추진동향과

국내 지자체의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조직체계 분석을 하

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사업

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정보화 조직의 위상이 낮아 지역

정보화를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이행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가장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내 정보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하고 조직체계를 개선한다면 스

마트도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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