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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사업, 기존 틀 내 추진에 한계점

관련제도 개선, 실행조직 구축 등 새 틀 필요

스마트시티 사업, 10여개 부서 40여개 추진 … 6개 분야별 사업 선정

서울시는 2018년 제정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수준

에 다다른 안전ㆍ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10여 개 부서에서 40여 개의 사업들을 추진

하고 있다. 학술 분야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검토하여, 

서울시 추진 사업을 빅데이터, 신산업거점ㆍ일자리, 교통, 환경, 재생, 시범사업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주요 사업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빅데이터 분야

는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실시간 데이

터를 통합 연계 개방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을 선정하였고, 신산업거점·일자

리 분야에서는 6개 거점 중에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 AI·빅데이터 산업이 특화된 

양재·개포 신산업거점 사업을 선정하였다. 교통 분야에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

업을 선정하였고, 환경 분야도 빅데이터 활용사업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 추진 중

이므로 비중이 다소 높은 마곡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을 선정하였

다. 재생 분야에서는 기존 재래산업단지를 ICT 및 패션 메카로 성장한 1ㆍ2단지와 

연계하여 3단지를 새로운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G밸리 신산업거점사업을 선

정하였고, 시범사업은 마곡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6개 분야별 주요 사업은 물리적 

공간단위 융합사업, 빅데이터 활용 구축사업, 신기술도입 테스트베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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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 아우른 기본계획, 사업단위 성과관리·지속추진계획 세워야

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세워 2040 서울플랜에 반영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추진하

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아우르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부

터 개별 사업단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관련 기관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

므로, 분야 전반을 망라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잘 담아내고 개별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개별 사업단위에서도 분야

간 융합이 필요한 사업들은 복잡하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많아 별도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의미들은 “스마트도시 및 정비화 

기본계획”에서 조율하고 향후 필요한 과제들도 담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수립해야 할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내용들은 미래 서울시

의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담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담아 앞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 속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부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 유형별 특성 고려한 성과관리·추진계획 마련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대표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계획측면에서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융합사업은 모두 혁신클러

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창업지원 및 지역

기반 조직 마련, 교육기관 연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수집·저

장·활용사업은 앞서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의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으

므로, 향후 실제 정책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역점

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핵심 분야인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일사업들은 실제 생활과 직결되고 목표가 분명하므로 성과관리에 집중하면서 

시민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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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실현 위해 기술혁신 대응, 제도 개선, 재정 투자 등 필요

① 기술혁신 대응 전담조직 설립 등 서울시 조직정비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도 계속해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변화

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

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도 더 나은 기술이 발표되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 언제

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발전이나 시스템 개선 자체는 민간부문에서 주로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던 부서가 중심이 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스마트시티는 도시계획·교통·에너지 등 공간분야 전반을 아우

르고 있어 여건변화에 대응하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통합과 분야 간 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담조직을 갖춰나가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기존 조직 내 관련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어 추진하는 경우 

분야 간 융합과 협력을 위한 조직체계는 갖춰져야 할 것이다.

② ‘혁신기술 활용하게’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스마트시티는 기존 제도적 틀에서는 적용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연

계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다. 2020년 1월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일원화하고,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한 금융분야 정보 활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스마트시티 분

야를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근거 법도 제정되었다. 자동차관

리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관련 법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시범

운행지구에서 여객운송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개정하였다. 또한,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보험관련 규정도 마련하였다. 데이

터 3법과 자율주행 상용화법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되, 다른 분야에서는 중앙정

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에너지분야는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저장과 교환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가능하도록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지구 조성을 위해 해당 스마트도시법에 관련 산업 및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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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의 수도권 관련법 개정을 통한 4차 산업 전진기지 조성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장, 학교 등 행위제한 완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산업 인프라 조성 위해 중앙정부·서울시 재정투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해당사업 외

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도 갖고 있어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공공에서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

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비용 신기술의 현실 적용, 연구개발과의 연계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가 뒤따를 수도 있다. 또한, 공공의 성격이 강한 혁신지

구 조성에서 산업 인프라 구축과 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의 재원 투자는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추

진하되, 서울시의 특성에 맞춰 유형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지구 조성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연구 및 창업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혁신생태계 조성 촉진’ 지역기반 혁신지원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사업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단일사업에서부터 데이터 활용 및 혁

신지구 조성 등 융합사업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기술 도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추

진될 수밖에 없고, 신기술 도입에도 대응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혁신지구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간

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특성상 분야 간 융합과 부문 간 협력에 역

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사회적 인프라를 조

성하는 방안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일사업에서 융합사업에 이르

기까지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지원센터를 필요로 한다. 보스턴과 바르셀로나 혁신지

구가 구 산업지역을 재생하면서 신산업 클러스터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데에는 오랜 

기간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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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 온 지역 기반의 혁신지원센터에 있다.

현재 G밸리·마곡·양재 등 공간 기반으로 추진되는 융합사업은 서울시 내에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조직은 없다. 각각의 혁신지구가 

클러스터 형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인재양성과 창업지원뿐 아니라 연구교류

협력에서부터 투자자 연결 및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혁

신 효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필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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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

적화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사회·환경 자본의 융합을 통

하여 만들어지며, 대체로 스마트 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환경, 스마트 리빙,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피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즉, 다양한 분야를 포괄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추동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있다.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전은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그리드, 스

마트팩토리 등으로 구체화되어 현실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공유경제·융복합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시민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

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겠지만,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현실세

계와 사이버세계를 연결하는 초지능·초연결사회를 향해 가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림 1-1] 가까운 미래(2025년)에 가시화가 예측되는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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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가 기술발전에 종속되어 있고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현실에 묶여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스마트시티가 점차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선점하는 각축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

실이다. 심천, 멜번, 캔버라 등 해외의 각 도시정부들이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들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다양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시민편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 및 신기술 선점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1-2]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세계 주요도시의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 현황

[그림 1-3] 빅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스마트시티 구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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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서울의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민편의서비스 개선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

산업 창출 및 신기술 선점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정부 주

도로 추진하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상당하며,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

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일부 사업은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및 연구기관과도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

는 관련 기업들과도 함께 해야 한다. 

즉, 이제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도 기존에 추진하던 시민편의 개선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 및 신기술 선점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중앙정부·기업·학교·연구기관·시민이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

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일부 기술 선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은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협력적 추진을 검토하고 있거나 

서두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와 추진체계를 점검하

여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체계화하고, 개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림 1-4] 서울시 스마트시티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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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방법

1) 주요사업 선정 방법

현재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이 관장하고 추진하기보다는 관

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부서별 전문성과 추진체계를 존중하면서 

필요시 부서간 협력을 도모하는 기존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융

복합적 성격이 강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앞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심화된다면 조직간 

융합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은 기존의 평면적인 조직체

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국·실별로 스마트시

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주요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크게 데이터분야와 공간분야로 구분된다. 데이터분야는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일부 교통실 및 도시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

간분야는 경제진흥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실과 기후환경본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 실·국별 역점 사업들을 고려하면서 스마트시티 분야별로 사업을 분류하여 분야를 

대표하면서도 향후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가져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을 선정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그림 1-5] 주요사업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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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분야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제를 선정한 이후에는 각 사업별로 관련 자료

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와 심층 인터뷰를 해서 여러가지 애로와 필요 사항들을 파악

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은 국내외 유사 성공사례 및 

유의미한 사례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토론하여 시사점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업별로 이해관계자가 설명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국내외 유사 사례나 관련 전문가들

이 논의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주요 사업별로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

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독립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가 분야를 망라하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 내 분야별 전문가가 같

이 참여하여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1]은 검토분야와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콜로키움 진행일정이다.

구분 분야 분야별 연구진

1차

(8.20)

스마트시티 진행 현황 l 국토부 및 서울시(마곡) 대상

∙ 발제: 이재용(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_스마트도시종합계획)

∙ 발제: 이성재(SH스마트시티사업단 팀장_마곡 시범단지)

∙ 토론: 김정곤(SH스마트시티사업단장), 서울연구원 연구진

시범사업 및 총괄

임희지

2차 

(9.3)

환경ㆍ에너지분야 l 친환경에너지 확대ㆍ저장 활용사업

∙ 발제: 박준래(LG전자 B2B사업본부 부장_마곡스마트에너지시티)

∙ 발제: 박시삼(GS건설 기술연구소_부산EDC 에너지 기본계획)

∙ 토론: 김태진(서울시 서남권사업과 사업기획팀장),       

       한승호(서울에너지공사 신사업효율화부장), 서울연구원 연구진

에너지분야

유정민

특강

(9.23)

로봇 기술 분야

∙ 발제: 한재권(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3차

(9.24)

교통분야 l 자율주행차 도입

∙ 발제: 문일웅(SKT 공공사업본부장_상암 시범사업 PM)

∙ 발제: 김태형(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 교통연구팀장_세종 공유차량지구)

∙ 토론: 최종선(서울시 교통정보과 도로정보팀장), 서울연구원 연구진

교통분야

한영준

4차

(11.5)

신산업분야 l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 발제: 성혁진(카이스트 이노베이션 센터_양재 R&D 혁신허브 위탁운영)

∙ 발제: 유태준(마인즈랩 대표_AI 플랫폼 운영)

∙ 토론: 김정안(서울시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정책팀장), 서울연구원 연구진

신산업분야

주재욱

[표 1-1] 분야별 콜로키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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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분야별 연구진

5차

(11.28)

데이터분야 l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부문간 연결

∙ 발제: 곽호진(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주무관

            _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사업)

∙ 발제: 김규호(서강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센터 교수

            _센서 활용 도시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

∙ 토론: 서울연구원 연구진

데이터분야

노승철

6차

(4.1)

재생분야 l 산업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 발제: 박경석(인토엔지니어링 부장_G밸리 개발계획 변경안)

∙ 토론: 이원배(서울시 경제정책실 산업거점개발팀 주무관),

       서울연구원 연구진

도시설계

ㆍ재생분야

윤서연

종합

(5.19)

최종 자문회의

∙ 자문: 이제승(서울대학교), 유석연(서울시립대학교), 오주석(고려대학교), 

       이범현(성결대학교), 김태형(한국교통연구원), 박찬호(정도UIT)

[표 1-1] 분야별 콜로키움 일정(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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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의 틀

(1) 계획적 측면 검토

본 연구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무리 없이 추진되려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

을 수립하면서 이해관계자와 교감하지 못했거나 추진체계가 제대로 계획되지 못했다

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

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사업도 현행 정책 기조와 목표를 같이 공유하야 한다. 현재 서울

시가 강조하는 정책 중에서 청년 일자리, 건강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약자배려 

등은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시티 서울이 가져가야 할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스마트시티를 계획할 때 고민해야 할 3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하나는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

지 방향이 제대로 잡혀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체로 스마트시티 사업은 시민편

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및 신신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효율성 증진 등으로 알

려져 있다.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신산업 및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나 협력사항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업이 담아내야 하는 내

용물이다. 해야 할 과제를 정확히 설정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이 잘 녹아있는 계획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림 1-6] 계획적 측면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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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현화 측면 검토

스마트시티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시민편의를 개선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단편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기반을 

만들거나 신기술을 실증하여 보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확보하는 복잡한 사업도 많

다. 기술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은 기존 제도나 

사업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많고, 공공에서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 간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 혁신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혁신의 

유전자가 있는 스마트시티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추진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틀이 

요구된다. 새로운 틀을 개별 사업단위에서 고민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다음

과 같은 틀을 갖고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파악하여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려고 한다.

우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발표되

는 신기술들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제약은 제도적인 부분일 것이다. 

기존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을 중앙정부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 

신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기술 검증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드

는 데 필요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조직과 

지역단위의 실행조직 등도 필요하다.

[그림 1-7] 계획 실현화 측면 검토 항목과 세부 내용

  



10

01

연
구
개
요

4) 연구의 진행단계

우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시민편의를 개선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단편적

인 사업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

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실증하는 사

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진행과정은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나,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시민편의를 

개선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단순 사업을 제외하고 서울시 내 스마트도시정책관

실을 위시해서 각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확인하고, 역점 사업들을 고려

하여 분야별로 서울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은 검토 사업별로 사업 배경과 방향 및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연구팀 분야 담당자와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콜로키움을 통하여 향후 추

진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별로 확인된 제약사항들과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계

획적 측면과 실현화 측면에서 주요 요소별로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8] 연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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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현황 분석 및 
주요 사업 선정

1_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분석

1) 관련 계획 추진현황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정보화촉진법(1995)과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법(2008)에 근거

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유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

진한 것은 2011년부터 이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8년 정부에서 스마

트도시 근거 법을 마련하고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발표했던 시기와 괘를 같이한다. 민

선 7기 들어서면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분야별로 다양

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9개의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여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9)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정보기획관

실을 스마트도시정책관실로 변경하고, 실·국별로 의견을 모아 교통·안전·경제·복지·

행정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19개 정책과제를 선정 전체 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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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는 2011년도부터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 분야

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특히 안전과 복지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분야 특성상 목적이 분명하고, 현행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교감

하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분야는 기존 체계 내에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안전,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국·실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을 확인한 결과, 10여 개 부서에 전체 40여 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부서 사업명 추진시기

스마트도시
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초고속 자기통신망 설치 2016~202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2017~

빅데이터담당광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19~2021
빅데이터담당광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2018~2019

정보화기획담당관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확대 조성 2017~
정보화기획담당관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2015~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활용 사업(열린데이터 광장, 빅데이터 캠퍼스 등) 2015~
스마트도시담당관 성동 스마트 교통안전 특구 2019~202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흥릉, G밸리, 양재, 개포 등 신산업거점 조성 ~2022
거점성장추진단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성북, 성동, 중구, 중랑 제조업 지능화) 2018~

경제일자리기획관 마포(핀테크 블록체인) 신산업거점 조성 ~2022
경제정책과 혁신 기술제품의 테스트베드 기회 확대 및 상용화 추진 201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1단계) 2018~2020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2018~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디지털 메이커시티 용산 Y-밸리 조성 2018~
재생정책과 스마트도시재생 도입 – 생활SOC와 스마트기술 통합 등 2019~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교통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2019~2022
교통정보과 서울 교통정보시스템(TOPIS) 운영 2009~
주차계획과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서비스 구축(IOT센서) 2018~
주차계획과 IOT 활용 공유주차장 운영 2019~2022
교통정보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ITS 구축 및 자율주행 시범지구 2019~2022
교통정보과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2018~201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에너지자립마을 등) 2017
녹색에너지과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마스터플랜 2018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미니발전소 보급 2013~2023
기후대기과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및 충전소 확충사업 2018~2022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3단계) 2016~2018
인터넷통신과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2018

안전총괄실 안전통괄과 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2018~2019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2016~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GISDB 정확도 개선사업 2018~201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 2018~2022

[표 2-1] 안전·복지 분야를 제외한 서울시 부서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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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사업의 분야 구분

스마트시티가 다루고 있는 분야를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경제, 스마트 안전, 스마트 리빙, 시민참여,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암스테르담·바르셀로나·싱가폴 등 실제 해외 주요 도시의 스마

트시티 추진도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경제, 스마트 안전, 

스마트 복지, 스마트 행정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6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과 복지 분야를 제외한 교통, 환경, 

경제, 행정 분야를 토대로 각 실·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살펴본 결

과, 전체 사업은 도시 데이터를 개방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야,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신산업거점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산업거점·일자리 분야, 자율주행을 포함한 교통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 신재생에너지

와 스마트기술을 연계하는 에너지 분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해 혁신지구로 조

성하는 재생 분야,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시범사업지구 조성 등 6개 분야로 구분되었다. 

⇒ 빅데이터

⇒
신산업거점, 

일자리

⇒ 교통

⇒ 환경에너지

⇒ 재생

⇒ 시범사업

[표 2-2] 안전·복지분야를 제외한 추진 사업의 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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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 분야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선정된 6개 분야 중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

실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시국, 서

울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시교통실과 데이터센터에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데이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관련 데이터를 통합·연계·개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방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데이터와 사

물인터넷과도 연계되고 있다.

신산업거점·일자리 분야는 홍릉(바이오·의료), 마곡(융복합), G밸리(IoT), 상암(문화

콘텐츠·VR·AR), 양재·개포(AI·빅데이터),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6개 신산업거점 

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앵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 분야는 빅데이터 활

용 외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과 마곡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 분야는 전통산업지역인 세운상가와 용산 Y밸

리 및 G밸리를 신산업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를 포괄

하는 시범사업은 마곡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련부서 사업명

스마트도시
정책관

초고속 자기통신망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확대 조성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빅데이터 활용 사업(열린데이터 광장, 빅데이터 캠퍼스 등)
성동 스마트 교통안전 특구

경제
정책실

흥릉, G밸리, 양재, 개포 등 신산업거점 조성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성북, 성동, 중구 제조업 지능화)
마포(핀테크 블록체인) 신산업거점 조성
혁신 기술제품의 테스트베드 기회 확대 및 상용화 추진

도시
계획국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1단계)
부동산 정보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도시
재생실

디지털 메이커시티 용산 Y-밸리 조성 
스마트도시재생 도입 – 생활SOC와 스마트기술 통합 등

도시
교통실

교통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울 교통정보시스템(TOPIS) 운영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서비스 구축(IoT센서)
IoT 활용 공유주차장 운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ITS 구축 및 자율주행 시범지구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환경본
부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에너지자립마을 등)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마스터플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미니발전소 보급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및 충전소 확충사업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3단계)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안전총괄실 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지역발전본부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

⇒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부문간 
연결 및 개방ㆍ활용하는 사업에 집중

⇒
신산업거점

일자리

∙Bio, AI 등 신산업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특히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AI분야를 
양재 지역에 핵심사업으로 조성

⇒ 교통
∙데이터 통합 및 통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상암 중심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
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핵심사업인 
친환경에너지 확대 및 저장 활용사업모델 
발굴 추진

⇒ 재생
∙세운상가, Y밸리에 메이커시티를 
조성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래산업단지와 연계는 미흡

⇒ 시범사업
∙각 분야를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실제적 
종합시범사업으로 마곡지구 역점 추진

[표 2-3] 6개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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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 분야별 검토가 필요한 핵심사업

현재 서울시의 국·실별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주

요 사업을 선정하였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서울시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데

이터 외에 민간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연계 개방하여 빅데이터

로 활용하는 사업을 선정하였고, 신산업거점·일자리 분야에서는 6개 거점 중에서 스

마트시티의 핵심인 AI·빅데이터 산업이 특화된 양재·개포 신산업거점 사업을 선정하

였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을 선정하였고, 에너지 

분야도 빅데이터 활용사업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연계 추진 중이므로 비중이 다소 높

은 마곡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을 선정하였다. 재생 분야에서는 

기존 재래산업단지를 ICT 및 패션 메카로 성장한 1·2단지와 연계하여 3단지를 새로

운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G밸리 신산업거점사업을 선정하였고, 시범사업은 

마곡을 선정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외 대도시의 관련사업 중에서 서

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서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가

능성을 같이 고민하고자 한다.

핵심사업 분야 해외 주요도시 스마트시티 분야별 프로그램 서울시 핵심사업

교통

데이터 수집ㆍ분석 → TOPIS 구축

자율주행 →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전기에너지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및

 충전소 확충 사업

에너지

데이터 수집ㆍ분석 → 대기환경정보제공 고도화 사업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유도 →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에너지 효율화 →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산업
데이터 수집ㆍ분석 → 3D기반 통합 플랫폼(마곡)
일자리, 창업 지원 → 메이커시티 조성(세운상가, Y밸리)

신산업 
거점기반

시범
사업

AI → 양재 AI 혁신허브

디지털 트윈 (3D기반, IoT) → 3D기반 통합 플랫폼(마곡)

Robot 양재 AI 혁신허브

재래산업단지 
재생

22@Barcelona
Boston Innovation District
Seattle Amazone Campus

3D기반 통합 플랫폼(마곡)

→ 로봇 및 재래산업단지 
재생사업 제외

[표 2-4] 분야별 핵심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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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6개 분야별 핵심사업의 의미와 분석의 쟁점

1) 빅데이터 분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민간데이터 연계ㆍ활용 사업

현재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서울교통정보시스

템(TOP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등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하거나 심야 올빼

미 버스와 같이 시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사업은 빅데이터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과 괘를 달리한다. 본 

사업은 90년대부터 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축적해 왔던 데이터들을 하

나로 모으고 통합 연계 개방하여 앞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야심 찬 계획이다.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사업은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여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민간데이터까지 연결하는 실로 

방대한 사업이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민간데이터 연계·활용사업의 성공에 따라 

향후 서울이 스마트시티로서 갖는 위상이 달리질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개별 부서별ㆍ부문별로 운영되는 데이터를 활용가능하도록 통합는데 드러난 제약과 

활용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2]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및 민간데이터 연계ㆍ활용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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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산업거점·일자리 분야: 양재 혁신지구

해당 사업지구가 위치한 양재·우면지구 주변에는 LG전자 양재 R&D캠퍼스, KT 연

구개발센터,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현대·기아 자동차 연구소 등 ICT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연구소만 300여 개가 집적되어 있는 지

역이다. 또한, 지역 내에는 이러한 거점 시설 외에도 AT센터 등 국제적인 전시·컨벤

션이 가능한 지원시설들이 다수 위치해 있고, 화물터미널, 양곡도매시장, 염곡차고지 

등 개발 가용지가 많아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설 확보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많은 곳이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은 중국·미국·일본 등 해당 분야에서 해외의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서울이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생적으로 집적된 관련 연구소 인프라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 허브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연구소 인

프라를 바탕으로 개발 가용지를 활용하여 핵심 앵커시설들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대학들을 유치해 민간투자 및 창업여건을 개선하여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은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및 창업과 

투자지원 등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3] 양재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개요



19

서
울
시
 스
마
트
시
티
 주
요
사
업
 실
태
와
 발
전
방
안

3) 교통 분야: 상암 자율주행 시범단지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중에서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선점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가 자율주행 분야이다. 그만큼 해외 주요 도시들에서는 일찍이 자율주행차 도

입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들을 추진하여 관련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암 지역은 90년대 후반 새천년 신도시 

조성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집적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

진 혁신 클러스터 지역으로서 최근에는 이들 신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VR·AR 관련

사업 육성도 같이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상암 지역은 신도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적고,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추가 비용투자 없이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적절한 지역이라 판단된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은 상암의 5G 통신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로 운전자와 보행

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 도로 및 교통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구축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사물에 유무선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

하는 Vehicle to Everything(이하 V2X) 기술을 구현해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필요한 기술지원과 사

업모델의 검증 및 확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4] 상암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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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분야: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해외의 

선진도시들은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의 핵심 원인인 화석연료 사

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교통·산업·에너지·주거 등 전방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저감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시티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환경 분야의 스마트시

티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시스템·스마트물순환시스

템·스마트쓰레기처리시스템 등 다양한 실증사업들이 많은 도시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외 중심도시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분

야는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을 줄여 에너지저감 도시를 만드는 친환

경 에너지 분야이다.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사업이 추진되는 마곡 지역은 2000년 초반 마곡 신도시 

조성 발표 이후 주거지는 대부분 완공되었고, 산업지구는 LG전자 R&D센터를 중심

으로 미매각 연구개발용지 등을 활용해 M밸리 클러스터 형성을 고민하고 있다. 마곡

지구는 애초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근거한 유시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이미 스

마트시티 추진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 및 

지열 이용 냉난방 시스템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별도 추진해 왔다. 따라서 마

곡은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및 전력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에너지 통합 관리 등 

스마트에너지 모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테스트베드사업 기반이 마련

되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림 2-5]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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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생 분야: G밸리

G밸리는 60년대 후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였던 구로공업단지가 위치한 지

역으로서 당시에는 섬유·의류·봉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제조업 활력도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1997년 급기야 구로국가산업단지 첨단화계획을 고시하고 ICT 관련업종 

입주를 유도하면서 이 지역은 ICT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 산업구조 개편에 

성공하면서 명칭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되어 이제는 IT제조·소프트웨어·유통·

서비스 등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서울을 대표하는 신산업지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보통 G밸리로 불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전체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

디지털단지로 불리는 1단지는 디지털산업단지로 처음 출발했던 지역으로 이미 산업 

고도화가 완료된 단지의 중심지역이다. 2단지는 3단지와 함께 가산디지털단지로 불

리며 의류상설매장이 밀집해 있어 서울 패션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

민하고 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단지는 기존 재래

산업과 벤처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

회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2012년에 관리계획 변경 등 권한이 서울시로 위임되었다. 따라서 IT 관련업종으로 

고도화된 1단지와 패션산업으로 특화된 2단지와 함께 3단지를 아우르는 G밸리의 새

로운 비전과 혁신클러스터로서 진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자 한다.

[그림 2-6] G밸리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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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범사업 분야: 마곡지구

마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근거한 유시티사업과 연계하

여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 추진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와 자가정보통신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도시 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통합운영센터도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기존 홈 네트워크 설비를 사물인터넷 가전제품과 기기 등을 모바일

로 연결하여 원격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

한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LG전자 R&D 센터를 중심으로 미매

각 연구개발용지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융복합 혁신지구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사업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마곡 지역

은 신도시로 조성되어 리빙랩이나 실증사업을 추진하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월하

고,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갖춰진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민 및 입주기업들과 협력하여 개방형 데이터 

기반의 도시플랫폼을 구현하고, 자유롭게 신기술 실험을 위한 리빙랩 및 테스트베드

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곡 스마트시

티 시범지구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서비스 혁신에 도전하고,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리빙랩이자 테스트베드로서 시민ㆍ기업과의 거버넌스 및 실행 플랫폼이 조

성되어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림 2-7]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2-8] 마곡지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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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6개 분야별 핵심사업의 유형 구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6개 분야별 핵심사업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크게 물리적인 공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 기반

으로 시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스

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과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자원들을 활용해

서 직접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사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은 파급영향이 크고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융복합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공간 단위에서는 혁

신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사이버 단위에서는 조직간·분야간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 통합 개방하는 사업이 있다. 향후 관련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

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또 하나는 신기술을 현실에 적

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공간 단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단기적인 사업이다.

분야의 특성과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들을 분

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9] 분야별 시범사업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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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사업 유형별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

1_공간 융합사업

1) 스마트시티 서울 시범사업: 마곡지구

(1)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서울시는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곡지구 

U-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마곡지구 U-City 구축사업’은 서울시와 협약을 통

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첨단 R&D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현재 정보통신인프라 및 도시기반서비스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다.

U-City 기반 시설인 정보통신인프라는 마곡지구 주변 구도심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초고속 광대역 공공정보통신망과 공공 CCTV 통합관제센터를 조성하여 2015년부터 

강서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기반시설을 활용한 도시서비스는 스마트 방범ㆍ교통

ㆍ재난ㆍ시설물관리ㆍU-정보제공 등 5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대상 정

보 제공시스템은 SH공사, 교통 시설물 운영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TOPIS와 연

계, 그 외의 서비스는 강서구에서 관리운영 중이다.

[그림 3-1] 마곡지구 U-City 구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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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마곡지구 U-City의 주요 구축 내용

마곡지구는 U-City 구축사업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및 도시기반 서비스 구축을 완

료하였으며,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스

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에 용이한 공간이다.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15년부터 공공부지 2개소에 서울식물원과 마곡중앙광장을 조성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서울식물원과 마곡중앙광장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시민 편의 측면을 강

조한 스마트 안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리빙, 스마트 서비스 등 4개 분야이다. 스마

트 안전 분야는  CCTV와 Wifi를 기반으로 재난 감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비상상

황 발생 시 초동 대처 시간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센서 및 Wifi를 통해 이용자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빛 밝기를 제어하는 공원 조

명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태양광 발전과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ESS),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에너지 관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

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스마트 리빙 분야는 공공 Wifi, 차량번호 인식 무발권 주차서

비스,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대기질 알리미 서비스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여 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서비스 분야는 스마트 포그, 

QR코드 입장권, LED 야간경관 등 방문객의 이용 편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무인계

수, 스마트 팜 등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서울식물원과 마곡중앙광장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U-City 구축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반을 활용한 서비스인 만큼 고도화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는 아니나, 시민편의 측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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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식물원과 마곡중앙광장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그림 3-4] 서울식물원과 마곡중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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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사업계획

서울시는 ICT 인프라 및 다양한 정보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마곡지구를 ‘스마트시

티 서울’ 실현을 위한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스마트시티로 도약하

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발 빠른 서비스 적용과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개

방형 스마트시티를 도시공간에 접목시키는 종합적 성격의 사업이다.

국내 및 해외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검토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

는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조성에 필요한 핵심가치를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정착, 

기업의 혁신성장, 시민편의, 지속발전 가능형으로 선정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였다. 

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플랫폼ㆍ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테스트베드 특구’를 추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을 장기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편의 측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교통ㆍ복지ㆍ환경 분야의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안착 지원사업’을 

단기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3D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관리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한다. 그간의 U-City 조성 및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은 공공 주도로 추진

했었던 것에 반해, 추진 예정인 사업은 공공과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과 연계하여 마곡지구를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

획하였으며, 이는 신기술도입 단일사업의 에너지 분야에서 별도로 검토하였다.

[그림 3-5] 마곡지구 향후 추진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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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테스트베드 특구 추진(Open Labs)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는 공간이

다.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틀을 완화하여 새로운 기

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를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여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곡지구는 위와 같은 신기술 및 서비스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플랫폼ㆍ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특구로 조성을 계획하였다. 우선 

데이터 관련 제도의 제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개방형 테스트 환경인 Open Lab 구축을 통한 실증환경을 조성하여 데이

터 활용 체계를 제공한다.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특구’1) 공모사업과 연계

하여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공ㆍ민간

이 함께 관리ㆍ운영하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도 적용 가능하지만, 향

후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의 Open Lab 운영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적으로는 실증환경과 데이터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의 

실증과 확대를 위해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공의 전담조

직 마련도 요구된다.

[그림 3-6] 마곡지구: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테스트베드 특구 추진의 주요 내용 

1) ‘스마트시티 특구’는 스마트시티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시민이 사는 생활현장에 집중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은 
기술을 실증ㆍ상용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정하여 인허가 및 규제 프리존을 지원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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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차 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 실증(자율주행 무인셔틀,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 선점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며, 신기술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실증 단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마곡 산업단지에는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기업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 신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다.

신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총괄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및 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곡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며, 실증결과의 서울시 전체 확산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총괄할 계획

이다.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새로

운 아이디어 및 사업을 공모하여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업은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계획’ 등 상위 계획에 포함된 기술의 실증을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우선실증사

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무인셔틀 실증은 LG전자가 개발하여 LG사이언스파크 내부에

서 준비 중인 자율주행차량을 마곡지구로 확대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다른 우선실증사업은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으로 선정된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사업이다. 이는 마곡

지구 내 지정된 4곳의 식당과 사옥을 연결하는 실외 주행 음식배달 전용 로봇을 개발

하는 사업으로 교통법규나 기상상황에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실증한 후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신기술 실증을 위해 LG전자 및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 기술 개발을 

반영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V2X 환경구현을 위해 센싱, 초정밀지도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과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림 3-7] 마곡지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 실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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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민 생활밀착형 ‘시민 서비스 창작소’ 안착 지원

최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ICT기술을 활용하

여 직접적으로 시민 편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 기반

의 플랫폼 구축, 신기술 상용화의 검증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곡지구는 그동안 공공 주도로 추진했던 스마트 인프라 조성 완료 후에도 민간 주도

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

여, 창작지원센터 내에 SH공사가 운영하는 ‘(가칭)시민 서비스 창작소’를 마련하여 시

민편의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지원 과정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제안 접수와 타당성 평가 및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화 지원의 3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시민이 주로 이

용하는 주거, 업무, 쇼핑 공간 등에서 수혜 대상별로 지불가치가 충분한 서비스를 접

수받도록 한다. 접수된 제안은 기술ㆍ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예산을 지원하여 검증 단

계를 거친다.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유용한 혁신 요소는 우선 적

용하도록 한다. 검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지분 투자 또는 크라우드 펀딩 등 사업예산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민 편의 목적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IoT, 센서 등의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여겨지며, 지속적이며 고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oT, 센서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재정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 제안의 접수ㆍ평가 및 시민ㆍ스타트업

의 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중심 실행운영조직 마련도 필요하다.

[그림 3-8] 마곡지구: 시민 생활밀착형 ‘시민 서비스 창작소’ 안착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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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3D기반 통합 플랫폼’ 조성

그간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기술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신기술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는 도시로의 스마트시

티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마곡지구도 도시의 통합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곡지구는 도시의 종합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운영 플랫폼 조성을 계획하였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민 편의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분야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3D 시각화 화면으로 구축하여 도시의 통합운영 플랫폼

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강서구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범ㆍ

재난 분야 데이터를 교통, 시설물, 도시정보까지 확장하고, IoT, 센서 등 실시간 데이

터와 결합하여 도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통합 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도시계획ㆍ시민 안전 등 지역 내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합운영센터와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

직의 재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조성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은 현

재도 적용 가능하나 기술 고도화에 따른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데이터 운영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9] 마곡지구: 도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3D기반 통합 플랫폼’ 조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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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발전방안 

서울 스마트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 도시단위의 테스트베드로 추진

마곡지구는 이미 정보통신인프라 및 도시기반 서비스 구축이 완료된 공간이며, 서울식

물원과 마곡중앙광장을 조성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마곡지

구를 성공적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스마트시티의 역량을 보

여줄 수 있는 ‘도시 단위의 테스트베드’를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곡지구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이 진행된 후 후속적으로 수립되는 만큼 서울시와 SH서

울주택도시공사는 물론 마곡지구 내 입지한 기업과 R&D 클러스터가 협력하여 실행

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기존에 

조성된 R&D 클러스터의 확장과 지속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산업

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주

행환경 구현을 위한 센싱 및 초정밀 지도 구축, IoT 인프라 구축, 3D 기반 통합 플랫

폼 조성 및 뒤의 에너지 분야에서 다루는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등 각 사업별로 투

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킬 경우 분양가가 함께 상승되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분양

가에 인프라 조성 비용이 산정되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에 따라 실현 가능해진 테스트베드 및 리빙랩 사업은 고도화

되는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운영 

부문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신기술의 실증 및 단계적 확대, 거버넌스 구축을 위

해 현장 중심의 실행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10] 마곡지구 시범사업의 미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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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산업 분야: 양재 R&D 혁신지구 

(1)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는 자율주행

차 및 로봇, 에너지, 공유경제 등 관련 분야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양재ㆍ우면지구는 광역교통의 요충지이며 삼성전자 및 LG전자 R&D캠퍼스, 현대ㆍ

기아 자동차 연구소, KT 5G 이노베이션센터 등 280여 개의 민간 기업 및 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집적ㆍ특화되어, 도심형 R&D 혁신거점에 최적화된 입지 여건을 보유하

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서울시는 2016년에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계

획’을 발표하고, 양재를 AI 중심의 미래 R&D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등 7대 실행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서초구와 중앙정부 등 부처 간 이해

관계가 달라 현재 지정이 보류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지속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R&D 거점으로 양재ㆍ우면지구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ㆍ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핵심 선도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AI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로 추진된 사업이 AI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양재 R&D 혁신허브이며, 현재 약 30여 개의 AI 관련 업체가 입주하

여 있다. 이후 2019년에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여 AI 

중심의 첨단 R&D 앵커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

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2022년까지 품질시험소 별관을 준공하여 기업

이 적기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

간건물 추가 임차를 통해 기업공간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ㆍ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정보ㆍ인적교류ㆍ협업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림 3-11] 양재 R&D 혁신지구 추진과정 및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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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내용

① AI 분야의 인재ㆍ기술ㆍ기회가 모이는 거점,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양재 R&D 혁신허브는 AI와 관련한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유보된 후 서울시 차원

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AI 관련 사업이다. 혁신허브를 통해 성공적인 AI 클러스터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기업육성-연구지원-협업기회 제공 등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

여 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KAIST-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위탁받

아 3년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총 50개 사가 혁신허브 공간인 한국교총회

관에 입주하였으며, 사무공간과 화상회의시설, 클라우드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양재 R&D 혁신허브는 창의 인재와 혁신기업이 성장ㆍ교류하는 양재의 거점으로 목

표를 설정하고, 전문인재 양성, 특화기업 육성, 개방형 연구촉진, 소통ㆍ교류촉진 프

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KAIST AI School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3년간 500명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화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기

술자문과 성장자금을 연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50개의 AI 특화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Deep Learning College와 AI 스타트업 코워킹그룹 등 개방형 협

업 연구를 진행하며, AI포럼 및 기술교류 세미나 등 다양한 소통ㆍ교류촉진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허브의 공간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결과, 입주기업 매출액은 2019년 약 천

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하였으며, 투자유치 약 150%, 근무자 수 약 

80%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달성하였다. 향후에도 혁신허브를 중심으로 기술

지원 강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관련 학교 및 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창업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양재 R&D AI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3-12] 양재 R&D 혁신허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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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 입주공간 마련을 통한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AI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으며 광주, 판교 등 국내에서도 

AI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서울시도 선제적으로 AI 관련 

산업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서울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양재ㆍ우면지구를 AI 관련 R&D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신규 입주공간 마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입주공간은 품질시험소, 한국화물터미널 등 풍부한 저이용 가용지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2022년 준공예정인 품질시험소 별관은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신축하고 

있는데, 확보된 입주공간에는 AI 관련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고 인재양성, 

교류ㆍ협업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양재 R&D캠퍼스는 양곡도매

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2025년 캠퍼스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R&D캠퍼스는 

AI 융복합 분야의 기업과 대학 참여를 통한 글로벌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거점 역할

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2)은 학위수여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대학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학위수여 후 일자리를 제공하며, 공공은 부지 및 시설을 제공

하는 형태로 참여 예정이다. 

현재 조성ㆍ추진 중인 양재 R&D 앵커시설은 공공에서 주도하여 물리적 입주공간 조성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스타트업이 교류ㆍ협력하

여 혁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이벤트, 기업가 만찬, 커피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R&D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3]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의 주요 내용 

2) 현재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여 계약학과 개설 형식으로 대학 유치를 추진하려고 하나 
대학 내부적 문제로 학과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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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 검토: 보스턴 혁신지구

① 사업의 기본방향

보스턴 혁신지구는 민간기업, 공공, 제3섹터 등 다자간 협업을 통해 신산업 혁신 클러

스터로 만들어가고 있는 21C 도시 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1990년 말부터 진

행된 보스턴 남측 수변(South Boston Waterfront) 개발은 기존 해양산업을 유지하

면서 신산업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이 공간은 보스턴의 롱우드 의료특화

지구, 케임브리지 바이오허브, 루트 128 등 기존 보스턴 대도시권(Greater Boston)

과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경험 이후 2010년 

보스턴 남측 수변을 혁신지구로 설정하고, Marine Industrial Park, Seaport 

Square를 중심으로 산업 재구조화를 추진하였다.

[그림 3-14] 보스턴 혁신지구 위치 및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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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시는 혁신지구 조성을 위해 4가지의 접근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단일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 혁신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와 분야에 상관없이 

다양한 산업에 개방하는 포용적 산업 기반(Industry Agnostic)을 조성하고, 두 번째

는 교류혁신 클러스터(Clusters) 조성을 통해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자와 신생기업에 적합한 Work-Live-Play 공간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혁신의 생명인 빠른 속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계획 등 공공의 역할을 실험적(Experimental)으로 시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의 

역할을 혁신의 주체(the City as Host)로 설정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혁신의 주체

가 아니라, 지역(도시)을 중심으로 유기적 발전과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였다.

[그림 3-15] 보스턴 혁신지구 조성의 기본방향

자료: Ben Hicks 외, 2014, “Where are the Best Technology Jobs in Boston?”, Winter Wyman

[그림 3-16] 보스턴 혁신지구 입주 기업 및 스타트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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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 사업의 주요 내용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빠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타트

업의 발굴ㆍ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스턴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를 중심으로 인프

라 및 오픈 플랫폼 제공, 인력 교육, 자금 후원 등 다각도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

다. 이윤추구보다는 문제해결을 우선에 두는 매스 챌린지의 목적 하에 첨단장비, 업무

공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발전을 돕는다. 또한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개발, 생산까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유 

오픈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유 플랫폼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이 신속하게 프로

토타입을 제작하고, 자원설계에서 제조로의 효율적 전환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개발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술인력 및 경영관리 

인력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브랜드화된 보스턴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0개 이

상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기도 한다. 

[그림 3-17] 보스턴 혁신지구 매스챌린지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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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스챌린지’는 주정부, 시정부 및 대기업,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후원

받아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매스챌린지 운영자금의 90%는 GE, IBM, MS, 펩시, 

Facebook 등 민간기업의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3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1,5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투자유치

규모는 2018년 미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뉴욕을 앞지르기도 하였다(Trade 

Brief, 2018). 

자료: 박소영, 2018,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MassChallenge’의 성공비결과 시사점”, 「Trade Brief」, 20권

[그림 3-18] 보스턴 혁신지구 매스챌린지의 펀딩 지원 내용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공공조직 ‘District Hall’ 마련

도시의 혁신에 있어 기존의 공공 역할은 제도적, 행정적 감시자에 머물러 있었다. 그

러나 보스턴 혁신지구를 조성할 때에는 단지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

어나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기업가 

정신(Public entrepreneurship)을 시도하였다. 

혁신지구에서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공공개발기업은 District Hall에서 담당하고 

있다. District Hall은 ‘Boston’s First Public Innovation Center’로, 기업가와 지

역 커뮤니티ㆍ부동산 임대업자를 연결해주는 혁신지원센터이다. District Hall 공간

은 공공(보스턴시, 보스턴개발계획청(BPDA))과 민간기업(모던스탠리)이 협력하여 조

성하고, 케임브리지 혁신센터(CIC)에서 벤처카페 중심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District Hall은 교류ㆍ협력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타트업과 

기업, 부동산 임대업자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네트워크 이벤

트, 기업가 만찬, 커피 미팅, 커뮤니티 투어 등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촉진시킬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8년에는 900건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95,000명이 참여하였고, 후원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12억 원($100만)을 투자하기

도 하였다(THE VENTURE CAFÉ FOUND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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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스턴시는 공공 기업가 정신으로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테넌트를 유치

하고 있다. TIF(Tax Increment Financing)제도를 활용하여 키 테넌트를 유치하고 

있는데, TIF제도는 공공에서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고 업조닝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제

도이다. 상향된 용도로 지방채를 기존보다 많이 발행할 수 있어 도시개발 정비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다. 보스턴시와 기업(제약회사 Vertex Pharm), 디벨로퍼(The Fallon 

Company)가 협정하는데 TIF제도를 활용하기도 하였다(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2015). 

자료: 2018 Impact Report(The Venture Cafe Foundation, 2018)

[그림 3-19] 보스턴 혁신지구 District Hall의 주요 내용 



43

서
울
시
 스
마
트
시
티
 주
요
사
업
 실
태
와
 발
전
방
안

주거와 놀이, 업무 공간이 융합된 혁신지구 창출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위해 주거와 놀이공간 및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기관의 근

접ㆍ복합화를 추진하여 일상에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선 업무와 연계한 근접 주거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BRA(보스턴 지역개발청)에서 12,000호의 주거 단지를 계획하였는데, 그중 15%는 

저렴주택, 다른 15%는 초소형주택으로 공급하여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

였다. 주택공급의 첫 번째 사업으로 창고건물을 개조한 아파트인 Factory63 중 38호

를 저렴주택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다음으로 일하면서 거주하기에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하

였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식음 및 오락공간을 제공하였는데, 지역의 독특한 캐릭

터와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펍과 지역 레스토랑을 유치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동부의 유명한 씨푸드 레스토랑인 Legal Seafoods Restaurant을 유치하고 카

페, 호텔,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양질의 전문인재 영입을 위해 교육기관을 유치하였다. 보스턴 내 

대학 중 창업교육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Babson College를 유치하였는데, 이는 

보스턴 시장과 대학총장이 직접 결정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현재 혁신지구 중심

공간에 약 330㎡ 규모의 강의공간을 임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림 3-20] 보스턴 혁신지구 주거․놀이․업무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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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발전방안

스마트시티의 중심이 되는 빅데이터ㆍAI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광역교통의 요충지인 양재ㆍ우면지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 R&D캠퍼스 등 280여

개의 민간 기업 및 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공간이다. 또한 지구 내에 활

용가능한 가용지가 다수 위치하여 도심형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화된 입지 

여건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서울시는 AI관련 인재를 양성

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R&D 혁신허브를 운영하고, 신규 입주공간 중심으로 앵커시설

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공공에서 주도하는 물리적 공간 조성이 마무리되면, 양재 

R&D 혁신지구는 AI 클러스터로의 외형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AI 클러스터

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보스턴 혁신지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보스턴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사업실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우선으로 구성하

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주체간 협업을 통해 물리적 인프라 조성과 스타트업을 지원하

고 있다. 또한 산업 육성과 함께 주거, 상업, 교육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보도 같이 고

민하고 있다.

양재 R&D 혁신지구를 서울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AI 중심의 미래 R&D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비전과 주요 과제 및 실현 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지역 기반의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허브도 정규화하여 스타트업 활성화

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구축된 클러스터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산업과 연계한 주거, 상업, 교육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일상에서 혁신을 만드는 교류 

촉진 클러스터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학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3-21] 서울시 혁신지구의 미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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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 분야: G밸리 

(1)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964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舊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이하 G밸리)는 조성 초기 섬유, 봉제, 전자, 금속 등 물리적 제품을 생

산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

업구조 변화로 제조업 기반에서 첨단ㆍ정보지식형 산업단지로 변화를 꾀하였으며, 

2000년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고 첨단 IT업종인 이동통신, 반도체, 디

지털 콘텐츠 등 IT벤처타운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아파트형 공장도 빠르게 증가하

였다. 

2009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되면서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서울시로 위임되었으며, 2012년 국토교통부

의 ‘G밸리 개발계획’고시에 따라 서울시 권한 위임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에 서울시

는 G밸리 법정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6년부터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을 마련하고 있다.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IT융복합 산업을 매개로 창업과 

성장ㆍ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혁신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산업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기본방향 및 전략 마련과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3-22] G밸리 사업의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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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계획 내용

① 관련산업 업종의 지원시설 확보를 위한 용도 완화 및 용적률 추가 확대 검토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업종을 유치하는 것 외에도 주거ㆍ상업

ㆍ문화 등 생활인프라 확보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G밸리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도 완화 및 실제 용적률의 추가 확대를 검토

하는 등 개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전략거점부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로만 구성

해야 하는 기존의 조건을 주거ㆍ여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하여 산업

시설을 50% 이상 도입할 경우 지원시설(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3).

또한 현행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하지 않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을 추가

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 공개

공지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내에서만 적용가능하지만,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에서는 개발 유도 방안으로서 공개공지를 상한용적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

다4). 이 경우, 도시환경개선을 유도하면서 확대된 용적률을 통해 관련 산업 유치 외

에 다양한 지원시설을 확보하여 더 활력있고 풍부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3] G밸리 용도 완화의 주요 내용

3) 「산업입지법」 제2조에 의해 산업시설 외에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 지원시설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였다. 

4) 2020년 5월에 수립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ㆍ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과 연계하여 산업기능 육성,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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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G밸리 용적률 추가 확대 검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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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 연계 물리적 혁신환경 조성

G밸리 1단지는 초기 구로공단이 시작된 지역으로 현재 IT분야 특화단지로 산업구조 

재편이 완료되었으며, 2단지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

고 있다. 3단지는 과거 제조업 공장이 밀집했던 지역으로 현재는 제조업 기반을 유지

하며 IT분야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조업으로 대

표되는 전통산업단지에서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로 재편되고 있는 G밸리는 첨단산업

지구 특성에 맞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G밸리를 성공적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ㆍ개발을 위한 혁

신활동 지원공간을 도입하고, 녹지와 보행환경 등 혁신 친화적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현재 변화 중인 3단지를 중심으

로 1ㆍ2단지와 연계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

하고 있다.

혁신활동 지원공간은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등 산업교류 및 혁신활동을 위한 기

업 지원공간과 문화집회시설, 오픈스페이스 등 종사자 지원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개발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 기준을 도입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공이 조성하는 전략거점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혁신활동 지원공간 도입을 의무화하

고, 민간 전략거점에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혁신활동 지원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종사자 친화형 환경으로 대표되는 녹지와 공원 등은 건물의 전면공지 및 공개공

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보행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녹지 및 보행환경은 안

양천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환경을 포함한 클러스터

의 장기적인 종합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 마련 등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3-25] G밸리: 민간과 연계한 혁신활동지원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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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G밸리: 민간과 연계한 녹지 및 보행 친화 환경 조성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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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환경 개선 등 공공지원을 통한 G밸리 경쟁력 향상

업무 중심지로서 혁신 클러스터는 외부에서의 교통접근 외에도 내부 지역 간 교통 연

결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발전 및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G밸리 지역은 오래전에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밀도도 높아 외부에서의 교통 접근이 어렵고, 내부지역에서의 지역 간 이동도 

애로가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는 G밸리 지역의 교통환경 및 교통체계 개

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통환경과 교통체계 개선은 크게 외부에서 G

밸리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G밸리 내부의 연계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외부에서 G밸리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G밸리 교통종합대책

(도시교통본부, 2017)’과 연계하여 구로고가차도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진행하고 안양천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안양천 횡

단교량 신설,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G밸리 내부의 연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디지털로 홀수차로 운영, 구로1교 좌회전 금

지, 가리봉사거리 좌회전 허용을 시행하였으며, 2, 3단지 간의 연계 및 보행자 편의증

진을 위해 경부선 철도의 횡단 보행육교를 신설하고 역세권ㆍ아울렛 밀집지역에 보행

친화적 가로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G밸

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도 G밸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지

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혁신 클러스터의 유기적 

발전과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림 3-27] G밸리: 교통환경 개선 등 공공지원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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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발전방안

ICT 메카에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비전과 추진방안 검토

G밸리는 전통제조업에서 ITㆍ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에 성공하여 서울의 대표

적인 ICT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으며, ITㆍ첨단산업 외에도 문화, 패션산업이 공존하

는 융복합적인 산업공간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입지적으로는 도심과 공항 연결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3단지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가용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새롭

게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현 계획은 기존의 제조 산업과 새롭게 구축된 ICT 

산업을 토대로 새로운 개발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제조 기반 융복합 산업

단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G밸리가 갖고 있는 융복합적

인 산업공간 특성과 함께 3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역내 

가용지를 활용할 경우, ICT메카에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새롭게 진화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외 도시에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있는 하네다 이노베이션시티, 베를

린 테겔공항 Urban Tech Republic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공통점은 대

규모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네다 이노베이션시티는 수도권 개발 규제의 효과 저하에 따라, 수도권으로 

산업시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2002년 ‘(수도권)공업 등 제한법’을 폐지하고 기업특

구정책을 마련하여 하네다 공항 일부 부지에 항공ㆍ로봇 관련 첨단산업을 집적시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3-28] 동경 하네다 이노베이션시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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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또한 협소한 규모로 공항으로의 기능을 잃은 테겔공항을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에너지, 건설기술, 모빌리티, 재활용 등 기술 연구ㆍ산업단지 클러스터인 

Urban Tech Republic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3-29] 베를린 테겔공항 Urban Tech Republic의 주요 내용 

하지만 보스턴의 경우에는 기존 재래산업지역을 활용하여 산업간 혁신ㆍ교류를 촉진

하고, 주거ㆍ놀이ㆍ교육 기관을 함께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G밸리가 갖고 있는 ICT, 패션ㆍ의류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3단지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산업과 연계하면 산업간 융복합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공항

부지와 같이 대규모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형성된 융복합 환경을 바탕으

로 3단지에 분포하고 있는 개발 가용지를 활용할 경우, 모빌리티ㆍ로봇 관련 첨단산

업 육성을 통하여 기성시가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기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ㆍ상업ㆍ교육 등 생활인프라의 조성과 

함께 민간부지와 연계한 혁신활동 지원공간과 종사자 친화형 혁신환경 조성 등 물리

적 환경개선이 통합될 경우,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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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데이터 융합사업

1)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민간데이터 연계ㆍ활용 사업

(1)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 

정보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방대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실제 정책 수립

과 운영에 활용되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체계로는 점점 더 높아지는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물인터넷(IoT)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 및 부문을 망라하는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전 부서의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있으

며, 민간데이터와 사물인터넷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데이터를 통합저장하는 

S-Data 사업과 사물인터넷을 도입 확대하는 S-Dot 사업, 그리고 민간데이터와 융합

하는 S-Net 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하여 각 사업별로 2022

년 완공을 목적으로 약 1,4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

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은통합저

장소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0] 서울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활용사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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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내용

① 공공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S-Data)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국 및 기관 단위로 흩어져 있는 원천데이터

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내 행정데이터는 서울시교

통정보시스템(TOPIS), 교통카드시스템,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서울시부동산정보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등 40여 개 실·국 단

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00여 개 시스템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내 각 실·국별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한 곳에 저장

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정보 형태로 제공되는 빅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통합저장소는 원천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 인터페이스, 안전지대, 원천데이터 저장소, 서비스 데이터셋 저장소로 

구분되며, 관리 시스템은 시민 서비스와 내부 관리를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데이터 적재로그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포털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또한 양질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굴·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기준정보 

관리 시스템, 흐름 관리 시스템, 수명 관리 시스템, 지표 관리 시스템 등 거버넌스시

시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을 토대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제 정책 수립·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31] 공공데이터 통합저장소 사업(S-Data)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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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데이터 연계ㆍ활용 활성화

최근에는 금융, 유통, 통신, 포털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

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민간분야의 빅데이터 생성과 활용은 점

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나 공공의 행정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융합될 경우 

공공의 정책 개발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말에 민관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2019년에 신한은

행,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롯데멤버스, SK텔레콤, 다음소프트, 인터파크, 웅진

씽크빅 등 빅데이터를 보유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상

권·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택정책과, 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하여 

복지 및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상권발달 지수를 개발하여 소상공인 신규 입점 

및 금융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데이터도 공공데이터 통합저장소에서 일원화 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저변

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관 빅데이터 거버넌스 확대를 고민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정책 수립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민관공동 빅데이

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통합저장소 사업이 완료

되고 난 이후, 분야 간 융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민간데이터를 연계하여 현재 

추진하기 어려웠던 정책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활용에 역점을 두고 필요한 플랫폼

들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32] 민간데이터 연계ㆍ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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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데이터 센서 설치·활용사업(S-DoT)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모습은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알려져 있다. 도시 곳곳에 놓인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파악

한 여러 정보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모이고, 인공지능이 원격으로 도시 운영을 제어하

게 된다. 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지

는 사물인터넷의 센서에서 시작된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사물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여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 도시 데이터 센서(S-DoT, 

Smart Seoul Data of Thing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5). 우선 소음, 미세먼지,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조도, 자외선, 진동, 방문자수 등 10종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를 900여 개소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데이터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로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센서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들은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공공데이

터 통합저장소에 민간데이터와 함께 저장되어 데이터 간 융합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 

여건을 더욱 더 확장시킬 것이다. 센서는 2022년까지 전체 2,500여 개를 설치하여 

데이터의 질을 좀 더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요 인프라로서 센서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3] 도시데이터 센서 설치ㆍ활용 사업(S-DoT)의 주요 내용

5)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S-DoT사업은 센서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처리하는 IoT 도시데이
터시스템까지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이나, 본 과제에서는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도시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중점을 두어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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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저장·활용사업은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민간데이터를 연계하고, 사물인터넷 센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시간데이터를 확보하여 빅데이터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사업은 실·국 단위로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단계

적으로 구분하여 수집·저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데이터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 산하 데이터와 정형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산하

기관과 자치구 등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도까지 비정형데이터 수집·저장을 마무리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간데이터 연계·활용 사업도 참여기업을 확대하면서 민관 융합 빅데이터 과제를 추

가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시데이터 센서 설치·활용 사업도 센서 설치를 확대하여 데

이터의 질을 높이면서, 활용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제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민간데이터와 센서 데이

터가 통합 저장되어 활용될 수 있는 서울 통합 저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판단

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이다. 

[그림 3-34] 데이터 통합 저장ㆍ활용 사업의 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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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검토: 런던의 데이터 활용사업

런던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을 데이터로 정의하고 2013년도 처음으로 스마트 런던 플

랜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좀 더 혁신적인 비전과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 런던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활용사업을 검토하여 서울시의 데이터 활용사업의 향후 방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런던 스마트시티 정책의 중심에 있는 런던 데이터스토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데이터를 공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으로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하

여 지속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왔다. 사물인터넷 센서 인프라를 늘려가면서, 

센서를 통해 공급되는 실시간데이터도 연계해 왔다. 그동안 공개된 데이터들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에 활용해 왔다. 특히, 저탄

소 런던 데이터(Low Carbon London Data)와 인프라 맵 프로그램(Infrastructure 

Mapping Application)은 주요 성과로 인정되고 있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주

택·도시계획·교통·안전 등 다양한 정책 개선에 활용 가능한 “버추얼 런던(Virtural 

Lonson)” 프로젝트도 시도하고 있다.

이제 런던 데이터스토어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런던시뿐 아

니라 각 지자체와 민간기업, 연구소 등 런던 내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활

용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 통합저장소(Central Resis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런던 데이터스토어 3.0”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데이터 서비스 시

대를 열고, 좀 더 융합적인 데이터 솔루션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림 3-35] 런던 데이터스토어의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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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발전방안

서울시 내 모든 데이터의 중앙 데이터 통합저장소로서 비전 검토

서울시는 여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와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개방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저장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민간데이터

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여 센서에 의한 실

시간 데이터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향후 2·3년 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서울 데이터 

통합저장소는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

굴하여 실제 정책 수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제야 데이터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앞으로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제 정책에 활용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민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데

이터들을 연계하여 실제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 즉시적 문제에 대응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런던의 데이터 스토어 사례를 참조할 필

요가 있다. 그러자면 분야별로 빅데이터 활용에 효과가 있는 “민관 데이터 융합 프로

젝트들”을 발굴하여 기업 및 연구소와 함께 플랫폼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민간 데이터 연계 및 개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망도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런던 내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중앙 데이터 통합저장소”

로서 거듭나기 위한 런던 데이터스토어의 비전과 고민도 공유해야 한다. 그럴 수 있을 

때 서울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6] 서울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활용사업의 향후 운영방향 및 미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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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신기술도입 단일사업

1) 환경ㆍ에너지 분야: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1)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기후변화는 지역 차원의 위기를 넘어서 범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

하듯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도시문제 중 환경문제의 시

급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여 암스테르담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거래, 효율적 사용

을 핵심으로 환경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바르셀로나 

또한 EU의 지원 아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서울시도 환경ㆍ에너지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서울에너지공사, GS건설, 

LG전자, GS파워가 협력하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에너지시티’모델 구축 사업

을 계획하였다. 마곡지구가 보유한 U-City 인프라와 서비스를 수용하면서 도시인프

라를 에너지 관점에서 업그레이드하여 2022년까지 전력자립률 30% 달성, 연간 미세

먼지 190톤 감축, 온실가스 18만 톤 감축을 목표로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자 하였다. 홈, 빌딩, 커뮤니티, 타운, 열 네트워크 등 스마트에너지와 관련한 5가지 대표 

모델을 기초로 친환경 에너지저감도시 실증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예산의 한계로 

공공건물인 강서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저감형 공기청정 시범사업으로 축소하여 

추진 중이다.

[그림 3-37]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 추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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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내용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추진 사업 초기에는 7가지의 실증과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모델 검증이 완료되면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상용화

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범사업 중 하나인 ‘쾌적도 기반의 에너지 관제’ 사

업은 강서도서관을 대상으로 지능형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었

다. 기술적으로 에너지 제어 시스템은 적용가능하나, 시스템 개발과 적용 및 인프라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실증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다.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시범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될 예

정이었지만, 계획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공공건물인 강서도서관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현재는 냉난방시

설의 on/off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최적 관제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에너지시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정 

확보와 함께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 개선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림 3-38]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추진 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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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계획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에너지분야는 환경문제의 시급성을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

는 범세계적 관심사이며, 모든 인프라와 연계가 되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

발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은 재정

지원의 한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가 R&D로 진행하는 Smart ZEC과제로 축소되어 마곡지구에 추진하고 있다. 

Smart ZEC의 단위사업 중 마곡지구에서 추진되는 과제는 ‘Cascade 열활용 지역냉난

방 최적화 기술 개발’이며, 서울에너지공사가 2021년까지 총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Cascade 열활용 지역냉난방 최적화 기술 개발’과제는 신재생에너지ㆍ미활용 에너

지 등 다양한 지역난방 사용연료를 발굴하고, 냉난방시 열 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열 거래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경제성이 높

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열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는 지역냉난방 시스템을 저렴

하게 유지관리하며 열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및 거래 기술을 개

발하고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집단에너

지사업법」 17조 공급규정에 의해 불가능한 열 거래 제도를 양방향 열 거래가 가능하

도록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12조 공급 의무화에 따

른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의 실증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해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실행조직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림 3-39] 마곡 Smart ZEC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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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사례 검토: 부산 EDC 제로에너지시티

① 사업의 기본방향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Eco Delta City, 이하 EDC)는 에너

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시티6)로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

업을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5년간 에너지자립도시 기본계획

과 도시통합 에너지운영관리방안, 사업화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 EDC는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40% 절감하고, 

절감된 에너지 수요량과 같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에너지 수요 절감은 패시브ㆍ액티브 요소를 적용하여 에너지 부하를 30% 저감하고, 

에너지 저장ㆍ거래ㆍ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을 10%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기존 에너지 수요의 40%를 절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절감된 에너지 수요량과 같거

나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신에너지(수소)와 재생에너지를 

적용한다.

제로에너지시티의 사업비는 약 4천억 원으로 부산 EDC 총사업비의 18%를 차지한

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저장ㆍ

거래 및 신에너지 발굴에 사업비 대부분이 소요되며, 이러한 대규모 기반조성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의 지원 아래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료: GS E&C, 2019, “부산 EDC 제로에너지시티 기본설계 용역 공유회”,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 
콜로키움 발제자료

[그림 3-40] 부산EDC 제로에너지시티 사업의 기본방향

6) 통상 제로에너지시티란 연간 에너지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NET Zero인 상태, 즉 에너지의 생산량과 수요량이 
같아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0)’ 상태인 도시를 일컫는다. 하지만 부산 EDC에서 추구하는 제로에너지시티는 생산
량이 수요량보다 같거나 많아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도시를 말한다(GS건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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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사업 내용

에너지 저장, 거래, 통합운영 시스템 마련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양방향 에너지 거래이다. 양방향 에너

지 거래는 개인 및 기관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여 잉여전력을 서로 간에 

거래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스템의 하나로, 단방향에서 양방향 에너지 거래가 가능

해짐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시대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

부산 EDC는 기존 에너지 수요의 40%를 절감할 방안으로 에너지 저장과 양방향 거

래, 통합운영 시스템 사업을 마련하였다. 첫째,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하여 에

너지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 부하관리를 실현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12.7% 향상시키고, ESS의 최적 용량 산정과 적정 설치 위치 선정을 통해 설비의 효

율을 높이며, 에너지 생산량과 수요량의 불일치를 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하를 해결할 계획이다. 둘째, 에너지 양방향 거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

치에 저장된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 주간과 야간의 전력수요곡선의 

균형을 맞춰 에너지 수요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17조 

공급규정에 의해 양방향 열거래는 지정된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개인 및 기관이 잉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거래망

은 한국전력ㆍ한국수자원공사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거래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또는 새로운 거래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통합 관리를 통해서도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공급ㆍ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전문 에너지사업자(SPC)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PC는 

에너지 생산ㆍ수요량 예측, ESS 최적운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3-41] 부산EDC 제로에너지시티: 에너지 저장, 거래, 통합운영 시스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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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공급방안 마련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발굴과 적용이 필요

하다. 친환경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인 수열ㆍ태양ㆍ기타에너지를 발굴하고 부산 EDC

의 주요 에너지 공급설비로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부산 EDC는 수자원이 풍부한 단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열과 태양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열에너지는 하절기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동절기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특성으로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내 하천수 및 해수를 활용하

여 냉난방에너지의 12%를 공급할 수 있으며, 넓은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시설을 

구축하여 전력 수요의 7.2%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활용에너지, 

지열, 폐기물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전체 에너지의 3.4%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EDC의 주요 에너지 공급설비로는 전체 에너지의 80%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연

료전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터빈발전방식에 비

해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신에너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부피가 크고 

폭발력이 강해 저장 및 안정성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폭넓은 상용화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소의 대량생산 및 효율적ㆍ안정적인 저장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 공급량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기술

적으로는 기존에 개발된 히트펌프 및 태양에너지 발전기 등의 기술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 제도상 신ㆍ재생에너지의 연료 혼합은 석유 에너지의 수송용연료에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열ㆍ전기에너지의 수송용연료에도 신ㆍ재생에너지를 혼합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로에너지시티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한 건축법 

등 인허가 제도의 지원 및 재정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림 3-42] 부산EDC 제로에너지시티: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공급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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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발전방안

에너지 자립도시 창출을 위한 시범모델로 조성 검토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

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범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해외 스마트도시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굴 등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발굴하고 빅데

이터를 기반으로 도시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프로그램을 활

발히 추진하고 있다. 부산 EDC 또한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시티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ㆍ교환시스템 도입 및 신에너지인 수소

의 발굴과 적용에 집중하고 있다.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하는 도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저장

ㆍ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기술ㆍ제도

ㆍ재정ㆍ운영 측면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중 제도와 재정 지원이 매우 중

요한데, 민간사업자가 에너지 거래 및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

을 완화해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의 혼합 이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발굴과 시스템 개발ㆍ적용,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

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제도와 재정 지원 측면은 서울시 차원에서 재정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측면에서

는 개발된 기술의 보완을 통해 경제적 사업 모델로 개선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전문 

에너지사업자 선정을 통한 에너지 통합관리운영센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43] 서울시 스마트에너지시티의 미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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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분야: 상암 자율주행 시범단지 

(1)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기술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는 크게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과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 확대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주도로 교통정보시스템(TOPIS), 올빼미버스 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의를 높

여왔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의 총집약체인 자율주행 

시범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이하 DMC)

는 1990년대 후반 새천년 신도시 조성을 발표한 이후 입주기업의 57%가 정보통신, 

방송 등 Media&Entertainment(M&E)산업으로 구성된 특화 산업 클러스터이다. 물

리적 개발은 완료되었지만, 산업 생태계는 핵심 유치업종인 M&E산업이 정보통신기

술(ICT)과 융합하는 미디어로 전환되고 있고, 산업구조도 다양한 응용기술과 융합한 

스마트미디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DMC는 ICT 인프라가 갖추어진 신

도시로 추가 비용 투자 없이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고, R&D시설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연계할 수 있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래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 DMC의 도로기반 및 

M&E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서울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255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실

증사업으로 SK텔레콤이 주관사로 참여하여 V2X기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면

표시ㆍ보행자 검지 등 현장지원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

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현장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2019년 6월에 자율주행 페스

티벌을 개최하여 기술상황을 테스트하였으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기술보완을 

통해 완성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3-44] 상암 자율주행 시범단지 사업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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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내용

① 완벽한 안전서비스를 목표로 V2X 커넥티드 카 기술 고도화

스마트교통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은 고도화된 센서와 카메라, 폭우ㆍ폭설과 같은 악천

후에 대응하기 위한 AI, 데이터를 축적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등 최첨단 스마트기술의 

집약체이다. 이러한 스마트기술 중 통신 기술은 자율주행의 핵심이다. 센서와 카메라

가 아무리 발달해도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자율주행은 모빌리티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정보와 교통신호, 사고차량 등 차량과 차량 사이의 통신은 물론 

차량과 사물 간의 통신을 하는 기술을 총칭하여 V2X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차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5GㆍC-ITS로 연결되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목표로 V2X기술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 V2X기술을 통해 위험구간 알림 경고, 교차

로 충돌사고 예방지원, 신호알림 및 경고, 보행자 충돌방지 지원, 돌발상황 CCTV 연

계, 불법주정차 위치 알림, 휴대용 공사알림, 터널사고정보 제공 등 8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시기 이전에는 자

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게 된다. 도로 환경이 매우 혼잡해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V2X기술

을 도입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자율주행차 외에도 도로 건설ㆍ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등 교통시설 공급 시에 기반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V2X의 완벽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 보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르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45] V2X 커넥티드 카 구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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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도로 인프라 및 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5단계 중 고도 자동화 단계(High Automation)라고 불리는 4단계는 완전

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구분된다. 운전자는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에 전혀 개입

하지 않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 시스템을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된다. 자율

주행 5단계는 자율주행이 완성된 단계로, 정해진 조건이 아닌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

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단계이다.

현재 3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4ㆍ5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테스트베드

를 통한 기술의 검증과 실증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상암 DMC에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는 3.3km 구간의 일반도로에

서 5G, V2X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테스트베드이다. 현장지원 시스템으로

는 노면표시, 신호제어기, 보행자검지, 관제 CCTV, 교통안전표시 등을 설치하여 8개

의 V2X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구축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2019년 6월에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진행하

는 등 기술 검증을 시작하였다. 자율주행 페스티벌 이후 도로정보를 수집하여 10월부

터 시민대상 무인 셔틀버스 체험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기술을 보완하여 2020

년 5월부터 셔틀버스, 승용차, 배달로봇 차량 10대의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하였다. 또

한 6월부터는 시범구간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시민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25곳과 함께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모든 기관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24시간 무료로 개방하여 미래교통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있

다. 업무 협약은 네이버랩스, KT, 현대모비스 등 기업과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카

이스트 등의 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3-46]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조성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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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계획: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확대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차의 4ㆍ5단계 진입을 위해 서울시는 기술 지원과 시범지구 지

정을 통한 실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주행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초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한다. 기존의 3차원 정

밀도로지도가 수작업으로 도로상황을 업데이트했다면, 초정밀도로지도는 차량들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5G 통신망을 통해 중앙서버로 전송하면 AI가 각종 변화를 스

스로 판단해 자동으로 도로함몰, 공사정보 등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

여 지도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상암 DMC 3.3km구간에 대한 지도 제작을 완료한 후, 

서울시로 대상을 확대하여 여의도, 강남대로 등 12개 도로 121.4km에 대한 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정확성 검증이 완료된 초정밀도로지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학교 및 연구소, 네비게이션 

및 IT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실시간 초정밀도로지도가 제작되면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뿐 아니라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교통빅데이터 

분석 분야까지 활용되어 미래 교통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국토부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일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공간 및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등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암 자율주행 테스

트베드의 V2X기술을 전송받을 수 있는 통신단말기를 현재는 버스 중심으로 보급하

고 있으나, 향후 민간 택시까지 확대ㆍ보급한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서울시 추진 계획은 기술개발이 강조된 측면으로, 향후 기술개발뿐 아니라 

시민편의 측면에서도 스마트모빌리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47] 상암 자율주행 시범단지의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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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사례 검토: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① 사업의 기본 방향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1 생활권은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신도시 

지역이다. 신도시 특성상 개발가용지가 많은 세종 5-1 생활권은 외부와의 연계보다는 

단지 내 스마트기술을 집약시켜 자족가능한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으

로 세종 5-1 생활권은 스마트 기술을 개발ㆍ적용하기 용이하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편의에 가장 영향이 많고 스마트 관련 산업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를 핵심 혁신요소로 선정하여 새로운 생활의 변

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모빌리티 분야를 총괄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 

5-1 생활권은 모빌리티 분야의 비전을 ‘소유차가 없어도 소유차 수준의 모빌리티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도시 내 소유 및 운행 

차량 수를 1/3수준으로 감소시키면서도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수

단, 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등 다양한 시민체감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동의 

다양성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도시공간을 소유차 진입이 불가능한 공유차 기반구역과 소유차 서비스 가능구역으

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유차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개인 모빌리티 활성화

와 보행친화적 가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종 5-1 생활권 모빌리티 계획은 자율주행 등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닌 보

행과 공유로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도시 전체를 아우

르는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위해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예측 결과에 기반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공간계획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림 3-48]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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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 사업의 주요 내용

신개념 모빌리티 및 유통시스템 도입

주거 중심의 도시로 계획된 세종 5-1 생활권 내에서의 이동은 사람의 이동과 물류의 

이동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스

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세종 5-1 생활권에서는 소유차 진입이 불가능한 공유차 기반

구역을 설정하여 교통체계의 혁신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혁신서비스는 자

율주행셔틀과 개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마트 물류서비스이다.

자율주행셔틀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대신하여 공유차 기반구역을 감싸는 순환링(이하 

순환링)에 위치한 자율지선셔틀 정류장과 연계하여 수요대응형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

이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달된 사용자 수요에 따라 차량 종류,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는 통근과 통학을 위한 교통수

단으로 일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초소형 차량 등을 공유하여 이동 편의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물류서비스는 물류 하차 이슈를 해소하

기 위해 로봇 배송 솔루션을 도입한 사업으로, 순환링에 위치한 물류거점으로부터 로

봇이 물류를 가져와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식 우편수취함을 통해 입주민과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이슈가 된 비대면방식을 구현한 실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셔틀과 로봇택배 등 기술 고도화가 지속적으

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림 3-49]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보행과 공유차 중심의 교통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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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차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소유차 없이 소유차 수준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공유차 기반구역 내에서 도입하는 서비스와 함께 공유차 기반구역과 소유

차 기반구역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하였다. 앞서 살펴본 자율주행셔틀, 개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마트 물류서비스는 공유차 기반구역 내에서 도입되는 서비

스이며, 공유차 기반구역과 소유차 기반구역을 연결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와 주차공

간 공유 서비스를 마련하여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차량 자체를 공유하는 카셰어링과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라이딩

셰어링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카셰어링은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예

약하고, 이용장소에서 가까운 스테이션에서 차량을 제공ㆍ반납하는 시스템이다. 친환

경ㆍ전기차량을 주로 배치하고, 5-1 생활권에서 우선 시범적용한 후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기존 소유차 이용 대체 역할 및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라이딩셰어링은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운전기

사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수요대응형 차량공유 서비스의 대표적 예이다.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는 주거ㆍ상업 등 융복합 공간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장 이

용시간 패턴분석을 통해 주차공간을 최적화하는 서비스이다. 주거지역 주차시간은 야

간에 집중되며 상업ㆍ업무지역 주차시간은 주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활용하여 한정된 

주차면을 이용시간에 따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주차장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부담하되, 상업ㆍ업무시설 이용자의 요금과 당해 시설 시행자의 공사비 절감

분 등을 거주민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3-50]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유차 중심 교통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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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대응형 공공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마련

수요대응형 서비스는 일반적인 대중교통과 달리 노선 및 스케줄을 정하지 않고 사용

자 수요에 따라 차량 종류ㆍ운행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적 이동을 제공하

는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차량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세종시 BRT 및 기

존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하되, 운영범위와 사용자 특성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요대응형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이 필수이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은 이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최적 교통정보 및 경

로제공, 수단예약 및 결제까지 One-stop Door-to-Door 통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플

랫폼으로, 소유차 없이도 이용자 이동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통합모빌리티 서비

스는 대중교통, 공유교통,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사용자가 직접 최적 이동 계획과 수단을 선택하거나, 실시간 분

석을 통해 최적 이동 및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및 승용차가 운송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5-1 생활권 내 

신규 운송수단에 대하여 실시간 정보수집ㆍ제공과 통합 플랫폼(앱)을 통한 예약ㆍ결제 

연동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카쉐어링 등 기존 사업자들은 개별 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어, 세종 5-1 생활권 외부의 기존 교통수단 및 사업자 연계를 위

한 지자체의 역할과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3-51]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수요대응형 공공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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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로 서비스 및 보행자 안전 서비스 구축

세종 5-1 생활권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원하기 위

해 스마트 도로 서비스와 보행자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도로 서비스는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인근 CCTV, 교통 검지기 등으로부터 실

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한 후,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차로들의 신호를 최

적화하여 교통 지체를 감소시키는 서비스이다. 정확한 교통신호 운영을 위해 기존에 

구축된 CCTV 외에 IoT, 센서 등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향후 더 넓은 범위의 교통

정보를 자세히 수집하기 위해 스마트폰, 민간정보 등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보행자 안전 서비스는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와 스쿨존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다.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행자 감지, 자동차 

정지 감지 시스템,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차량정지선 단속시스템 등을 설치ㆍ

운영한다. 스쿨존은 한층 강화된 보행자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는 물론 이

면도로의 비신호 횡단보도에도 태양전지를 활용한 검지센서를 설치하여 알람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스쿨존 지역 내 CCTV 영상의 군집분석을 통해 보행유무를 판단하

여 소리ㆍ빛ㆍ디지털 전광판 안내메세지 등을 통해 보행정보를 알리고 차량 감속을 유

도한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스쿨존 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의 50%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52]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스마트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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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발전방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스마트교통의 허브로 진화 검토

모빌리티 분야는 시민들의 생활편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며,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자율주행을 필두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 

중 하나이다. 서울시에서도 ICT 인프라가 갖추어진 신도시인 상암 DMC에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스마트 기술의 집합체인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V2X기술 구현을 추진하

고, 초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하여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향후 서울시로 확

대하여 자율주행의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다만 교통 분야는 시민 삶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기술 발전을 포함하여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 사례에서는 단순히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서비스 등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하

여 보행 및 공유 중심으로 시민들의 모빌리티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즉,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소유차 없이도 소유차 수준의 모빌리티 서

비스를 제공받는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유차 기반의 자율주행, 통합 모빌

리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상암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유 및 보행 중

심의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전반의 테스트베드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

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하며, 발전하는 자율주행차 등 고도화된 기술을 지속적으

로 반영하면서도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면허 제도의 개선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한, 상암 DMC M&E 클러스터가 스스로 융합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신기술을 만나 새로운 신산업 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서울은 진정한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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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시티의 미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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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사업유형별 발전방안 종합

공간 융합사업: 장기적 호흡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조직 갖춰야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공간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 사

업들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시범사업으로서 리빙랩 테스트베드로 추진

하고 있는 마곡지구에서부터 신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양재 R&D 혁신지구와 

서울의 오래된 전통산업지역이자 스타트업 혁신클러스터로 변모해가고 있는 G밸리 

재생사업이 대표적인 공간에 기반한 융합사업들이다. 공통점은 신도시든 전통산업지

역이든 신기술 기반의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실험과 혁신의 장소로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간 융합사업은 긴 호흡

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과 실행조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신기술이 운용될 수 있는 물리적인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

며, 신기술·신산업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융합사업: 데이터 활용에 역점을 두면서 연결·확장 계속해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분야별 공공데이터를 통합하고, 센서 데이터와 함께 민간 데이

터를 연계시켜 데이터의 규모와 폭을 증폭시켜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초지능·초연결 사회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이버공

간 융합을 위한 기간사업이다. 앞으로 분야별·부문별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를 다양

한 정책과 사업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면서, 센서데이터 확대 및 

3차원 공간 데이터 연결 등 데이터 범위를 확장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신기술도입 단일사업: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재정지원과 함께 성과관리 필요

신기술 단일사업은 신기술을 적용·검증·확산하는 테스트베드사업이다. 현재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보급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한 자율주행 분야와 

에너지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암과 마곡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적용을 검토할 

만큼 수요가 많다. 테스트베드사업인 만큼 규제완화 및 R&D 연계가 필요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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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반 재정비방안

1_계획적 측면에서 본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40서울플랜에 반영

민선7기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사

업은 서울시 내 전반 10여 개 국실별로 관련사업 40여 개가 폭넓게 추진 중이다.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개별기술 적용에서부터 6대 거점조성 등 산업별 혁

신지구 조성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전반이 망라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면서 추진되고는 있으나,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경

우도 있고 해야 할 과제와 전략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도 보였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고 사회 전반에 대한 파

급 영향이 큰 대신 지속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과를 관리하

면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아우르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

에서부터 개별 사업단위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해야 한다. 

2020년 현재 관련 기관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

므로, 분야 전반을 망라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잘 담아내고 개별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도 

기 추진되는 사업들의 맥락을 고민하면서 제시하도록 하고, 제조산업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융합 등 4차 산업 전진기지 조성 등 앞으로 서울시에서 준비해야 할 큰 과제

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야 한다. 개별 사업단위에서도 분야간 융합이 필요한 사업들

은 복잡하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많아 별도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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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의미들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조율하고 

향후 필요한 과제들도 담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수립해야 할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내용들은 미래 서울시

의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담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담아 기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 속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부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계획 마련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대표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계획측면에서 다

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융합사업 중 마곡 스마트시

티 서울 시범사업과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조성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일부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반적인 계획 및 사업 틀을 마련하면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전략을 보완하고 전체 사업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G밸리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미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1단지와 2단지와 함께 전통 제조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3단지가 융복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등 

발전방향과 세부과제들을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과제 모두 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창업지원 및 지역기반 

조직 마련, 교육기관 연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수집·저장·활

용사업은 기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의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향

후 실제 정책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핵심 분야인 교통과 에너지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일

사업들은 실제 생활과 직결되고 목표가 분명하므로 성과관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 편

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 계획적 측면에서 본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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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실현화 측면에서 본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1) 기술혁신 대응을 위한 서울시 조직 정비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변

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

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도 더 나은 기술이 발표되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지속

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나 시스템 개선 자체는 민간부문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

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1995)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2008)을 

근거로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

작한 것은 2018년 정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국가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터였

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던 부서가 중심이 되어 관련 사업

을 추진해 왔으나, 스마트시티는 도시계획·교통·에너지 등 공간분야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 여건변화에 대응하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는 관련 분야 통합과 분야간 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담조직을 갖춰나가야 한다. 

당장 통합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렵더라도, 기존 조직 내 관련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어 

추진하는 경우 분야간 융합과 협력을 위한 조직체계는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림 4-2] 기술혁신 대응을 위한 서울시 조직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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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스마트시티는 기존 제도적 틀에서는 적용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연

계하여 추진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1월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일원화하고,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가 만들어졌

다. 또한 금융분야 정보 활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근거 법도 제정되었다.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관련 법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시

범운행지구에서 여객운송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개정하였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보험관련 규정도 마련하였다. 데

이터 3법과 자율주행 상용화 법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스마트시티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분야는 전기사업법, 집단에

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과 교

환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지구 

조성을 위해서 해당 스마트도시법에 관련 산업 및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의 

수도권 관련법 개정을 통한 4차 산업 전진기지 조성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장, 학교 

등 행위제한 완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혁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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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투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해당사업 외

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도 갖고 있어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공공에서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

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는 신기술을 현실에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부는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도 있어 추가적인 시

간과 비용 투자가 뒤따를 수도 있다. 또한, 공공의 성격이 강한 혁신지구 조성에서 

산업 인프라와 창업 지원을 위한 공공의 재원 투자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에

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도시 관련법 제정과 함께 제3차 스마트도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시범도시·스마트챌린지·테마형특화단지 조성 등 기반

조성 프로그램에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였고, 연구개발 및 창업에 약 3,000억 원

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조성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창업과 연구 지원은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업단위의 인프라 투자는 

마곡·양재·상암·홍릉·G밸리·마포 등 6개 신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재원

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서울시의 특성에 맞춰 유형을 마

련하고 자치구와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지구 조성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협력하

여 연구 및 창업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https://smartcity.go.kr; 서울특별시, 2020, “2020 상반기 서울시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2020, “2020 상반기 서울시 스마트시티 펀드 출자사업 공고”; 서울시, 2020, 
“2020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1.2., “2020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제 2020-1호”

[그림 4-4]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투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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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단위의 혁신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스마트시티 사업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단일사업에서부터 데이터 활용 및 혁

신지구 조성 등 융합사업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기술 도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추

진될 수 밖에 없고, 신기술 도입에도 대응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혁신지구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간

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특성상 분야간 융합과 부문간 협력에 역점

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

하는 방안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일사업에서 융합사업에 이르

기까지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지원센터를 필요로 한다. 보스턴과 바르셀로나 혁신지

구가 구 산업지역을 재생하면서 신산업 클러스터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데에는 오랜 

기간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역 기반의 혁신지원센터에 있다.

현재 G밸리·마곡·양재 등 공간 기반으로 추진되는 융합사업은 서울시 내에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있으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조직은 없다. 각각의 혁신지구가 

클러스터 형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인재양성과 창업지원뿐 아니라 연구교류

협력에서부터 투자자 연결 및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혁

신 효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필수 요건이다. 

[그림 4-5] 지역단위의 혁신지원센터 설립ㆍ운영방안



87

서
울
시
 스
마
트
시
티
 주
요
사
업
 실
태
와
 발
전
방
안

참고문헌

강남구, 2017, 「양재 R&CD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교통부 외, 2019,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5.11, “서울시,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 조성 2019년 

하반기부터 상암 DMC에 무인자율주행버스 운행”.

김용, 2019,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대상으로 한 열에너지공급망 개념 설계”, 건축환경

설비, 13권 4호, PP37~44,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김태형, 2019,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다!!”,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콜로키움 발제자료.

모두의 연구소, 2019, “양재 R&D 혁신허브”, 스마트시티 신산업 분야 콜로키움 발제자료.

박소영, 2018,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MassChallenge’의 성공비결과 시사점, TRADE BRIEF, 

Vol.-,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백훈 외, 2019, “AI 기반 차량 인식 솔루션”, 스마트시티 신산업 분야 콜로키움 발제자료.

부산광역시 외, 2018, 부산EDC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

부산광역시 외, 2018,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2015,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계획」.

서울특별시, 2015,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이행과제」.

서울특별시, 2017, 「선도산업거점으로서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7,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2018,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2018,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서울특별시, 2019, “2019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 사업 추진 개요 

설명자료.

서울특별시, 2019,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설명자료.



88

참
고
문
헌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서울특별시, 2019, 2019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자료.

서울특별시, 2020, 2020 상반기 서울시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2020, 2020 상반기 서울시 스마트시티 펀드 출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2020, 2018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서울산업진흥원, 2019, 「2018 서울 R&D 성과사례집」.

이광표ㆍ최석인, 2019,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권 5호, PP28~32. 한국건설관리학회.

이영철, 201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상사법연구, 36권 1호, PP305~343, 

한국상사법학회.

인토엔지니어링, 2019,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설명자료.

정재승, 2018, 세종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

중소벤처기업부, 2020,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1호.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GS E&C, 2019, “부산 EDC 제로에너지시티 기본설계 용역 공유회”,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 콜로키

움 발제자료.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8, 「마곡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안), “2022 스마트 도시, 마곡”」.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9,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콜로키움 발제자료.

SK텔레콤, 2019,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콜로키움 

발제자료.

LG전자, 2019, “Smart Energy City”,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 콜로키움 발제자료.

김동욱, 2017, ““산업 공동화 막아라”... 도쿄 하네다공항 빈 활주로에 항공ㆍ로봇단지”, 한국경제, 

5월 29일.

김희준, 2018, “팩토리 베를린ㆍ테크시티에서 배운다”, 3월 28일.

장길수, 2016, “일본 하네다공항, 17개 로봇 대상 실증 테스트 진행”, 12월 15일.

한경Business, 2018, “역사의 수도에서 스마트 시티로... 베를린은 ‘지금 변신 중’”, 6월 19일.

허경륜, 2017, “부활한 日 하네다 공항... “항공ㆍ로봇 산업 요충지로””, 5월 30일.



89

서
울
시
 스
마
트
시
티
 주
요
사
업
 실
태
와
 발
전
방
안

THE VENTURE CAFÉ FOUNDATION, 2018, DISTRICT HALL 2018 IMPACT REPORT.

Mayor of LONDON, 2016, The Future of Smart.

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2015, The Development of Boston’s Innovation 

District.

Boston Government, 2020, Imagine Boston 2030.

https://smartcity.go.kr (스마트시티코리아)

http://www.sba.seoul.kr/ (서울산업진흥원)

https://seoulsolution.kr/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data.london.gov.uk/ (런던 데이터스토어)



90

A
b
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Diagnosis of Major Projects and Future Plan of 

Smart City in Seoul

Hee-Ji LimㆍJaeuk-Wook JuㆍSeo-Yeon YoonㆍJung-Min Yuㆍ       

Young-Jun HanㆍHwa-yon J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mart city project is promoting more 

than 40 projects in 10 departments. Seoul City’s smart city projects were 

divided into six areas: big data, new industrial hubs and jobs, transportation, 

environment, regeneration, and pilot projects, and major projects were 

selected. In the field of big data, which is the core of smart city, the public data 

is completely opened and private data and real-time data linkage/utilization 

business. In the field of new industrial bases and jobs, the Yangjae new 

industrial base business was selected, specializing in the AI   and big data 

industries, which are the core of smart cities. The transportation sector 

selected Sangam autonomous driving test bed project and the environment 

sector also selected Magok energy self-reliance smart energy city development 

project. In the field of regeneration, the G Valley New Industrial Base Project 

was selected to develop the existing traditional industrial complex into a new 

ICT-oriented hub, and Magok was selected for the pilot project. These six 

major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physical space unit convergence projects, 

data utilization projects, and new technology introduction test bed projects.

It is important to have a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organization that can 

be created in the long term, and financial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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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should be supported. The data utilization business should focus 

on actual policy utilization in the future and develop a data utilization platform. 

In the transportation and energy sector, single projects that are being promoted 

require deregulation and R&D linkages to introduce new technologies, and 

financial management to build related infrastructure and performance 

management to spread.

In order to promote the smart city project in Seoul,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frastructure in terms of planning and realization. First of all, from the 

planning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ster plan for each business unit 

and prepare a system from preparing a “Seoul City Smart City Master Plan” that 

encompasses individual projects.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Smart City 

and Informatization Basic Plan”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2040 Seoul Plan” to serve as an indicator for Seoul to establish 

itself as an important policy sector.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 plan f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terms of realization, a new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t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an organization that can 

comprehensively respon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utiliz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make financial investments by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action organization should also be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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