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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도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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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도시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  
스마트시티에서 답을 찾다



1차 산업 혁명
18세기 후반 
증기기관 

기계식 생산 도입

2차 산업 혁명
20세기 초반 

전기(컨베이어벨트) 
대량생산 체계

3차 산업 혁명
1970년대~2000년대 

인터넷 
중앙 처리 시스템

4차 산업 혁명
2010년 이후 

ICT(IoT,빅데이터 등)
자율 제어 시스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태동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출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7) 성남 00지구 개발방향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교통 기술 혁신

TRANSPORTATION
교통 기술 혁신

TRANSPORTATION
교통 기술 혁신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유통 물류 혁신

DISTRIBUTION
유통 물류 혁신

DISTRIBUTION
유통 물류 혁신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의료 체계 혁신

MEDICAL
의료 체계 혁신

MEDICAL
의료 체계 혁신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교육 혁신

EDUCATION
교육 혁신

EDUCATION
교육 혁신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에너지 혁신

ENERGY
에너지 혁신

ENERGY
에너지 혁신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건축기술 혁신

건축기술 혁신
ARCHITECTURE

건축기술 혁신
ARCHITECTURE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가상현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4차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사회 및 경제 변혁

사회 및 경제 변혁

SOCIETY  
& ECONOMY

사회 및 경제 변혁

SOCIETY  
& ECONOMY



스마트도시의 정의

주요 스마트시티 개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6.12)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SMART CITY 
DEFINITION

“ SMART CITY 
DEFINITION



스마트도시의 정의

주요 스마트시티 개념

인적자원과 사회 인프라, 교통수단,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등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도시

”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6.12)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SMART CITY 
DEFINITION

SMART CITY 
DEFINITION



스마트도시의 정의

주요 스마트시티 개념

상하수도, 위생, 보건 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고 비즈니스하기 쉬우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도시

”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6.12)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SMART CITY 
DEFINITION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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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의 정의

주요 스마트시티 개념

다양한 서브시스템간 지능형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하며  
스마트거버넌스 운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수행

”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6.12)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SMART CITY 
DEFINITION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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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의 정의

주요 스마트시티 개념

스마트도시는 주요 인프라 구성요소 및 도시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좀 더 지능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관리, 교육, 의료, 공공안전, 부동산, 교통 및 유틸리티를 포함

“

”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6.12)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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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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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의 정의

주요 스마트시티 개념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6.12)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 에 중점을 둔 도시 

SMART CITY 
DEFINITION

SMART CITY 
DEFINITION



스마트도시의 정의

스마트도시 키워드 분포

자료: ITU-T(2014)

6%

생활과 생활방식의 질
(Quality of life and lifestyle)

17%

인프라와 서비스
(Infrastructure and services)

26%

ICT, 통신, 지능, 정보
(ICT, communica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12%

사람, 시민, 사회
(People, citizens, society)

17%

환경과 지속성장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10%

거버넌스, 관리와 행정
(Governanc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8%

경제와 재정
(Economy and Finance)

4%

교통, 이동성 
(Mobility)

SMART CITY 
KEYWORDS

SMART CITY 
KEYWORDS



스마트도시의 정의

스마트도시 키워드 분포

SMART CITY 
KEYWORDS

SMART CITY 
KEYWORDS

스마트시티란 생활의 질, 도시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 도시경쟁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ICT기술을 비롯한 수단을 활용하는 혁신도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 ITU-T(2014)



스마트도시의 도시상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도시공간 창출과 미래 도시 공동체의 실현

INTELLIGENT CITY
Municipal Command & Control Tower

Responsive Store
Smart grid

INTELLIGENT HOSPITAL
Connected ambleances

Intelligent Medical Devices

INTELLIGENT FACTORY
Logistics Optimization

Traffic Flow Optimization
INTELLIGENT HIGHWAY

Automated Car System
Traffic Cameras

INTELLIGENT HOUSE
Home Energy Management

INTELLIGENT NETWORK
Comms Network Optimization



기존 스마트시티의 문제점 

스마트시티 정책의 문제점

국내의 스마트시티 컨셉은 2000년대부터 지속되었으나 기존 도시기반시설들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는 첨단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단순한 형태의 전략을 추진해 옴

스마트시티  
개념의 모호성

사업 추진의 어려움 도시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솔루션

기존 공공 주도의  
사업진행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축

낮은 지속 가능성과 
높은 유지비

PROBLEM PROBLEM

자료: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문제점“, 이재용(2017.03)



FUTURE CITY FUTURE CITY

추진 타겟으로서의 스마트도시 

국제스마트 시범 도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해외 도시수출 전략과 병행하여 
국제적 시범도시 조성사업 의 세 방향으로 추진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적용 해외도시수출과 연계 국제 시범도시 조성 사업 추진



FUTURE CITY FUTURE CITY

추진 타겟으로서의 스마트도시 

국제스마트 시범 도시는?

지속가능하면서 시민의 자율과 공유경제, 새로운 거버넌스 등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키는 국제적 신문명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디지털 시대의 기술 도시 동·서양이 합류하는 도시



추진 타겟으로서의 스마트도시 

국제스마트 시범 도시 컨셉

비 전

혁신 기술과 시민 참여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시하는  

글로벌 선도 도시

공유가치

•시민중심 
•개방성 
•혁신성 
•창의성

목 표

Global 협력을 통한  
Worldwide 경쟁력을 가진  
선도적 Smart City 구현

추진 방향성

•Data에 기반한 Citizen Life 및 Work 혁신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 혁신 지속성 확보 
•스마트 기술 기반 Global Hub 조성

SKT(2017), 국가시범도시 방향성, 컨텐츠 및 규제 건의, p. 4.

SMART CITY 
CONCEPT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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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타겟으로서의 스마트도시 

미래도시 플랫폼에서 실제 도시로

3D & DATA 
DIGITAL PLATFORM

미래 도시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가상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  
기업들이 함께 도시의 비전을 수립하고, 도시를 직접 계획하고 참여

도시현황 모니터링
3D기반, 빅데이타

공유 / 참여
시민, 기업, 학교

도시 시뮬레이션
바람, 공해, 홍수, 열 등

도시 계획 / 운영
교통량, 도로 건설 등

3D & DATA 
DIGITAL PLATFORM

Smart
도시 에너지

Smart
도시 관리

Smart
도시 계획

Smart
환경



추진 타겟으로서의 스마트도시 

국제스마트 시범 도시 조성의 기대효과

세계적인 테스트 베드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구현 및 고급의 일자리 창출 기대

4차 산업혁명 주도 및 고급 일자리 창출국제 상시 전시장 및 리빙 랩세계적인 Test-bed 역할 수행

SMART CITY 
EXPECTED EFFECT 

SMART CITY 
EXPECTED EFFECT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명칭 변경 
•산업진흥 내용의 추가 (제6장) 
•추진체계의 변경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지원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각종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의제처리 및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새로운 특별법 형태의 법령 제정이 필요

한계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시의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위한 법체계 필요

SPECIAL LAW 
특별법 제정 필요성

SPECIAL LAW 
특별법 제정 필요성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특별법의 주요 내용

SPECIAL LAW 
특별법의 주요 내용

SPECIAL LAW 
특별법의 주요 내용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기술을 구현, 실험하기 위한  
국제적 모델 플랫폼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제 스마트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예정지역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계획과의 관계 토지의 공급 방안에  
관한 사항 

주요 인허가  
의제 처리 조항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컨트롤 타워의 구축, 정부의 역할

CONTROL TOWER

범 정부 컨트롤 타워의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참여 기업 및 주민에 대한 지원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 마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 지원 혜택

CONTROL TOWER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 추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영국 밀턴킨즈/캠브리지

데이터 허브를 도입, 도시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 수요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리빙랩
스페인 산탄데르 , 美 뉴멕시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과 ICT  
기업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조성하고  

도시 전역을 기술·서비스의 실험 공간으로 제공

시범도시 구축
UAE 마스다르 / 캐나다 토론토

美 교통부가 도시공모를 통해 5천만 달러 지원  
커넥티드 교통 컨셉으로 콜롬버스市 선정



정책 추진 방향

미래도시 플랫폼에서 실제 도시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INNOVATIVE 
CHANGE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INNOVATIVE 
CHANGE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도출

개별부처 · 기술공급자/공공 주도단편/일회성일획적 접근확장/인프라단순 도시개발/관리기술중심



정책 추진 방향

미래도시 플랫폼에서 실제 도시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INNOVATIVE 
CHANGE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INNOVATIVE 
CHANGE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도출

개별부처 · 기술공급자/공공 주도단편/일회성일획적 접근확장/인프라단순 도시개발/관리기술중심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기술/주체별 
맞춤법 도시

정책/사업/기술 
융합 · 연계형 도시

수요자/민간 참여의 
열린 도시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 중심 도시

효율/서비스 중심 
체감형 도시

혁신성장 동력  
육성 도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전략 1.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신규개발 단계
국가 시범도시 조성, 
혁신도시 등 거점 육성

노후 쇠퇴 단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도시운영 단계
기존도시 스마트화 및  
지자체 확산STRATEGY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STRATEGY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전략 2. 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STRATEGY 
맞춤형 기술 접목

STRATEGY 
맞춤형 기술 접목

상용기술
시민체감이 높은 기술

노후 도심, 
기존 도시에 적용

미래기술
혁신성장효과 높은 기술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전략 2. 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STRATEGY 
맞춤형 기술 접목

STRATEGY 
맞춤형 기술 접목

ITS

전기차

제로에너지 건축

스마트 파킹/신호등

스마트미터

BIS

미세먼지 감지 통합플랫폼

지능형 CCTV

LID
홈네트워킹

쓰레기처리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빅데이터

스마트그리드

네트워크

상용기술
시민체감이 높은 기술

노후 도심, 
기존 도시에 적용

미래기술
혁신성장효과 높은 기술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전략 3. 주체별 역할

STRATEGY 
주체별 역할

STRATEGY 
주체별 역할민간투자

•과감한 규제개선 
•혁신 창업 생태계(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공 인프라 선투자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크라우드 펀딩 도입 
•리빙랩 도입

정부지원
•규제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등 개정 
•특별법 제정 검토 
•스마트시티 표준화 논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