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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마트도시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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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 도시 플랫폼 

Service Layer(서비스) 

Data Hub (데이터 허브) 

Infrastructure (인프라)  

• 주민생활 편익 서비스 
• 보안/재난감시 서비스 
• 스마트관광 서비스 
• 친환경 서비스 
• 미래형 서비스(자율주행 등) 

 

• 통합관제/클라우드 센터 
• AI,BigData 활용 정보제공   

• 자가 유/무선 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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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City와 스마트도시의 차이점 

구분  U-CIty Smart City 

기반 • 신도시 개발 •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시의 도심문제 해결 

개념 
적용/운영 

개별 시스템 (첨단 ICT 기술을 각각 활용)  

• 도시 내에서 기능별로 분절적 운영, 도시데이터 공유 불가, 시민이 도시운영체계에 적응해야함 

시스템의 시스템 (시스템의 연계와 지능화)  

• 도시전체가 플랫폼으로 연결, 도시데이터 공유로 단절 없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구축방향 • ICT 기반 인프라 구축 중심 · 관리자 중심 • 시민의 smart living 관련 생활 서비스 중심 · 시민, 기업, 정부 등 사용자 중심 

대상영역 • 교통, 방범/방재 등 관리기능 • 환경, 근로, 고용. 교육, 행정, 교통 등 확대 

비유 • 장소와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바일 폰 • 새롭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폰  

특성 • 신도시 생성하기 위한 개발  •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시의 업그레이드 

근거법률 • U-City 법(’08～’17)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7.09 시행) 

해결방식 
• 도시문제 해결위해 신규 인프라 확대  

(예: 교통체증 → 도로건설) 
•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  

(예: 교통체증 → 신호시스템 조정) 

추진주체  
• 중앙정부, 공기업 위주의 Top-down 방식 사업 진행 ·정보는 소수에 집중, 시민·기업은 도시정보 배

제 
• 민간과 표준을 기반으로 Bottom-up 방식 ·정보 공개·공유, 시민들도 도시운영에 적극 참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스마트도시 발전전망과 한국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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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마트 도시 발전의 선순환 구조 필요  

개선확장 
사업추진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민 
서비스 향상 

서비스에 대한  
시민 경험 서비스 향상 

데이터 활용 데이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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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마트도시 개념 정리 

6 

도시 공간에 첨단정보통신기술(ICT)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하여 신사업 창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스마트 
행정 

스마트 
방범/방재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복지 

스마트 
교육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혁신성 
(Innovation) 

거버넌스 
(Governance) 

기술·인프라 
(Technology)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증가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측면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정보통신망 

 지능화시설 및 서비스 

 통합운영센터 

 친환경기술, 인프라 

 공공역량 

 민간/시민 혁신성 

 정보공개 및 활용 

 추진체계 

 제도기반 

 참여네트워크 

 재원조성 

기술 인적자원 거버너스를 수단으로 도시 내 각 부문별 문제 
해결 

스마트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증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복합 인프라 

혁신성을 가진 시민/기업 민관 혹은 부처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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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공 가능한 모델 

7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 

저비용 고효율로 다양한 도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ICT 생태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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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oRa을 이용한 IoT 자가망 구축 

8 

 무료와이파이 자가망 (와이파이 6, 7) 구축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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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외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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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 시장 전망 

10 

해외 시장조사기관 보고서에 따라 상이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아시아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 

국가별 비중 스마트시티 중점 분야 

전체 608건의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등 5개 국가의 비중이 84% 이상 

전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약 70%가 에너지, 교통, 안전
등 3대 스마트시티 요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IDC) 



Confidential 

 2. 해외 대표적 스마트도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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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대표적 스마트도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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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계 사물인터넷 기기 전망 

Gartner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인터넷
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기기의 수가 2020년 97억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특히 ‘스마트 홈＇과 ‘스마트 상업용 빌딩＇의 분류별 비율은 32.2%, 
31.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2020년에는 두 분야의 합이 85%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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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시장 전망 

2016년 8월 정부에서는 9대 국가전략 R&D 프로젝트중 하나로 스마트시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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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시장  동향 - 지방정부 

 부산 
    (해운대구)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15~'17년, 과기정통부) 
    ‣ 4대 분야 28개 서비스 (안전, 교통, 생활, 에너지) 
    ‣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및 도시유망서비스 실증 
    (에코델타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 ('18~'22, 국토교통부) 
    ‣ 스마트워터, 로봇 활용 생활혁신 등 10대 전략과제 발표 

 대구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15~'17, 과기정통부) 
   ‣헬스케어와 연관된 실증 서비스(일반인 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 
   자율주행 실증 도로 구축('17~'2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부품 테스트를 위한 도로 실증 인프라 조성, 도로관제 서비스 등 

 

 세종 
    K-Smart City모델 구축, 도시 토탈 솔루션 실증 ('16, 국토교통부) 
    ‣스마트공공자전거, 스마트주차정보,스마트가로등 등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 ('18~'2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율주행 공유), 헬스케어, 에너지 등 7개 혁신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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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시장  동향 - 지방정부 

 고양 
    (해운대구)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15~'17년, 과기정통부) 
    ‣ 4대 분야 28개 서비스 (안전, 교통, 생활, 에너지) 
    ‣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및 도시유망서비스 실증 
    (에코델타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 ('18~'22, 국토교통부) 
    ‣ 스마트워터, 로봇 활용 생활혁신 등 10대 전략과제 발표 

 성남(판교) 
    K-Smart City모델 구축, 상업·문화·관광 분야 실증 ('16, 국토교통부) 
     ‣증강현실(AR), 공공WiFi 도입,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등 
   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17~'19, 국토교통부) 
    ‣관제센터/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자율주행 셔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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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플랫폼 소개 



Confidential 

 1. IoT 서비스 플랫폼 

18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 

정보수집 
인프라 

(유/무선) 

데이터 
가공/저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 

도시내 
각종 

센서정보 

커넥티드 디바이스   +   지능화   >>   새로운 정보가치 

(창업, 일자리,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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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neM2M 이란? 

1. oneM2M은 에너지, 교통, 국방, 공공서비스 등 산업별로 종속적이고 폐쇄적
으로 운영되는, 파편 화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구조를 벗어나 응용서비스 인
프라(플랫폼) 환경을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공동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 발족된 사실상 표준화 단체임 
 
 

 
 

 

1. 전세계 지역별 표준 개발기구인 TTA(한국), ETSI(유럽), ATIS/TIA(북미),CCSA(중
국), ARIB/TTC(일본)등 7개의 SDO(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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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 oneM2M 플랫폼을 사용하는가?  

1. 사물인터넷은 이미 존재하거나 향후 등장할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재 및 가상 사물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임(ITU-T의 
Y.2060) 

 
 

 
1. 종래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행하였으며, 서로 호

환이 되지 않아 많은 비용이 발생.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프라 구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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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외 구축 사례 

1.국내 
 
 SKT : ThingPlug 플랫폼에 oneM2M을 탑재하여 B2B 중심으로 스마트 홈 등의            
           서비스에 활용 
 
 LGU+: B2C 제품인 키즈와치에 oneM2M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 

 
  KT: IoTMakers 플랫폼에 oneM2M을 탑재 

 
 부산시: 세계 최초로 oneM2M 기반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운영 

 
 
  
 

 

1. 해외 
 

 Singapore : Singapore Smart Nation Platform(SNP) 공공기관들이 센서 데         
                        이터에 접근, 관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New York City: Smart mobility, Smart kiosk, “One City, Built to Last” 
                           50여개 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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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입 효과 

1. 이통사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2. 통신 사업자 회선 임대 없이 직접 망을 구축하여 예산 절감 
 

3. 향후 스마트 시티에 대한 준비 
 

4. 다양한 제품간 연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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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산시 스마트시티 사례(플랫폼 중심)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 oneM2M 기반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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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구성도 – 개발 완료 

End-Devices 
(미세먼지) 

LoRa 
Gateways 

Lora Network 
Server 

oneM2M 
Server 

Internet 
Lora 

oneM2M 

Manager Web Server 

Application 
Service Server 

Database 

Local 

L
o
ca

l 

Local 

O
p
e
n
 

A
P
I 

Web service 

Mobile App 

Web App service 

Mobile App 

Mobile App 

Http REST-API 

oneM2M  

Demo Sample 

Demo Sample 

다양한 통신 방식 

방법 #1 

방법 #2 

Application Lora 단말,  N/W 서버, oneM2M 플랫폼 자체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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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예시 

미세먼지 단말 
  
 

 

로라 게이트웨이  
 

 

oneM2M 서버  
 

무선 구간( ~ 15km ) 
 로라 네트웍 서버  

 
 

웹  서비스 
 

안드로이 어플 

iOS 어플 

Lora 단말,  로라 N/W 서버, oneM2M, 웹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 Ios 앱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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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발 및 적용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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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라 자가망 미세먼지 측정/분석 서비스 

• 기존 고가 기상청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고기술 저가격으로 대체하여 오염원 주변 및 생활지역 설치 
⇒ 미세먼지 정밀 지역 서비스, 오염원 분석 및 예측/예보 모델서비스 개발 

 

•  AI, BigData 기반으로 정확한 측정, 분석, 예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 

신도시  초/중/고등학교, 아파트단지, 관광지에 우선 설치 운용  

LoRa 기반의 공기질 모니터링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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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T, 어린이 노약자 위치 추적 시스템 

지역 이탈 방지 안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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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안전 케어 서비스 

•  전체 주민과 서비스 대상 객체에게 맞춤형 디바이스를 활용(제공)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일반주민 : 개인 스마트폰 활용 

– 어린이, 치매노인 등 : G-Band 제공 

– 공유자전거, 버스 등 : G-Band 활용 

신도시의 서비스 대상 주민들에게 개인용 디바이스(G-Band) 공급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rg92yzJPdAhUZE4gKHYJ4AfoQjRx6BAgBEAU&url=https://kbench.com/?q=node/185848&psig=AOvVaw3b5IXA6J11MaCtXLDo9GZu&ust=153567794681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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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 감시 서비스 

로라 기반 화재/온도/화재 감지 서비스 

1. 센서에 의해 데이터 수집(열, 연기, 가스 불꽃) 

2. 주기적으로 로라 게이크웨이에 센서 데이터 젂송 

3. 게이트 웨이는 네트워크 서버에 정보를 보내고, 어
플리 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를 분석 

4. 응용 프로그램 서버는 모바일 장치 나 컴퓨터를 통해  
 
    화재나 연기에 대한 경보를 재산 관리자에게 긴급 요 
 
    원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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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파킹 

식당, 상가, 고속도로 휴게소, 밀집지역의 길거리 주차장 

 로라 자가망을 이용하여 주차 가능 정보를 제공 
  
 

 

 실시간 주차 공간 정보 제공  
 

  실제 해외에서 적용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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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질 관리 

 강, 호수 및 바다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 워터 
 

 정확성, 효율성 및 낮은 운영 비용면에서 기존 수질 관리 개선 
 

 다양한 응용분야( 음용수 모니터링 (O2, ORP, NTU )   
 

 수질을 측정하여 분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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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리 

 로라 자가망 이용 – 음식물의 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GPS을 이용한 쓰레기통 위치 확인 
 

 일일 회수를 능률화하고, 효율적인 회수 관리 및 비용 절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없는 도시 완성 
 

 아파트 단지 , 상가 등에 설치 청결한 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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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적용 분야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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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진행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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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T( Android Stability test tool)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 시험, 성능 반복 시험 자동화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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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T(Product Support Tool) 

PC 연동 단말의 데이터를 백업 및 바이너리 다운로드 통합 관리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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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SQA 

Web 기반 Defect, bug 관리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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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팅 시스템 

XMPP 기반의 다자간 채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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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 통화 서비스 

군인 보편적 서비스 영상 통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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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가요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 개인 데이터 이기종간의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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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 워키토키 

TCP 기반 Signaling 및 음성 데이터 브로딩케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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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형 CCTV 보안 서버 플랫폼 

암호화 IP 카메라 + 사물인식 기반 CCTV 보안 서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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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인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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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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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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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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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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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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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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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