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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유비쿼터스 도시개발과 련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설계과정은 사업수행자의 역량에 따라 

과정이나 고려사항이 다양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 과정

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제 로 분석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U-Eco City 구축 가이드

라인은 유비쿼터스 도시개발의  과정과 U-Eco City R&D 사업의 성과물을 체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작성을 목 으로 한다. 본격 인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의 개발

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U-Eco City 구축의 세부단계별 과정  핵심고려사항을 체계화한 임워크를 개

발하 다. 개발된 임워크는 련단계에서 수행해야할 활동을 체계 으로 수행하여 문제 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U-Eco City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U-Eco City 사업의 성과물을 체계 으로 담아내는 

기본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 U-City, U-Eco City,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임워크

Abstract  The goal of U-Eco City testbed is improving the technical completion of ubiquitous 

technology/Servic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other core projects in U-Eco City, by implementing newly 

developed ubiquitous technology/Services to testbed. When the newly developed ubiquitous technology/ 

Services are implemented in the testbed, we will monitor whether the developed ubiquitous technology/Services 

can be applied in the real situation  and if they have problems we will find out the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s. Final goal of this reaserch is framework development for the U-Eco City construction guideline. We 

developed the framework development for the U-Eco City construction guideline by ⅰ)analyzing steps for 

construction of U-Eco City, ⅱ) analyzing details of each steps for construction of U-Eco City, and ⅲ) 

including results of research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other core projects in U-Ec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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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City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인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시민체감형 서비스 모델의 부재, 도시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획일 인 서비스 제공, 구축 이후 유지 리에 

한 고려 부족으로 인한 유지 리비 과다, U-City 사업

을 추진할 한 추진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1, 2, 3, 4, 5]. 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

의 건설등에 한 법률과 시행령[6],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지침 (2009)’, ‘ 유비

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2009)’,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리·운 지침(2009)’,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 가이드라인(2009) [7, 8, 9, 10]등을 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 으나 이들 지침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실

질 인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U-City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시행사가 겪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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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어려움을 사 에 고려하여 문제 을 최소화하고 지

역의 특성에 맞고 수요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U-City 구

축사업이 될 수 있는 지침서의 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국토해양부가 주 하여 추진하고 있는 U-Eco City 

사업에서는 U-City 인 라 기술, U-Space 기술, 유비쿼

터스 기반의 생태도시 계획·설계  평가 기술, 물순환 

 자원 약형 U-City 련 기술 등 U-Eco City 구축

을 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테스

트베드에 용되어 장에서의 용가능성과 기술의 완성

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성과를 유비쿼터

스 도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 한 

필요한 실정이다.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은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의  과정, 즉 마스터 랜 수립, USP(Ubiquitous Stra- 

tegic Planning),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공 등  

과정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 사업 수행자가 

거쳐야 할 각 과정을 체계화하고, 각 과정별로 수행해야 

할 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재 유

비쿼터스 도시개발과 련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설계과정

은 사업수행자의 역량에 따라 과정이나 고려사항이 다양

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제 로 분석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 인 U-Eco City 구축 가

이드라인 개발에 앞서 유비쿼터스 도시개발의 세부단계별 

과정  핵심고려사항을 체계화한 임워크를 개발하고

자 한다. 이 게 개발된 임워크는 지자체의 문제 을 

사 에 고려하여 련단계에서 수행해야할 활동을 체계

으로 수행하여 문제 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U-City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U-Eco City 사업의 성과

물을 체계 으로 담아내는 기본틀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U-City 구축과 련된 지침서나 

가이드라인 등 련연구를 분석하여 시사 과 임워크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분석하 다. 3장에서는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의 임워크 개발방법론으로 

임워크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해 논의하

다. 4장에서는 이러한 개발 방법론을 토 로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의 임워크를 개발하고, 5장에서

는 향후과제를 제안하 다. 

2. 련연구 분석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임워크 개발을 해 

U-City 구축과 련된 표 업무 차나 지침, 가이드라

인 등 련자료를 분석하 다. 련 연구로는 국토해양부

에서 제시한 지침서,  한국정보사회 진흥원에서 연구된 

가이드라인, 한국토지공사의 U-City건설과 련된 업무

처리 차 등이 있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한법률’[6]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도시기반시설, 도시기술, 도시건설사업에 

하여 용어 정의  용 상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 인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과 련하여 기본 인 틀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수행방법이나 내용에 해

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7]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의 수립기 을 정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상을 규정하고 계획의 목표연도와 계획 구역 설정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계

획 수립을 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계획수립

시 수사항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 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차에 해서 제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8]은 건설사업자

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따라야하는 업

무 차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업무 차

는 잘 정리되어 있으나, 상세한 업무내용은 제시하고 있

지 않다.

  ‘유비쿼터스 도시기술가이드라인’[10]은 유비쿼터스 도

시기술의 구성에 하여 유비쿼터스 기술 참조모델이라고 

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와 기술이 어떤 체계로 연계

될 수 있는 지의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구 되기 해 필요한 기

능과 기술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시만  제시되었

을 뿐 서비스 수립에 있어서 구체 인 기술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U-City IT인 라 구축 가이드라인 V 1.0’[11]은 

U-City 추진 로세스와 IT 인 라 부문별 구축가이드

라인으로 구성되어있다. U-City 추진 로세스는  U- 

City 기본계획, 개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공·

운 까지의 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U-City IT인 라 

부문별 구축 가이드라인은 통신망, 센서망, 도시통합운

센터부문과 련하여 IT 인 라 요소에 한 개념 련근

거  규정, 구축에 따른 기술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U-City 추진 로세스를 체계 으로 정리한 측면

에는 의의가 있으나 상세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U-City IT인 라 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 2.0’[12]은 

2006년에 개발된 V1.0을 보다 구체화시킨 연구 결과물이

다. 통신망, 센서망, 도시 통합운 센터 등 IT인 라 분야

별 련기술, 법/제도, 표   구축기 , 구축방안, 기술

 고려사항, 핵심소요 기술 등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세부구축 추진 차를 제시하며, IT 서비스 

참조모델  실제로 구축된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

고 있다. 가이드라인과 련하여 가장 상세한 작업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T인 라부분에 해 이

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수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겪고 있는 운 비 문제, 시민체감형 서비스 부

재의 문제, 추진조직 편재의 문제, 그리고 도시별 특성을 

살린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과제 등 기술 외  요인을 고

려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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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ty 용 기   업무처리 차’[13]는  한국토지공

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유형별 U-City 용기 , 통신

망  운 센터 설치기 , 서비스 선정 기 을 마련하여 

U-City 건설에 따른 정한 투자기 을 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의기   내부 업무처리 차를 체계

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내용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

행하는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 사업에 용하는 표  지

침서라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 지침’[8]과 

상이한 측면에 해서는 법체계를 따를 수 있도록 유도

할 필요성이 있다. 

3.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임워크 

개발방법론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임워크개발을 해 

기존에 완료된 U-City 구축완료 보고서  설계 보고서 

등을 상세히 분석 하고, 분석한 보고서들을 U-Eco City 

구축 단계별로 정리 하 다. 한 U-Eco City R&D 사

업과 련하여 재 연구진행 인 U-Eco 기술과 인

라, 서비스 련 연구결과를 임워크 내용에 포함하

다. 그리고 분석한 세부내역을 일반화하여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임워크의 기본내용으로 도출하 다.

  먼 , U-City 구축완료 보고서  설계보고서 등을 각 

보고서 구축단계별로 정리하고,  U-Eco City 구축단계와 

매핑 시켰다. 즉 국토해양부[7, 8, 9, 10, 14, 15], 서울특

별시[16, 17], SH공사[18], 인천 역시[19], 한국정보사회

진흥원[11, 12], 한국토지공사 [20, 21, 22, 23]등 U-City

구축 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보고서가 구축한 단계 별로 

나 었고, 각 단계에 포함되는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리하

다. 그리고 단계별로 세분화한 내용을 ‘U-Eco City 구

축 가이드라인 작성을 한 기 연구’[24]에서 도출한 마

스터 랜, USP,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공 단

계와 매핑 시켜 각 보고서의 단계별 세부내역이 U-Eco 

City 구축의 어떤 단계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표 1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1)

  다음으로 보고서별 내용을 U-Eco City 구축 단계별로 

분석하 다. U-City구축 보고서별 단계와 U-Eco City 

구축 단계별로 매핑 시켰던 결과를 정리하여 U-Eco 

City 구축 단계인 마스터 랜단계, USP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 시공  공단계에 해당되는 세부내역

을 표 2와 같이 분석하 다. 즉 앞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총망라하여 마스터 랜에서 시공  공단계에 이르기까

지 각 단계별로 세부단계를 분류하 고, 각 세부단계에 

포함되는 상세내역을 일반화시키기 해 구축 단계별 내

1) 유비쿼터스 도시개발에서는 마스터 랜, USP,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용어가 활용되는 반면, 법에서는 유비쿼

터스 도시종합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유비쿼터스 건

설사업계획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용어가 사용됨. 마스

터 랜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USP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단계에 함.

용을 정리하 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축된 U-Eco City 단계별 임

워크에 복되는 내용은 통합하고, 공통요소는 표 용어

를 선정하 으며, 법률과 지침에서 정한 용어가 포함되도

록 하 다. 한 U-Eco City R&D 사업성과와 련된 

통합운 센터, 인 라, 서비스, 기술 등에 한 연구의 결

과도 해당 단계에 포함시켜 임워크의 내용을 구성하

다.

4.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임워크 

개발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은 마스터 랜, USP, 기

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공단계로 나 었으며, 세

부단계별 활용과 포함내역을 정리하여 임워크를 개발

하 다. 그리고 U-Eco City R&D 사업 성과와 련된 

기술, 인 라, 서비스가 U-Eco City의 구축 가이드라인

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 다.

4.1 마스터 랜단계

  마스터 랜단계는 황분석, 비 / 략수립, U-City모

델수립, 이행계획수립의 단계로 구성하 다(표 3).  황

분석 단계는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환경 분석으로 나 어

지며, 외부환경 분석에서는 앙정부의 도시개발정책 분

석, 유비쿼터스 기술동향분석, U-City 개발동향 분석을 

실시한다. 내부 황분석에서는 도시의 자연  인문  특

징분석, 이해 계자 분석을 수행한다.

  비 / 략수립단계는 해당도시의 비 을 수립하고, 도

시모델을 구 하기 한 목표  략을 도출하며, 거주

민의 편리성 증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민간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한다. 특히 U-City 

개발은 기술 주가 아니라 도시별 특성에 맞는 비 과 

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U-City 모델수립 단계는 서비스 모델수립, 통신망 인

라모델수립, 도시통합운 센터 모델수립, 수익모델도출 

 효과분석단계로 나 어진다. 서비스 모델수립단계에서

는 서비스 선정  상세 서비스 정의, 시스템 설계의 기

본 인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선정단계에서 기존 

U-City 사업에서 제안된 서비스 뿐 아니라 U-Eco City 

R&D사업에서 도출된 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통신망 인 라모델수립에서

는 공공정보통신망 모델수립과 기반망 모델수립 등을 정

의한다. 도시통합운 센터모델수립 단계에서는 도시통합 

운 센터의 도입여부와 도시통합운 센터의 비 / 략을 

수립하고, 도시통합운 랫폼의 개요를 도출하게 된다. 

수익모델 도출  효과분석 단계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투자 비 효과 분석  기 효과분석이 이루어

지는데, 특히 최근 U-City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운 비 문제 등에 한 해결을 해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할 수 있는 임워크 제시  실제 비즈니스 

모델 운 사례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추진
단계 추진단계별 세부사항 U-Eco City 구축단계

황분석

외부환경분석
∙개요  정책동향분석
∙경제/사회동향분석
∙기술동향분석

마스터 랜단계
내부 황분석

∙내부 황분석개요
∙인천 역시도시기본계획
∙IFEZ 개발계획
∙송도지구 개발계획
∙사업추진체계분석
∙ 련사업 황분석
∙시사  종합

계기  
이해 계자 
의결과

∙ 의 차 로드맵  요구사항
∙ 계기 의결과

USP

(도시정보 략계획)

단계

CSF도출
∙개요
∙SWOT분석

IFEZ
추진 략
수립

IFEZ U-City 
비   추진 략

∙개요 
∙IFEZ U-City비
∙추진 략  실행계획

도시통합운 센터 
비   

추진 략수립

∙도시통합운 센터 비 수립
∙도시통합운 센터 추진 략

U-서비스 
선정  
기본설계

U-서비스 선정
∙U-서비스 선정개요
∙기존 U-서비스 검토
∙IFEZ U-서비스도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U-방범

∙서비스 개요  목표모델
∙목표서비스 도출  선정
∙시스템 구축방안
∙ 장시설설계

U-방재

∙서비스 개요  목표모델
∙목표서비스 도출  선정
∙시스템 구축방안
∙ 장시설설계

U-환경
∙서비스 개요  목표모델
∙목표서비스 도출  선정
∙시스템 구축방안

도시민 정보제공

∙서비스 개요  목표모델
∙목표서비스 도출  선정
∙시스템 구축방안
∙ 장시설설계

시공  공단계U-시설물 리

∙서비스 개요  목표모델
∙목표서비스 도출  선정
∙시스템 구축방안
∙ 장시설설계

특화서비스

∙개요  목표모델
∙시스템구조
∙시나리오  운 방안
∙구축비용산정

자료：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5]

표 1. U-Eco City 구축단계 상세내용분석 시: 도시통합운 센터 USP(U-City)최종 보고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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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U-City IT 
인 라구축 
가이드라인 
[11, 12]

행정 심복합도시 
[23]

김포양
(장기)지구 
[21]

성남 교 
[20]

U-Seoul 
마스터 랜단계 

[16]

도시통합운 센터 
USP
[19]

U-명동/
을지로2가
[17]

황 
분석

• 도시환경분석

• 도시개발동향 
- 해외도시  국내 
신도시 

- 개발동향분석
- 기술동향분석 
- 정책동향분석   

• U-City 구축 정보화 
략 수립 구축여건 
분석 
- 내/외부 환경분석 
- 신기술 검토  

용가능성 검토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분석

• 성남 교 U-City 구축 
방향
- 내외 여건분석
  개요 
- 성남 교 개발 추진
   황  

• 사업개요 
- 사업배경 
- 사업목  
- 사업특징  고려 
   사항 유비쿼터스 
   기술 동향분석 
   용방안
- 기술동향분석, 
  세부 요소기술 

• 내부 황분석 
- 내부 황 분석개요
- 인천 역시 도시 
마스터 랜

• 황분석 
- 해외사례분석
- 유비쿼터스 기술 분석

• 도시개발정책분석

• 행복도시 추진방향 
- 건설계획 분석으로 
key Findings 

  도출 

• 련 법/제도 검토 
- 서비스, 인 라, 
센터시설물, 

   운  주체, 공통 
해당 법/제도 

   검토

• 내외 여건분석 
- 외  정부정책
  분석   

• 외부환경분석 
- 정책동향분석 
-  경제/ 사회동향분석 
- 기술동향분석

• 외부환경분석-법/
  제도 황분석 
- U-City 정책환경
  분석 
- U-City 련법  
  앙정부 정책분석

• 앙/지역이해 계
분석

• 이해 계자 요구사항 
분석 
- 정책 , 사업 , 
거주 , 이해 계자의 
요구사항 분석

• 이해 계자 분석  
요구사항 도출 

- 사업시행자  
  해당도시, 거주민 

 기업 요구 사
항 분석

• 사업시행자 요구사항    

• 서비스/인 라 황 
분석

• 도입기능 분석 
- 도입목 에 따른 
도시기능 요건 
분석결과,

- 행복도시 구 을 
한 시사 을 

   도출

• 통신환경  통신
수요분석 U-City 
실  방안 강구 
- 환경 분석으로부터 
SWOT분석 

- 구축목표  추진
방향 설정시 반

 

• 국내사례분석 
- U-Seoul 마스터 랜 
-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다  집합 
장소의 시민서비스

• 지역수요분석 • 이해 계자 분석에서 
참고

• 다 집합장소에서 
  요구되는 
  유비쿼터스 
  시민서비스 분석

비  
/
략 
수립 

• 체/지역별 비 수립 

• 비 수립 
- 비   략목표 
도출 

- U-City 개념  
구조와 상, 
범   핵심가치 

• 성남 교 U-City 
구축 방안 

- 성남 교 U-City
   비  
- 정보화비 : 도시
  측면, 자연측면

• U-Seoul비   목표 
수립 
- 비   략수립
개요 

- 4C분석 
- U-Seoul 추진방향 
- 분야별 비    목표

• IFEZ 추진 략수립 
- IFEZ U-City비  

 추진 략 
- 도시통합운 센터 
비   략수립

• 체/지역별 추진 략 
  수립

• 략 목표  과제 
도출 

• 략목표 구 방향

 

• 구축목표설정  
추진방향 

- 김포신도시 건설 
이념에 부합된

   략수립 

• 비 달성을 한
  략방향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U-
City
모델 
수립

• 공통서비스 모델수립

•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역별 목표/
미래상 

- 서비스 pool도출 

• 서비스 pool도출 
- 용 상 서비스의 
타당성 평가지표
선정 

• 김포양 (장기)  
U-City서비스수립 

- 5  공공서비스와 
   4  특화서비스

 

• U-Seoul 서비스 
  모델 설계 
- 서비스 모델설계
   개요 
-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산업, 행정
   /도시 기반 분야 
도출

 

• 공통인 라 모델수립  • 공공정보통신망 추진 
타당성 검토

• 요소기술 용방안 
- 요소기술 용방안 
개요 

- 요소기술 서비스
- 서울시의 요소기술 
용방안

• 도시통합운 센터 
 통신인 라 

   실행 방안 

• 인 도시 연계 방안 
  도출  

• 기존도시와의 연계 
방안 

- 공공자가망 연계
  방안 
- 서비스 연계방안 
  신도시와의 연계
   방안 

  

• 공통 비즈니스 모델 
  도출

• 비즈니스 모델수립 
- 비즈니스 모델목  
   방향성 
-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 수익모델개발 
- 수익모델 개발방안 
- 비즈니스 환경분석 
    비즈니스 모델링

  

• 체사업성분석

• U-City사업화방안 
- U-City 사업화 상 
  서비스모델 
- U-City 사업화방
안 

이행 
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수립 

• 투자  재원조달계획 
- 투자효과분석 
-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방안 

• 상소요원 산정 
- 분야별 상소요비용 
- 선도 사업 상 
   소요 비용 

• 소요지원산정 
- 구축  운 비용 
   분석 모델 
- 구축, 운 비용 종합

• 앙/인 도시 력
계획

• 앙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계획

• 앙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계획

• 앙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계획

• 앙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계획

• 앙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계획

• 앙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계획

• 추진체계/일정계획
수립 • 사업추진방안 • 통합이행계획수립 • 사업수행방안 • 통합이행계획수립

표 2. U-Eco City 구축단계별 세부내역분석( 시:마스터 랜 단계 세부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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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수행내용

1.1 
황분석

1.1.1
외부환경분석

∙ 앙정부의 도시개발 정책분석
∙유비쿼터스 기술동향분석  
∙U-City 개발동향 분석

1.1.2 
내부환경분석

∙도시의 자연  인문  특징분석
∙이해 계분석

1.2 
비 / 략

수립

1.2.1
비 수립

∙해당도시의 비  수립
  - 비 을 수립하고 내부 황에 따른 미래의 도시모델을 도출함

1.2.2
목표수립  략도출

∙도시모델을 구 하기 한 목표  략 도출 

1.2.3
민간서비스 연계방안 수립

∙거주민의 편리성 증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서비스 연계 
방안수립

1.3
U-City 
모델수립

1.3.1
서비스 모델수립

∙서비스 선정
∙상세서비스 정의
∙시스템설계 : 시스템 설계에 한 개념도  설계기본방향,  H/W구성도, S/W구

성도, 데이터흐름도 도출

1.3.2
통신망인 라 모델수립

∙공공정보통신망 모델수립
∙기반망 모델수립

1.3.3 
도시통합운
센터 모델수립

∙도시통합운 센터의 도입여부 결정 
∙도시통합운 센터의 비 · 략 수립 
∙도시통합운 랫폼 도출 

1.3.4
수익모델 개발  효과분석

∙U-City 운 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운 비를 조달하기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 비효과분석  기 효과

1.4
이행 계획

수립

1.4.1
소요 산 추정

∙총 소요 산 추정

1.4.2
투자  재원 조달계획

∙지자체 내부의 기반시설 구축  운 비, 정보통신부문의 산 등을 검토하여 총 
소요 산의 재원조달계획 수립

1.4.3
단계별 이행 로드맵

∙이행계획수립 차

표 3. 마스터 랜단계 임워크  

  이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소요 산을 추정하고 투자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상세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4.2 USP 단계

  USP단계는  개발구역 황분석, 비 / 략수립, 서비스/

인 라 모델수립, 개발구역 이행계획수립으로 구성하 다 

(표 4). 마스터 랜과 USP는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사업이 추진되기도 한다. 마스터

랜이 도시 역에 걸친 U-City 계획이라면 USP는 구체

으로 사업을 추진할 상지역에 한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의 구성은 마스

터 랜단계와 유사하며, 내용  깊이에 차이가 있다.

  USP의 개발구역 황분석 단계는 기본계획  개발정

책분석과 구역환경분석 단계로 나 어 구성하 다. 기본

계획  개발정책 분석은 상 사업 추진체계 분석과 법/

제도 황분석이 이루어지며, 구역환경분석 단계에서는 

지역 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비 / 략수립단계는 도시의 비 을 수립하고, 도시모

델 구 을 한 목표  략을 도출하며, 민간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특히 U-City 개발 사업이 

공공 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

서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시민입장에서의 고려

와 함께 민간부분 서비스와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한다.

  서비스/인 라모델 수립 단계에서는 서비스 선정  상

세 서비스 정의가 이루어지고 인 라 모델 정의, 도시통합

운 센터 모델정의, 인근도시 연계방안 수립 등이 이루어

진다. 특히 USP단계에서는 사업지역이 구체화되는 경우

가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주변지역이나 기존도시와

의 연계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개발구역 이행계획 수립단계는 투자  재원조달계획, 

추진조직 구성, 사업비 추정, 추진체계/일정계획 수립 단

계로 구성하 다. 투자  재원조달계획은 U-City 수익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 단계이다. 추진조직 구성에서는 구

축사업 추진조직과 도시통합운 센터 조직을 구성하게 되

는데 민 력방안 등에 해서도 보다 구체 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업비 추정에서는 서비

스 별 시스템 구축비용, 통신 인 라 구축비용, 도시통합

운 센터 구축비용  운 비용 등 총 투자소요 산을 

추정하고 재원조달방안에 해서도 구체  안을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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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수행내용

2.1 
개발 구역

황 분석

2.1.1
기본계획  개발정책 분석

∙상 사업추진체계 분석
∙법･제도 황분석

2.1.2 
구역환경분석

∙지역 황분석

2.2 
비 / 략

수립

2.2.1
비 수립

∙도시의 비  수립

2.2.2
목표수립  략도출

∙도시모델 구 을 한 목표  략 도출 

2.2.3
민간서비스 연계방안 수립

∙거주민의 편리성 증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서비스 
연계 방안수립

2.3
서비스/

인 라모델
수립

2.3.1
서비스선정  상세 서비스 

정의

∙서비스 선정 
∙상세서비스 정의
∙시스템구성

2.3.2
인 라 모델정의

∙서비스 통신수요분석
∙공공정보통신망 운 방식
∙기반망 모델수립

2.3.3 
도시통합

운 센터 모델정의

∙도시통합운 센터 구축 방향
∙도시통합운 센터 구축방안
∙통합 랫폼 설계

2.3.4
인근도시 연계방안수립

∙기존도시와의 연계방안
∙신도시와의 연계 방안

2.4
개발구역

이행
계획
수립

2.4.1
투자  재원조달 계획

∙U-City 수익모델 선정
∙U-City 수익모델 개발

2.4.2
추진조직 구성

∙구축사업 추진조직구성
∙도시통합운 센터 조직구성

2.4.3
사업비 추정

∙총 투자소요 산 추정

2.4.4
추진체계/일정계획 수립

∙추진 체계/일정계획 수립 

표 4. USP단계 임워크 

4.3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공공정보통신망 설계, 도시통합 운 센터 

설계, 공정/ 산 단계로 표 5와 같이 구성하 다. 설계단

계의 업무는 부분 사업수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받아 추진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시된 산출물이 타당한 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요하다. 

  설계요구사항분석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요구사항을 재

정의 하고 업무담당자와 인터뷰 등을 통해 개발계획 수

행내용과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시스템 설계 단계는 단 시스템 설계와 통합 랫폼 설

계 단계로 나 어 구성하 다. 단 시스템 설계단계에서

는 단 시스템을 정의하고 단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시하며, 장시설설계와 부 시설설계에 해 

설치장비나 설치방법  설치 근거에 하여 표 화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다. 통합 랫폼설계에서는 

통합 랫폼 설계의 과정과 통합 랫폼 설계 시 기술 /설

계 /이행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공공정보통신망 설계단계는 공공정보통신

망 구성방안 수립, 공공정보 통신망 설계로 구성된다. 공

공정보통신망 구성방안에서는 유선망, 무선망의 구성방안

과 통신망 구성 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 고, 

공공정보통신망 설계에서는 유선망설계, 무선망 설계방안

을 수립하도록 하 다. 

  도시통합운 센터 설계에서는 도시통합운 센터의 구축

방향과 구축방안을 토 로 도시통합 운 센터를 설계하

며, 설계할 때 설계의 방향과 인 라 구성, 네트워크 기

본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그리고 도시통합운 센터 

건축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도 제시하 다. 

  공정/ 산 단계에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산을 수

립하도록 하 고, 계획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포함되

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 다.

4.4 시공  공단계 

  시공  공의 단계는 시공/감리, 검사/ 공의 업무가 

수행되는 단계이다(표 6). 시공은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를 기 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기업에서 수행하게 된다. 

감리는 시공자의 업무를 객 이고 투명하게 리하기 

하여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과정에서 도면과 시방서

를 수하는지를 감독하는 업무이다. 검사는 시공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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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수행내용

3.1 

설계요구사항 분석

∙기본설계 요구사항을 재정의

∙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

∙산출물 : 설계 요구사항 재정의서

3.2 

시스템 설계

3.2.1

단 시스템 설계

∙단 시스템의 설계

∙ 장시설설계 

∙부 설비 설계 

3.2.2

통합 랫폼

∙통합 랫폼 설계

∙기술  측면, 설계  측면, 이행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

3.3

도시통합

운 센터

설계

3.3.1

도시통합운 센터 설계
∙도시통합운 센터 네트워크 기본설계

3.3.2

도시통합운 센터

건축설계

∙건축설계의 목표  방향성 수립

∙토건계획 수립

∙설비계획 수립

∙ 기설비계획 수립

3.4

공정/ 산

3.4.1공정 ∙  공정계획 수립

3.4.2 산 ∙ 산수립

표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임워크  

단계구분 수행내용

4.1 

시공  

공

4.1.1

시공/감리

∙시공은 실시설계의 도면, 시방서를 기 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기업에서 수행하게 됨

∙감리는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과정에서 도면과 시방서를 수하는지를 감독함

∙산출물 : 감리계획서와 감리보고서

4.1.2 

검사/ 공

∙검사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게 됨

∙ 공은 검사가 완료되면 공서류에 의한 행정 차가 이루어짐

∙산출물 : 물품명세서와 공도면 등 공서류

표 6. 시공  공 단계 임워크

사완료 보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게 된다. 공은 

설치한 시설에 한 공의 의미로 해석하며 검사가 완

료되면 공서류에 의한 행정 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단

계인데, 각 단계별로 핵심고려사항을 정리하 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자가 U-City 사업

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U-Eco City 구축 가이드

라인의 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하 다. 임워크 개

발은 본격 인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작성에 앞

서 가이드라인의 단계와 차, 그리고 각 단계별 핵심고

려사항을 체계화하기 하여 개발되었다. U-Eco City 구

축 가이드라인 임워크 개발을 해 U-City 사업 추

진 지침 련 연구  기존 U-City 설계보고서  완료

보고서, 그리고 U-Eco City 구축가이드라인 기 연구에

서 도출된 지방자치단체 U-City 사업 추진상의 문제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 다.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임워크 개발에 의해 

도출된 연구 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U-Eco City 

구축 단계는 마스터 랜단계, USP단계, 기본설계  실

시설계단계, 시공  공 단계로 구분하 으며. 각 단계

별 세부단계  핵심고려사항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차를 이 게 단계별로 구

분하고 내용을 표 화하려고 보니 단계별로 복되는 경

우가 발생하 다. 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마스터 랜

과 USP가 한 번의 단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마스터 랜, USP,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과정

이 한 번의 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단계별 

구분은 필요하나 실질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분야별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비 / 략수립, 서비스 모

델수립, 인 라모델수립, 통합운 센터 모델 수립, 이행계

획수립, 그리고 시공/ 공 등의 분야별로 핵심내용을 개

발하고, 이를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되었다. 

  한 재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운 비 문제, 유지 리 문제, 시민체감형 서비

스 부재문제 등과 련하여 지속가능한 U- Eco City 사

업이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민 력방

안 등과 련된 내용, 그리고 도시별 특성에 맞고 지역주

민이 체감할 수 있는 U-Eco City가 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사례와 시사 을 가이드라인에 체계 으로 정리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향후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은 본 연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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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임워크을 토 로 하며, 앞서 지 한 여러 가지 

시사 을 토 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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