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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배경 및 현황
l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
-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
n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개념
l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
- 스마트시티는 다양하게 정의되며, 주로 ICT를 활용해 도시 문제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됨
- 리빙랩은 사용자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플랫폼
-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시민(사용자)의 참여 및 관련 주체와의 연계·협력을 강조
n 해외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
l 스마트시티 구축시 리빙랩을 활용한 대표적인 3개 해외 도시사례 분석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덴마크 코펜하겐 3개 도시 사례를 분석
- 각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리빙랩을 스마트시티 구축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l 국가별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음
- 암스테르담 리빙랩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프로젝트 설계 및 실현
- 헬싱키 칼라사타마 리빙랩은 계획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이
함께 기술·제품·서비스를 실험하고 현장에 구현
- 덴마크 DOLL은 조명 실증 단지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제품의 설계·실험, 표준화
및 상용화까지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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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리빙랩 접근방식에 따라 유형 구분 가능
- 암스테르담 리빙랩의 경우,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주도로 아이디어를 교류
하는 수요탐색형이자 다양한 기술이 실험·실증되는 플랫폼 유형에 해당
- 헬싱키 칼라사타마 리빙랩 경우, 거주자를 모집하여 수요에 맞는 문제를 발굴하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므로 수요탐색형이자 문제해결형 유형에 해당
- 덴마크 DOLL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탐색에서 실제 기술의 실증·표준화·구매
까지 고려하는 문제해결형(실증단지단위)이자 기술의 사업화 유형에 해당
n 정책 과제
l 도시·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구현
- (진단)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대상 도시·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제 삶의 주체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
- (대안) ICT 인프라 구축, 공급자 중심의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을 넘어 지역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
l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및 역할이 중요
- (진단)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기존 정책, 연구개발, 도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대안) 스마트시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관련 정책 간의 연계·협력,
법제도 인프라 확보 등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지원 필요
l 공공적이고 조직화된 사회혁신 조직의 참여 촉진
- (진단) 지식공급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공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학습지향적인 사용자 집단이 필요
- (대안)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표성․공공성․전문성 있는 사회혁신 조직을 발굴하고 협업 추진
l 소규모 리빙랩 실험을 기반으로 한 리빙랩 플랫폼 구축
- (진단) 현재 리빙랩 관련 정부 사업은 1~2년 내에 마무리되는 일회성 사업이나
6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정책 과제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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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다양한 소규모의 리빙랩 실험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관리 및 사용자 패널
구축 등 그 경험·노하우·시설을 기반으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
l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관점의 도입
- (진단) U-city 등 기존 도시개발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
- (대안)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전망에 두고 다양한
단기적 사업을 장기적 시스템 전환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l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모델로서 리빙랩 활용
- (진단)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도시·지역 개발 및 혁신을 넘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정책 간의 정합성 및 통합성이 필요
- (대안) 도시·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사업 간, 관련 활동 주체 간 연계·협력이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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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n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
l 스마트시티 위원회, EU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등 스마트시티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시스코,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강명구, 2015)
l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리빙랩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
n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1)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
l 관련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기획 및 실증단지 구축이 진행되어 왔으나, 정부와
기업주도 및 기술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신우재 외, 2015)
- 기존의 도시개발은 공간개념의 부족, 지능화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 부실, 과도한 구축 비용,
성공모델 부재 및 체감 서비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재용 외, 2014)
l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마트시티 구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등장했으며,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으로서 시민참여형 방법론인 리빙랩이 부각(매일경제, 2017.9.6.)
l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참여 전략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2)
n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해외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
l 리빙랩을 도입·적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덴마크 코펜하겐 3개 도시를 사례 분석
l 각 사례의 배경, 사업목표 및 내용, 추진방식 및 체계, 의의를 분석하고 공통된 사례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해 향후 발전 방안 모색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은 2017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22일 시행되었음
2) 부산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서 ‘시민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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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마트시티 리빙랩 개념
n 스마트시티는 추진 주체의 목표와 범위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주로 ICT를

활용해 도시 문제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
l 스마트시티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각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도시를 의미(강명구, 2015)
l 스마트시티에서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건강·복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l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에너지소비,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을 지향
n 리빙랩은 사용자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플랫폼
l 개발활동을 포함한 혁신프로세스가 사용자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자 참여를 확대·내실화하여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
- 리빙랩의 혁신활동은 사용자의 경험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사용자는 사전기획 참여, 개발단계의 피드백, 실증활동 등을 통해 혁신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l 시민사회 참여와 기술의 결합으로 특정 공간에 ‘갇힌’ 기존 랩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방·
협력형 혁신모델을 강조(성지은·한규영·박인용, 2016)
n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3)임
l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용자)의 참여
및 관련 주체와의 연계·협력을 강조

3) 여기서 플랫폼의 의미는 정부, 민간,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소속 사람들이 속해 있는 시스템의 운영체계로 볼 수도 있고, 주체들이
모이는 온오프라인 공유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들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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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시티 리빙랩 관계도

자료: 박진석(2017.9.5.) 발표문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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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분석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리빙랩
가. 사업 추진 배경
n 암스테르담은 도시 혁신의 오랜 역사를 보유함
l 암스테르담은 1993년 디지털 시티를 계기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를 시작(황종성·장준희,
2016)
l 오랜 역사를 통해 도시 혁신이 사회와 시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
n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 주도형 리빙랩 운영
l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이하 AS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오픈 플랫폼
- ASC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경제, 기반시설·기술, 거버넌스·
교육, 시민·생활의 6개 부문으로 구성
- 스마트시티의 선도 사례로서, 유럽위원회의 ‘City Star Award’(2011년)과 세계 스마트
도시포럼의 ‘세계 스마트 도시상’(2012년) 등을 수상
l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 주도의 리빙랩 운영4)
- 온라인 플랫폼: ASC 웹페이지에서 민간 주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
- 오프라인 플랫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체험랩’ 이라는 전시 공간에서 시민들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직접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함
n 암스테르담 시는 스마트시티 분야 중 에너지ㆍ교통 분야에 집중 투자·관리5)
l 암스테르담시는 2025년 CO2 배출량을 90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https://amsterdamsmartcity.com)를 통해 회원들이 언제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시민 주도로 1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운영
5) 본 보고서에는 Organising Smart City Projects: Lessons from Amsterdam(van Winden, W, et al, 2016)의 내용을 기반
으로 ‘지속가능한 이웃’, ‘카고호퍼’를 사례 분석했음. Kris Steen, and Ellen Van Buuren(2017) 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들은
사용자 참여 측면에서 성과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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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에너지절감을 위해 지속가능한 이웃, 카고호퍼, City-zen 등 다수 프로젝트를 운영(van
Winden, W, et al, 2016)

나. ‘지속가능한 이웃’ 프로젝트 사례 분석
n 배경 및 목표
l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거주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
- 시민들이 스마트미터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자발적
으로 에너지절약 행동을 하도록 유도
l 기업의 핵심 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용자 피드백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필요
- 본 프로젝트를 스마트미터기를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해 기술의 보급·확장 계기 마련
n 운영방식
l 민간·공공 등 5개 영역의 총 9개 기관 간 파트너십으로 구성
- 공공기관: 관련 시 의회, 암스테르담 시정부
- 민간기업: 기술 기업(GEO, Onzo), 컨설팅기관(Favela Fabric)
- 유틸리티기업: 전력망 회사(Liander, Alliander)
- NGO: 주택회사(FarWest, de key)
- 연구기관: 암스테르담 대학교
l 전력망 회사 리안더(Liander)를 중심으로 타 기관들과의 협력·운영
- 리안더(Liander)는 ASC의 인지도를 활용해 거주민들의 참여를 도모
- 지식공급 파트너로 암스테르담 대학교를 초빙
- 시민들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파벨라 패브릭(Favela Fabric)과 같은 컨설팅회사와 동반
관계를 맺고 교육활동을 실시
-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운영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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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속가능한 이웃’ 프로젝트 파트너십 구성도

자료: van Winden, W, et al(2016)

n 추진내용 및 성과
l 쥬젠벨드 마을 거주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미터기와 디스플레이를 설치 및 보급
- 2009~2011년까지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
- 시민은 스마트 미터기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확인
- 최종적으로 730개 가정에 총 1,460대의 스마트미터기를 설치
l 기술 보급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구축
- 기술이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회의적
이었으며, 스마트미터기에 기술적 결함과 설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 에너지·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
l 민간기업은 기술을 테스트하고 경험치를 획득하는 기회를 가짐
- 영국 기술회사들은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번째 테스트베드로서 활용
- 이를 통해 각 가정에 보급하는 스마트미터기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상호작용을 테스트
- 스마트미터기 보급에 대한 경험 사례집(experience book)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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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의
l 정부-민간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지속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
- 관련 시의회·시정부, 민간기업, 대학, NGO 등 관련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운영하고
교육 등을 활용해 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강조
l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거치면서 경험치 구축
-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 이슈의 교육·홍보가 성공적인 시민 참여 방법임을 확인
- 프로젝트 책임자 샬롯트 메위센은 “모든 도시와 모든 이웃은 특성이 모두 다르고, 그들
각자에게 특별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함

3. ‘카고호퍼 프로젝트’ 사례 분석
n 배경 및 목표
l 에너지·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사업장에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필요
- 대형 트레일러 트럭인 ‘카고호퍼’는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화물차량
- 카고호퍼는 2009년 위트레히트(Utrecht)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암스테르담
시는 2014년 도입
l 카고호퍼라는 스마트한 운송수단을 도심에 제공해 도로혼잡 완화가 최종 목적
- 도시교통의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시환경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림 3 ‘카고호퍼’ 전기화물차

자료: Verkeersnet 기사자료(https://www.verkeersnet.nl). 접속일: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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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운영방식
l 2개 영역의 총 5개 기관 간 협력으로 구성
- 공공기관: 암스테르담 시정부
- 민간회사: 운송 및 유통회사 트렌스미션(Transmission), 건설회사 웨건호우볼레
(Wagenbouw Bolle), 보관 및 이삿짐 회사 쥬데콤(Deudekom), 전기차량 제조업체
디바코(Divaco)
l 암스테르담 시가 주축이되, 운송·유통회사인 트렌스미션이 주요 파트너로 역할 담당
- 암스테르담시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카고호퍼가 환경 존 내부에서 화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
- 첫 번째 카고호퍼 전기차 개발시 보조금을 일부 지급
- 카고호퍼 제작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디바코와 차량 제조업체인 웨건호우볼레가 담당
- 보관 및 이삿짐 회사인 쥬데콤은 화물을 재분류하는 보관 장소를 준비
그림 4 ‘카고호퍼’ 프로젝트 파트너십 구성도

자료: van Winden, W,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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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추진내용 및 성과
l 2014년 암스테르담시내에 친환경 차물차량 카고호퍼 운영을 시작
- 시정부는 가솔린 트럭의 접근을 금지하여 카고호퍼만 반입되는 구역을 설정
- 화물들은 암스테르담 환경존의 밖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고, 이후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통해 같은 날 정시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업장에 배달되는 시스템
l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 2009년 National Urban Distribution Award 선정 이후,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음
-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2016년 기준 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보급 예정
n 의의
l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위한 교통생태계 구축
- 교통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화물차량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
- 시정부, 운송·유통 등 민간기업, 학계, 시민 및 NGO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소규모의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점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진행

2. 핀란드 헬싱키 스마트시티 리빙랩
가. 사업 추진 배경
n 헬싱키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선도 도시로서 민주적인 도시운영을 강조
l 헬싱키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대표적인 도시
- 유럽의회에 따르면, 헬싱키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468개 도시에서 6순위
이내 진입
l 헬싱키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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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건축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 실제 사용자와의 생활 실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리빙랩’ 운영
n 스마트하고 개방된 도시 전략 실행을 위해 ‘포럼 비리움 헬싱키(Forum Virium

Helsinki, 이하 FVH)’ 운영
l FVH는 헬싱키 시의 혁신단위로서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클러스터
- 오픈 데이터와 투명성,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구자로서 디지털 서비스와 도시 혁신을 위해
헬싱키 시·기업·주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n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수립
l FVH는 오픈 데이터를 위한 헬싱키 지역정보 공유(Helsinki Region Infoshare, 이하
HRI), 오픈 아조(Open Ahjo) 이니셔티브를 수립
- HRI은 헬싱키·에스푸·반타·카누이아넨 4개 도시에서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웹서비스
로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
- 도시 의사결정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오픈아조를 실시하면서 헬싱키시의 의사결정과정을
공공 문서화
l 스마트 도시개발의 지역단위 모델 ‘스마트 칼라사타마’ 이니셔티브를 수립
- 헬싱키의 칼라사마타 구역은 스마트한 도시생활과 서비스를 실험하는 도시 공간
-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시정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인프라·
서비스 제공,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열린 참여, 공공 데이터의 혁신적 활용 등을 시도
- 거주민·민간회사·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도시 내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l 핀란드시내 6대 도시와의 협력전략 ‘6AIKA’, 기술변화관리 ‘코드 펠로우’ 이니셔티브 등을
수립
l 본 사례 분석에서는 지구단위 리빙랩 성공사례인 ‘스마트 칼라사타마’와 오픈데이터 모델
‘헬싱키 지역정보공유(HRI)’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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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헬싱키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목록

헬싱키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① 열린 정보와 증가된 투명성 : 헬싱키지역정보공유
② 스마트 도시개발구 모델 : 스마트 칼라사타마
③ 혁신의 촉진 : 헬싱키는 개발자를 사랑한다·앱스포핀란드 프로그램
(Helsinki Loves Developers·Apps4Finland)
④ 조화와 협력을 통한 도시혁신의 증진 : CitySDK
⑤ 기술변화관리 : Code Fellows
⑥ 핀란드 내 6대 도시의 스마트도시 협력전략 : 6AIKA

자료: 유럽 리빙랩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openlivinglabs.eu/livinglab/helsinki-living-lab-forum-virium-helsinki). 접속일: 2018. 1. 5.

나. 스마트 칼라사타마 사례분석6)
n 배경 및 목표
l 꾸준히 증가하는 인구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헬싱키 시정부는 신도시 건설 추친
- 분당신도시 크기의 10분의 1수준인 1.8km2 면적의 칼라사타마 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 계획 수립
- 2013년 1차 입주자를 모집한 후 현재 3,000명 거주 중
l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도시개발 완공시점인 2035년까지 거주자를 2만 5,000명으로 늘리고, 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정부의 목표
- 칼라사타마의 비전은 “save one hour of citizen's time every day”로 스마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적인 삶을 지향함
l 칼라사타마는 스마트 도시생활과 서비스를 실험하는 도시공간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도시개발 모델구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
- 인프라·긴급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열린 참여, 공공 데이터의 혁신적 활용
등이 포함
- 스마트 전력그리드 등 기술에만 의존하는 단순 접근방식이 아닌 스마트시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지향
6) 본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스마트 칼라사타마 홈페이지(https://fiksukalasatama.fi/en/)를 참고하여 작성함. 접속일: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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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 칼라사타마의 실험

버려진 항구에서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2030년 완공 예정인 칼라사타마 조감도

자료: 중앙일보(2017.9.28.)

n 운영방식
l 도시혁신을 위한 공공-민간-시민 간의 협력적 실험 시도
- 시정부 자회사인 FVH에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주관
- 기업들은 거주자와 함께 실제 생활에서 서비스 실험하며 새로운 스마트 솔루션 프로토
타입을 공동 개발
- 참여자에게 실험 환경이나 스마트 서비스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한 일부 기금을 제공
하기도 함
l 실제 거주민과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가 클럽(Innovator's
Club)운영
- 회원들이 수시로 만나 예상치 못한 문제의 해결책이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
l 운영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헬싱키 시와 고용경제부에서 지원
- 2013~2014년: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TEKES)의 위티시티 프로그램(Witty City
Programe)7) 일부로 운영되며, 담당 부서는 헬싱키시의 도시개발경제계획센터임

7) 위티시티(Witty City)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생활 및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시장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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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7년: ‘6개 도시전략(6AIKA8))’의 일부로서 FVH와 협력·운영되었으며 3년 간
총 예산은 약 90만 유로임
n 추진내용 및 성과
l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폐기물 서비스, 건강ㆍ웰빙센터, 미래 학교 등 16개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설계 및 운영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표 1

칼라사마타 포트폴리오 및 스마트 기반시설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1. 새로운 주거형태
2. 건강 및 웰빙 센터
3. 타워 블럭
4. 전기운송수단의 공유
5. 시니어 협력공간
6. 미래학교
7. HIMA 스마트 미터링
8. 폐기물 수집 시스템
9. 스마트조명, Edible Park
10. 탄소중립 동물원
11. DIAK 칼라사타마
12. Abattoir, Pop-up Factory
13. Suvilahti
14. 태양광 공원, 에너지저장장치
15. Fisuverkko
16. Surf Park

스마트 기반시설

1. 스마트 그리드
2. 스마트 공간 공유
3. 사물인터넷 & MyData
4. 에자일 파일럿

자료: 칼라사타마 홈페이지(https://fiksukalasatama.fi/en), 접속일: 2018. 1. 3.

l 스마트 폐기물 서비스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지하 파이프라인 기반 폐기물
수집시스템
- 폐기물 수집 지점은 각 블록의 출구에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 수거돼 70km/h의 속도로
이동
- 지정된 수거함에 도착한 폐기물은 트럭으로 운송되어 각 용도에 맞게 이용

8) 6Aika는 핀란드 내 6개 도시(헬싱키,에스포,반타,탐페레,투르쿠,오울루)에 의해 운영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으로 기업, 학계
및 다른 영역에 연구·상품개발 및 실생활에 있어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개방형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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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마트 폐기물 서비스

자료: 칼라사타마 홈페이지(https://fiksukalasatama.fi/en), 접속일: 2018. 1. 3.

l 이 외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공간 공유, 사물인터넷 & MyData, 애자일 파일럿 4가지
스마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
l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구축
-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시민들은 전기 사용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실시간 스마트
계량, 전기 자동차 네트워크, 에너지 저장 솔루션 등을 제공받음
- 칼라사마타 지구 전체가 지역난방 및 냉각을 위해 그리드에 연결돼 있고, 태양광 발전소
에서 에너지를 생산함
- 2017년 자원 효율성 및 에너지 절약 관련 5개 친환경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l 에자일 파일럿은 2016년 초에 처음 시도되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시됨
- 파일럿은 스마트 모빌리티서비스, 스마트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참여형
지역서비스 등으로 구분
- 최대 6개월 정도의 애자일 파일럿 방식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개발·실험하고 문제점
발견 및 개선 과정을 반복
- 그 중,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Foller'는 거주민에게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간이 만료된 음식 사용방법을 제공
- IoT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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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6년 시도된 애자일 파일럿 프로젝트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민들의 이동패턴을 반영한 교통 서비스 실험

시민과의 소통·교류를 위한 사회 플랫폼 구축 실험

IoT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자료: 칼라사타마 홈페이지(https://fiksukalasatama.fi/en). 접속일: 2018. 1. 3.

n 의의
l 미래 신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모델
- 시정부, 개발회사, 주민,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북유럽식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으로 진행
l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전략 수립 방법론 구축
- 도시개발 완공시점인 2035년까지 거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l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자일 방식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피드백
-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태양열과 풍력 등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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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정보공유(Helsinki Region Infoshare, 이하 HRI) 사례분석9)
n 배경 및 목표
l 오픈데이터를 통한 개방 혁신을 추구하는 헬싱키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데이터 생산·접근·
공유·활용의 필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l HRI는 도시 관련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로 지역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 수 있음
- 헬싱키ㆍ에스푸ㆍ반타ㆍ카누나이아넨 4개 시에서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웹서비스로 지역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l 이 외에 정부, 기업, 대학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보 공개로 투명성 제고
- 이해관계자들과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n 운영방식
l HRI 서비스는 이사회와 운영 그룹에 의해 관리·감독·실행
- 이사회는 헬싱키 대도시의 시장들로 구성되며, 운영 그룹은 금융가, 집행자, 헬싱키시
공무원, FVH가 포함
- 6개 도시전략 6AIKA 프로그램기간 동안에는 데이터 코디네이터가 운영그룹에 합류
- 데이터 소유자 및 배포자가 될 수 있는 재무부, 통계청, 지역 환경 서비스 기관, 지역 교통
기관과 광역 차원에서 협력하여 운영
- FVH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 운영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헬싱키시에 통합
되어 운영
l 블로그, 뉴스기사 등을 포함하는 워드프레스와 데이터 카탈로그를 혼합한 방식으로 운영
(HiQ Finland Oy, 2015.1.20)
-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서비스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
- HiQ Finland Oy가 개발·관리
l 현재 헬싱키ㆍ에스푸ㆍ반타ㆍ카누나이아넨 4개 도시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
- 사업 초기에는 지방협력지원금 명목으로 핀란드혁신기금 기구인 Sitra와 핀란드 재무부로
부터 자금 지원을 받음
9) 본 사례는 주로 헬싱키지역정보공유 홈페이지(http://www.hri.fi/en)를 참고하여 작성함. 접속일: 201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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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추진내용 및 성과
l 2011년 시작된 이래로 1천개 이상의 공공 데이터와 지리·재정·교통 등의 데이터에 접근
- HRI를 활용한 사례는 ‘HRI 어플리케이션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됨
- 성공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대표사례는 ‘블라인드스퀘어’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임
l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제공
- 우선, 정보소유자가 HRI에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모인 정보는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
- 해당 정보는 클라우드 형태로 모이고,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이 가능
- 클리어링하우스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품질관리와 사용자 피드백 관리를 수행
l FVH는 데이터공유의 선두주자로서 HRI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관련 상을 다수 수상
- 대표적인 예로는 2013년 유럽위원회로부터 수상한 공공정책혁신상이 있음
n 의의
l 개인 및 공공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
- 개인 및 공공 정보의 보호 및 소유권 강조를 넘어 개방·공유·활용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l 지자체, 대학, 시민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정보를 활용한 문제 해결성 제고
-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접근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와 함께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함
- 정보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사용자 피드백 관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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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덴마크 코펜하겐 스마트시티 리빙랩
가. 사업 추진 배경
n 코펜하겐시는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
l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친환경 도시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도시문제 발굴
n 코펜하겐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을 위해 스마트시티 설계 및 운영
l 코펜하겐의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이동성, 에너지와 기후변화, 스마트시민, 건강, 스마트
학습의 5개 분야로 구분
l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덴마크 실외조명 연구소(Danish Outdoor Lighting
Lab, 이하 DOLL), 코펜하겐 솔루션랩, 덴마트공과대학의 스마트캠퍼스 등이 있음
n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Gate 21’ 운영
l Gate21은 코펜하겐에서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이 만나는 통합 창구로서 기후변화·
에너지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해 솔루션 제공
- 핵심 분야는 교통, 건물·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 녹색성장, 순환경제로 구분
- 이를 통해 코펜하겐의 녹색전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l Cisco, OSRAM, Philips와 같은 많은 협력기관이 함께 운영

나. DOLL 사례분석10)
n 배경 및 목표
l 덴마크 실외조명 연구소 DOLL은 허스테드(Hersted) 산업공원단지에 위치해 있는 유럽
최대의 조명 실증단지이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위한 테스트 공간
- 앨버트슬런드(Albertslund) 시내의 총 길이 14km의 도로에서 실외 조명기법을 시현하고
연구

10) 본 사례는 주로 DOLL 홈페이지(http://www.lightinglab.dk/uk/)를 참고하여 작성함. 접속일: 2018. 1. 14.

22

동향과 이슈╻제47호

- LED 기술 관련 선두기업을 해당 연구단지에 초청해 스마트 LED 등 실증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솔루션 제공
l 혁신적인 조명과 스마트시티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
- 가로등에서 매년 350GWh의 전력이 소비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에너지
절약이 필요
- 실외조명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약 400백만 유로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
l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는 의사결정자와 도시계획가에게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공
그림 9 DOLL의 실증 플랫폼과 참여 기관

자료: DOLL 홈페이지(http://www.lightinglab.dk/UK/Living-Lab/Living-Lab-Solutions/). 접속일: 2018. 1. 23.

n 내용 및 성과
l LED 및 스마트시티 기술, 센서 및 WiFi 지능형 관리 및 통합을 통해 실외 조명을 위한
최신 솔루션 제공
- 스마트 야외 및 실내조명, 스마트 도시 서비스, 빛의 생물학적 효과에 중점을 둠
-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가로등을 연결
- 시스코의 도시용 WiFi 네트워크 기술은 단지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한 예임11)

11) 지역 내 가로등을 모두 연결하여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스스로 조명 밝기를 조절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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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실증단지 내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조명기술을 관리하고 테스트
- 스스로 조명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 피크부하 모니터링 등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임
l 기업의 입장에서 조명 설비, 램프, 에너지원 등에 대한 제품 특성을 테스트하고 모델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의 기회 제공
- 가상실험실에서 3D 컴퓨터 모델을 통해 조명의 효과, 반사, 눈부심 등에 대해 연구
- DOLL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세부 프로젝트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Smart Urban
Services), 조명 메트로폴리스(Lighting Metropolis) 등이 있음12)

그림 10 조명실증단지 조감도

자료: DOLL 홈페이지(http://www.lightinglab.dk/Living-Lab/). 접속일: 2018. 1. 23.

n 운영방식
l 앨런버트슬런드(Albertslund) 시정부와 Gate21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 지자체, 글로벌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 혁신의 허브
역할을 수행

12)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Gate21 주관으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실시되었으며, 실증단지에 각종 센서를
설치해 교통, 이동성 및 주차 분야, 환경 분야(소음 및 공기 질 측정) 등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임. 또한, 조명
메트로폴리스는 코펜하겐의 대표 조명 프로젝트로서 Gate21 주관으로 2015년부터 3년 동안 실시될 예정임(Gate21 홈페이지,
https://www.gate21.dk). 접속일: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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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부터 3년 동안의 프로젝트로 약 35개 이상 제조·공급업체가 참여
- 49개 존에서 지능형 거리 조명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 시연이 리빙랩 형태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공개정보와 비디오 열람이 가능
l DOLL은 리빙랩, 품질랩, 가상랩 3개 연구소로 구성
- 리빙랩: 실증단지의 실외 조명을 1:1로 체험할 수 있음
- 품질랩: DTU에서 운영하며 광원, 조명기, 램프 및 조명 구성 요소를 테스트하고 특성을
분석
- 가상랩: 가상 3D 형태로 조명 솔루션 개발과 시제품 실증 및 검증
그림 11 DOLL의 품질랩(좌)과 가상랩(우)

자료: DOLL 홈페이지(http://www.lightinglab.dk/UK/Living-Lab/Living-Lab-Solutions/). 접속일: 2018. 1. 23.

n 의의
l 특정 지역을 조명을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에서 실증·제품구매·표준화까지를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 실증단지를 통해 기업들이 개발·실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설계
- 더 나아가 실제 구매자들의 체험과 함께 성능을 테스트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제품 구매
및 표준화까지 연계
l 개발·실증에서 제품 구매 및 표준화까지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 실증단지를 통해 기업들이 개발·실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설계
- 더 나아가 실제 구매자들의 체험과 함께 성능을 테스트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제품 구매
및 표준화까지 연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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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장벽’ 프로젝트 사례분석13)
n 배경 및 목표
l 교통소음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덴마크 환경보호국(2016)은 140만 명 이상의 덴마크인들이 교통소음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표14)
l 코펜하겐 남부 해안가의 코이에부그르트만(Køge Bugt)에서는 통행로와 철도에 의한
극심한 교통량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음
- 통행로와 철도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소음장벽 설치 프로젝트 실시
- 소음장벽은 도로 및 타이어에서 방출되는 소음을 저감하는 솔루션
n 내용 및 성과
l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솔루션을 연구·실증·개발하기 위한 실험
- 발렌스벡(Vallensbæk) 시정부와 소음장벽을 설치한 이후, 다른 도시에서 추가적으로
건설
- 2016년 상반기에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로서 실시됨
l 추가적으로 시정부와 스크린 개발회사가 협력해 소음모니터 설치 및 소음저감 효과를
모니터링
- 소음측정 결과 6-7 데시벨 감소로 소음의 75%를 저감한 효과를 거둠
- 소음모니터를 낡은 풍력 터빈 날개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서 탄소배출량 저감에도 기여
l 최근 이조(Ishoj)에서 이지레일 소음을 줄이기 위한 500m 길이의 “ERNA”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
- 향후 본 사업은 발렌스벡(Vallensbæk)으로 확장될 계획이며, 800m 길이의 "ERNA" 가
드레일이 배치될 예정
n 운영방식
l 시정부, 지자체, 덴마크공과대학,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고, 예산은 주로 시정부와
파트너 지자체에서 지원
13) 본 보고서에는 Gate21 홈페이지(https://www.gate21.dk)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접속일: 2018. 1. 23.
14) Johannes de Beer(2015.10.20.) 발표 자료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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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운영은 코펜하겐 도시, 산업, 연구기관 통합창구로서 Gate21이 맡음
- 스크린개발회사(Environment Monitor), 설비건설회사(NAG1 Aps) 등의 기업이 참여
l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후 실제 리빙랩을 운영
- 2015 ~ 2016년: 2년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 2017 ~ 2019년: 3년 동안 실제 리빙랩 운영

그림 12 소음장벽 재료 및 테스트 사진

소음장벽 재활용
재료

오래된 풍력 터빈 블레이드 및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된 소음
장벽

소음장벽 테스트 사진

주민들과의 의견 교류 사진

자료: Miljøskærm 홈페이지(http://www.xn--miljskrm-o0a1p.dk/) 및 Gate21 홈페이지(https://www.gate21.dk). 접속일
2018. 1. 23.

n 의의
l 유럽 최초의 교통소음 저감 리빙랩
- 유럽에서 처음 시행한 교통소음 저감 프로젝트로서, 본 성공사례를 통해 유럽 전역의 리
빙랩 확산을 기대
l 교통 소음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테스트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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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형의 소음 차단 장치가 테스트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피드백을 반복함으로써 통해 시민의 체감도 제고
l 프로젝트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지역에 특화된 문제를 해결
- 철도 주변 지역 등 지역에 특화된 소음문제를 발견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 주민들이 SNS 서비스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15)

15) 링크드인 홈페이지(https://www.linkedin.com/showcase/silent-city/). 접속일: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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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사례의 특징 분석과 시사점
1. 각 사례의 특징 분석
n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해 공통적으로 리빙랩을 해결 방식으로 활용
l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모두 도시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활용
l 민간기업 혹은 지역주민이 문제 발굴부터 기술 실험 및 확산·적용까지 리빙랩 과정 전반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l 다만 사례별로 리빙랩의 추진 주체 및 체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n 도시별 당면 문제 및 맥락에 따라 스마트시티 리빙랩 성격에는 차이가 있음
l 암스테르담 리빙랩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프로젝트
설계 및 실현
l 헬싱키 칼라사타마 리빙랩은 계획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이 함께
기술·제품·서비스를 실험하고 삶의 현장에 구현
l 덴마크 DOLL은 조명 실증 단지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제품의 설계·실험, 표준화 및
상용화까지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
n 리빙랩은 여러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나 수요탐색이냐 실증 플랫폼이냐 등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l 암스테르담 리빙랩의 경우,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주도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수요
탐색형이자 다양한 기술이 실험·실증되는 플랫폼 유형에 해당
l 헬싱키 칼라사타마 리빙랩 경우, 거주자를 모집하여 수요에 맞는 문제를 발굴하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므로 수요 탐색형이자 문제 해결형 유형에 해당
l 덴마크 DOLL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탐색에서 실제 기술의 실증·표준화·구매까지
고려하는 문제해결형(실증단지단위)이자 기술의 사업화 유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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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별 특성과 유형

구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리빙랩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마타 리빙랩

덴마크 코펜하겐
DOLL

사업추진
목적

시민들의 필요에 의한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스마트도시개발구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험

조명실증단지를 통한
제품의 표준화 설계

참여자

시민, 기업, 지자체

거주자, 기업, 지자체

기업, 지자체, 대학교,
비영리단체

주요활동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경제,
기반시설&기술,
시민·생활
거버넌스&교육, 6개
부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

스마트 미터링 등
포트폴리오 설계와 운영,
스마트기반의 인프라
구축

조명중심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

사업화과정
특성

리빙랩기반 시민참여형
플랫폼

지구를 선 계획하고
거주자를 모집하여
수요에 맞는 문제를
발굴하고 진행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탐색 및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자료: 저자 작성

2. 해외 사례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n 기존 기술 및 인프라 중심의 도시·지역 개발 방식을 넘어서는 혁신 활동
l 민-관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주체(거주민, 시민
등) 중심으로 혁신 활동을 수행
n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및 명확한 역할 강조
l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 사례 지자체의 경우 중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수립, 적극적인 자금
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주체 간의 연계·협력의 장 마련 등의 리더십 발휘
n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기반으로 한 실험이자 전략적 니치 전략으로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활용
l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장기 전망에 두고 주거·에너지·교통 등 다양한 소규모
실험 및 확대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시스템 전환 노력과 단기사업의 연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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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다양한 기술·제품·서비스 실험·실증을 통한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강조
l 애자일 및 파일럿 방식을 활용해 쉽게 시작하되, 개발자와 기술 활용 주체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및 다양한 교육·체험·홍보 활동을 통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n 개인·공공 정보 보호 및 소유권 주장을 넘어 공개·공유·활용을 통한 다양한 실험 및 문제

해결성을 촉진
l 교통·헬스·에너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공공 정보를 공개·공유·
활용하는데 지지체 및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
n 건물,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각 부문에서 소규모 시범·실증 사업 활성화
l 대규모 사업의 전면적인 시도가 아닌 시범 및 소규모 사업을 통해 그 가능성과 어려움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감
l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구체화하고 공유된
대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활용
n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과 학습이 진행
l 혁신가 클럽(Innovator’s club), 온·오프라인 홍보관, 교육 등 주민참여행사, 스마트미터기
및 링크드인 등을 통해 진행 과정 및 성과를 공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진행
l 시스템 개발 후 의견을 피드백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부터 대안 개발, 평가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진행
n 리빙랩 자체를 기술의 베스트베드이자 통합적 기술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모델로 활용
l 수요 및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제품·서비스 실험·실증, 공공구매, 표준화, 사업화, 일자리
창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이뤄짐
n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학제간 및 초학제 연구가 이뤄짐
l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민간 간, 관련 전문가 간,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시민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플랫폼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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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과제
1. 도시·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구현
n (진단)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대상 도시·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제

삶의 주체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
l 도시·지역은 각각의 역사적 경험, 지리적 특성, 사회적 니즈가 다르므로 외국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모방하여 적용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음
l 동탄, 인천, 제주 등 기존의 u-City 사업은 기술 및 인프라 중심으로 단기간에 진행되어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상황임(황종성·장준희, 2016)
n (대안) ICT 인프라 구축, 공급자 중심의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을 넘어 지역 시민들이 일상

생활공간에서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구축 필요
l 기존의 기술·인프라 중심에서 사람과 서비스 중심으로, 정부 및 전문가 중심의 공급자
위주에서 지역시민 주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l 기술 공급자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집, 공장, 사무실, 학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지역 주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는 활동이 필요

2.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및 역할이 중요
n (진단)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기존 정책, 연구개발, 도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이를 지원·협력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l 리빙랩은 정부-민간 간 협력 모델이지만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 관련 주체와의 협력의 장
마련, 관련 시설 관리·운영, 법제도 기반 구축 등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 필요
n (대안) 스마트시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관련 정책 간의 연계·협력, 법제도

인프라 확보 등 중앙·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지원 필요
l 시민참여형 사업 기획·관리, 피드백과 진화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
보, 관련 운영지침 및 평가체계 개선 등과 같은 정책추진체제의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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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도시·지역사회가 새로운 기술·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빅데이터 정보의 공개·활용, 센서 등 각종 지능화시설의 설치·관리·운영 기준 정립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조례·규칙 개선이 필수적임

3. 공공적이고 조직화된 사회혁신 조직의 참여 촉진
n (진단)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식공급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공공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학습지향적인 사용자 집단이 필요
l 일회적인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는 종합된 사회적 니즈를 파악하기 힘들며 개인들
의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l 노동시간이 길고 이사도 잦다보니 조직화된 커뮤니티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공공적이고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성지은 외, 2017)
n (대안)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표성․공공성․전문성 있는 사회혁신 조직을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
l 현재 과학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수행해온 조직들이 존
재하는 바,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리빙랩 운영
l 환경·에너지, 돌봄,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현장 활동가나 실무 주
체들의 지식·경험·노하우 활용
l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함께 애자일 및 파일
럿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및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

4. 소규모 리빙랩 실험을 기반으로 한 리빙랩 플랫폼 구축
n (진단) 현재 리빙랩 관련 정부 사업은 1~2년 내에 마무리되는 일회성 사업이나 6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정책 과제로 진행되고 있음(성지은 외, 2017)
l 리빙랩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반복적인 교류를 통해 문제해결까지 이어가는 공동 혁신활
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지식은 좋은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음
l 사업의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리빙랩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지식·네트워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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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n (대안) 다양한 소규모의 리빙랩 실험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관리 및 사용자 패널 구축

등 그 경험·노하우·시설을 기반으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
l 지속적인 실험과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문제 발
굴과 대안을 개발·실험·실증하는 일련의 플랫폼 구축 필요
l 이를 통해 리빙랩 운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중소기업, 시민사회 조직에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조직을 구축

5.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 도입
n (진단) U-city 등 기존 도시개발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전환에 대한 진

지한 고민이 부족
l 스마트시티 사업도 첨단기술 구현, 부동산 개발, 경제적 수익 중심의 접근이 강해 경제발
전, 사회통합, 환경보호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전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점이 약함
l 기존의 많은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스템 전환의 관점이 없어 일회성 시도에 그치거나 시범
사업으로 종료
n

(대안)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전망에 두고
다양한 단기적 사업을 장기적 시스템 전환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l 기존의 도시개발·환경정책을 지역문제 해결,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
게 접근하고 이에 대한 의미 부여 및 성찰적 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
l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의 맹아를 구현하고 장기적인 전환을 모색

6.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모델로서 리빙랩 활용
n (진단)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도시·지역 개발 및 혁신을 넘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정책 간의 정합성 및 통합성이 필요
l 국토부 단독 사업이나 부처별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문제해결을 이루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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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주기적 관점 반영이 필요
n (대안) 도시·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사

업 간, 관련 활동 주체 간 연계·협력이 중요한 과제
l 기존 팹랩 등 메이커 운동,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추진단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
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및 대규모 실증사업 등 관련 국책 사
업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필요
l 쓰레기, 교통, 에너지 등 도시·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산·학·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 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간의 학제간·초학제간 협
력이 필수적
l 리빙랩은 각개약진식으로 진행되어 온 정부와 민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및 시
민사회 주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모델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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