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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발전단계 

고대고대··중세중세

도시도시
고대고대··중세중세

도시도시
근대근대
도시도시
근대근대
도시도시

현대현대
도시도시
현대현대
도시도시

미래미래
도시도시
미래미래
도시도시

도시특성도시특성

인프라인프라 수로 도로, 항만 광케이블
모바일통신

유비쿼터스
기술(RFID/USN)

기 간기 간 ~15세기 16세기~19세기 20세기 21세기

농업·상업의발달 산업혁명 교통·정보통신의발달 유비쿼터스혁명

현재

1814 증기기관
1825 철도
1868 내연기관

자동차
1876 전화

1926 TV

1921 Car Phone

1957 위성통신
1969 인터넷개발
1977 개인용컴퓨터
1978 1세대이동통신

1988 휴대폰서비스
시작 (한국)

1994 인터넷시작
(한국)

2005 DMB

2006 WiBro

2007 U-City

2007 HSDPA

정치, 군사, 

상업도시
대도시,

거대도시
정보통신
도시

첨단지능형
도시(u-City)

농업혁명

출처서울대학교정창무교수,.2007. 03 .08

삼성SDS, 전국 지자체 u-City 추진현황 분석 

▣ 도시는 고대, 근대, 현대 도시를 거쳐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미래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현대도시에서 u-City로 이동중인 단계 



  

u-City 개념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관리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증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21c형 첨단 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발전방향 

기반기술 

Networked City Aware City Intelligent City 

Phase 1 Phase 2 Phase 3 

홈 네트워크 

통합관제 플랫폼 

BcN 

IMS 

DMB, Wibro 

WPAN 

RFID 

FTTH 

USN 

IPv6 

차세대 PC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상황인지 프레임워크 

유비쿼터스 미들웨어 

사용자 친화형 인터렉션 

증강현실 

에이전트 플랫폼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오토노믹 컴퓨팅 

커뮤니티 컴퓨팅 

유무선 네트워크 융합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표준화된 통합 관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인지 

이기종 애플리케이션 통합 

사용자 친화형 인터렉션 

다중 사용자 지원 

경험 학습 

자율 관리 

자율 협업 / 서비스 융합 

요구기능 



  

기존도시와 u-City 

선 도시개발 
후 정보화 사업 

개별시스템의 수요분석에 따른 
기스템 기획/구축 

특정 지역 시스템에 국한된 구성 

선 개별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연계/통합 

– 유선인터넷 방식 (1:1 방식) 
– IT 중심의 산업발전 
– 한정된 서비스 

기존도시 

도시개발계획 단계부터 
정보화 모델 수립 

지자체 단위 정보통신 수요 예측/ 
분석 따른 시스템 기획/구축 

도시 전체 차원의 
최적화 구성 

기반 인프라와 통합 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제공 

– 센서, 모바일 등 여러 단말을  
 통한 인터넷 접속 
– IT산업 및 관련업 분야 발전 
– 지능형 정보화 서비스 

u-City 

필요에 따라 구축된 정보통신인프라 종합도시계획에 따라 구축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및 최적화 
 도시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및 기간단축 
 도시운영관리 
     효율화 

차별화요소 



  

u-City 목표 

▣ 추구하는 가치 및 목표 

BcN 

WiBro 

GIS 

RFID/USN 

IPv6 

FTTH 

SoC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정보,통신,네트워크  
중심도시 

인간중심적 기술발전 

인구, 교통, 업무의 분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정보와 사회적기회에 대한 
접근성 및 개방성 극대화 

정보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편의성의 극대화 

소비자 중심의  
뉴비즈니스 창출 

열린도시 
(Open City) 

지능형도시 
(Intelligent City) 

융복합도시 
(Convergent City) 

인간중심도시 
(Human City) 

첨단도시 체계 정립 

교육 
(맞춤형 교육서비스) 

행정 
(u-정부로 진화) 

문화 
(여가 및 문화생활의 향상) 

환경 
(친환경적 도시관리) 

주거 
(홈네트워크) 

교통 
(지능형도로체계) 

방재/안전 
(국가적인 네트워크구축) 

보건/복지 
(원격진 ) 



  

Life in u-City 

http://www.uwforum.org/ 



  

u-City 인프라 

▣ u-City 인프라는 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설비를 의미 

▣ 기초인프라, 유무선망인프라, 센서망인프라, 통합운영센터인프라로 구분 

구 분 내용 및 구성 

기초인프라 
 다른 IT 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초기반시설 

 통신관로/맨홀/공동구, 철탑 IT-Pole 등 

유무선망 

인프라 

 데이터/음성/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망 

 유선가입자망, 무선가입자망, 구내망 등 

센서망인프라 
 u-City에서 도시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되는 매체 및 설비 

 USN/RFID, CCTV, 공통센서접속망 등 

통합운영센터 

인프라 

1) 정보관리인프라 

 u-City 내의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관리 제공하는 정보관리체계 

 정보시스템 설비(LAN, 서버 등의 하드웨어플랫폼과 미들웨어 등의 소프트웨어플랫폼) 

를 포함 

2) 환경설비인프라 

 통합운영센터의 공간구성과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설비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인프라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인프라_기초인프라 

▣ 유무선망이나 센서망의 선로 및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 관로, 맨홀, 공동구, IT Pole, 철탑 등으로 구성 

 통신관로 
– 맨홀과 공동구(통신구) 사이를 연결하는 관 
– 굴착하지 않고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맨홀 
– 케이블의 인입, 인출 및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통신관로와 케이블간의 점검 등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 

 공동구 
– 공동구는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 
 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IT Pole 
– 통신망 및 센서망 등의 장비를 도로 또는 실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Pole을 설치하여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지원 
 하는 구조물 

 철탑 
–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옥상 또는 실외 공간에 설치한 
 철 구조물 

 CCTV 
– 교통관리, 방범, 출입감시 등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서 통합운영 
 센터로 영상을 전달하는 장치 

 기타 
– 전원설비, 접지설비 등111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인프라_센서망구성 

▣ 무선 센서망, RFID 센서망, 유선 센서망, 전원공급의 4가지 기술요소로 

    분류 

 무선 센서망 

– 무선 센서기술은 특정소출력 및 미약전파를 활용하는 기술 

– 무선 센서망 기술요소 ; ZigBee, Bluetooth, Binary-CDMA,  

 Wi-Fi 등 

 RFID 센서망 

– RFID 기술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인식하는 

 기술 

– 주파수에 따라 초장파, 저주파, 고주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RFID로 분류 

 유선 센서망 

– 유선 센서기술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유선 활용 

– 유선 센서망 기술요소 ; 직렬통신방식, 병렬통신방식,  

 전력선통신방식 등 

 전원공급 

– 센서망의 센서노드에 공급되는 전원공급방식을 총칭 

– 전원공급방식 ; 배터리, 유선 AC/DC 전원,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무선 전원공급방식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인프라_유무선망구성 

▣ 기능에 따라 전송망, 전달망, 가입자망의 3계층으로 구성 

 전송망 

– 통신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망 

– 가입자망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며 다수 전달망을 연결 

 하는 망 

– DWDM, uDWDM, Metro Ethernet, MSPP, MPLS 등 

 전달망 

– 가입자단에서 전송망까지의 연결망 

– 도시규모에 따라 가입자망과 혼용하여 사용되며 분야별  

 구분에 의해 분리되어 운영 

– 전송기술 ; DWDM, Metro Ethernet, MSPP, PON, AON, MPLS  

 가입자망 

– 단말에서 통신망까지 연결되는 망으로 서비스 분야별 최적의 

 통신기술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는 망 

– 전송기술 

 ; FTTx, xDSL, PON, AON, WLAN, WiBEEM, USN/RFID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인프라_통합운영센터구성 

▣ u-City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테리어와 기반 

    시설로 구성 

 하드웨어 

– 서버, 운영자스테이션, 네트워크장비 등 

 소프트웨어 

– 개발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등 

 인테리어 

– 상황실, 전산운영실, UPS실, 직원휴게실, 샤워실 및 탈의실,  

 동선공간, 휴게공간, 홀, 접견실, 시청각실, 체험관, 견학실 등 

 기반시설 

– 공조설비, 전산장비, 교환기, 출입관리, CCTV, 방범설비,  

 경보장치, 수전설비, UPS, 축전기, 발전기, 화재감지기, 건물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개념 

▣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 통합 운영의 중심으로 도시 내의 중요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관제 기능을 제공 

▣ 분산된 개별 u-Service 및 Legacy Service를 통합하여 u-City로 재구성하는 중추 



  

도시통합운영센터 플랫폼 

▣ u-Service, u-Information, u-Hum, u-Control, u-Infra의 5개 개별 기능 영역으로 구분 

▣ 각 영역 별 특성에 기반하여 플랫폼 기술 구조가 정의되었으며, 전체 구조는 SOA에 기반 

사용자 u-Serviceu-Informationu-Service

u-Infra

u-Hub

u
-
C
o
n
tro
l

내부 연계 허브내부 연계 허브

대
외

연
계

허
브

대
외

연
계

허
브

코어 기술 플랫폼코어 기술 플랫폼

시스템 관리 플랫폼시스템 관리 플랫폼

Single 
Sign One

Searching 
Engine

WAS/
TP-Mon

SMS 
(mobile)

Rule 
Engine

Push 
Engine

Streamin
g Agent

En/Decry
ption

성능 관리 장애 관리
어플리케
이션관리

배치작업
관리

데이터베
이스 관리

네트워크
관리

백업 관리 보안관리구성 관리

X-
Internet

미디어 정보 처리미디어 정보 처리

미디어
스트리밍

미디어
컨텐츠 관리

미디어 권한
제어

통합과금 정보 처리통합과금 정보 처리

과금 관리
빌링

발행/처리
정산 및
연계 처리

통합 정보 처리통합 정보 처리

실시간 정보 저장소 데이터 저장

분석/리포팅

메타 데이터 관리

데이터 적재/연계

통합 DW 

시설물 제어 관리시설물 제어 관리

시설물 연계

상황
판단

시설
제어

시설
정보
관리

시설물 영상 정보 관리시설물 영상 정보 관리

영상 저장
등록 관리

영상 인식
상황 판단

영상 중계

상황 인식 / 제어상황 인식 / 제어

상황 정보
분석

상황인식/판
단/대응

지능형
제어/대응

통합 관제통합 관제

상황 대응
지원

상황 판단
지원

통합 상황
모니터링

모바일 관제

멀
티

채
널

연
계

허
브

멀
티

채
널

연
계

허
브

도시민 포탈도시민 포탈

도시 통합 정보 / 
컨텐츠 제공

모바일 통합
정보/컨텐츠 제공

Service Common 
Framework

Service Common 
Framework

GIS /위치 정보 어댑터

과금 /권한 제어 어댑터

실시간 이벤트 어댑터

미디어 서비스 어댑터

GIS 플랫폼GIS 플랫폼

DVR 플랫폼DVR 플랫폼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플랫폼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플랫폼

디지털 비디오 연계

영상정보 분류

GIS  엔진

3D 모델링 엔진

u-디바이스
게이트웨이

TV PortalTV Portal

일반 포탈일반 포탈

u-Homeu-Home

공공(5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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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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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기반기술  

u-City 기술 개요 

공공기관 사용자 민간기업 

행정 환경 보건 교통 방재 … 
U-City 서비스 인터페이스 

도시정보수집 인터페이스 

서비스 통합플랫폼 도시 
정보 

유선망 무선망 센서망 

미디어보드 단말기 센서 

시
설
관
리 
 

보
안 
관
리 

 

U-City 단위서비스 

도시
통합
운영
센터 

정보 
통신망 

지능화 
시설 

정보활용기술 
 

다양한 U-City 서비스를 시민들에
게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를 

응용․활용하는 기술 

정보수집기술 
 

U-City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를 U-City 기반시설을 통해서 측정

하고 전송하는 기술 

정보가공기술 
 

수집된 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최적의 형태로 변

경, 처리하는 기술 

 * U-City 기반시설: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행정안전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안) 



  

u-City 기반기술 (1/2)  

▣ u-City 기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 

항목 내용 

RFID 
RFID 태그 및 리더를 활용하여 물품의 정보 혹은 다른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송수신  

및 처리하는 비접촉식 시스템 

USN 
사물에 부착된 센서 노드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신받아 생활에 활용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Sensor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감지기 

IPv6 

주소체계 

기존 32비트의 IPv4의 주소체계가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128비트  

주소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해결 

BcN 통신,방송,인터넷 융합의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의 통합 네트워크 

Wibro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 접속을 지원 

WCDMA 동영상, 음성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FTTH 
각 가정에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회산당 100Mbps의 대역폭을 보장하고 이로써 방송,  

인터넷, 전화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 

정보통신연구진흥원. U-서비스 기술 및 국내 외 추진현황 



  

u-City 기반기술 (2/2)  

항목 내용 

CCTV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으로 방문자 확인, 보안, 감시 등으로 활용 

DMB 이동 중에도 TV,라디오 등을 끊김 없이 수신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WLAN 근거리에서 통신시 전파, 적외선 전송방식을 이용하는 통신망 

ZigBee 가정내 혹은 사무실 등의 10~20cm 내외의 근거리 무선통신 컴퓨팅 기술 

Bluetooth 휴대용 기기 장치간의 양방향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Embeded 

S/W 
다양한 컴퓨팅 기계들을 제어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미들웨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간의 서버, 클라이언트들의 연결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그리드  

컴퓨팅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 계산능력을 극대화한 디지털 신경망 서비스 

암호화기술 네트워크상의 통신 내용을 일정 기준의 암호로 바꾸는 기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U-서비스 기술 및 국내 외 추진현황 



  

u-City 연계기술  

▣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구현하는 연계기술 

항목 내용 

텔레메틱스 
차량운전자에게 위치정보 및 교통정보, 긴급구조,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 

홈네트워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제어 및 관리하는 체제 

GPS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나타내주는 기술 

RS 
물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항공기 혹은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탐지 

하는 기술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공간상의 위치를 도형 및 속성자료로 통합 연결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ITS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고하는 차세대 교통체계 

도시통합 

관제기술 

U-City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시정보를 수신하고 통합 및 분석하여 일을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기술 

LBS 
이동 중 자신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U-서비스 기술 및 국내 외 추진현황 



  

u-City 추진절차(1)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추진절차(2) 

▣ 4개 단계, 10개 프로세스, 30개 상세 프로세스로 정의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U-City 사례 



  

해외 u-City 사례 



  

해외 핵심 u-City 추진 현황 

홍콩 Cyberport 두바이 Internet City 싱가포르 One North 



  

Cyberport(홍콩) (1/3) 

 1. 도시특징 

아시아의 심장부이자 중국의 관문인 항구도시 

 2. 추진목적/목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Leading Digital City로 도약 

 3. 성과 및 시사점 

사이버포트는 홍콩을 동북아 IT/경제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시설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4. 건설기간 및 규모 

2000년~2007년, 240,000㎡ 



  

Cyberport(홍콩) (2/3) 

오피스 건물인 사이버포트 1,2,3,4와  
편의시설인 Arcade, 호텔 및 5개 단지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 
사이버포트3에 디지털 미디어 센터,  
홍콩 무선 IT센터, 지원시설, 전시/ 
홍보시설 등을 설치하여 조성한 IT 
Street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 

아케이드와 호텔 

사이버포트 배치도 

출처 : HN FOCUS vol.8, 국내외 u-City 구축동향 



  

Cyberport(홍콩) (3/3) 

▣ 향후 u-City 개발 

 u-city 개발은 2007년 중반에 착수될 것이며, 2009년까지 약 7억 링깃 

 (약 2,300억원)에서 8억 링깃(약 2,325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ICT 기업, 특히 콜센터 같은 SSO(Shared Services Outsourcing)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 

 사이버포트 지구는 RFID, FTTH(fiber-to-the-home), 브로드밴드 TV 등  

 첨단 IT 기술을 포함할 계획이며, 지식 노동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24시간 운영할 예정 



  

One-North(싱가포르) (1/3) 

1. 도시특징 

 아시아의 무역 중심지로서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사와 

 IT/통신 전문가들이 상주 

 작은 섬나라로 한정된 자원, 성장 유지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2. 추진목적/목표 

최첨단 의학도시, 문화도시, 미디어 허브 중심도시 

3. 성과 및 시사점 

네트워크 구성 협력 관계를 통해 개별적인 기관  

또는 지역이 하나로 통합하여, 성과를  

내는 지역으로의 발전에 의의 

4. 개발기간 및 규모 

 2003년~2023년, 2,000,000㎡ 

one-north 전체모형 



  

One-North(싱가포르) (2/3) 

▣ 도시 인근에 과학공원과 싱가폴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 병원 등이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도시를 일체화 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 

    (유비쿼터스적 의미) 

▣ One-North 유비쿼터스 도시는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Xchange’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지역적 교류를 의미 

 Life Xchange 

 (최첨단 의학도시) 

 Vista Xchange 

 (미술관과 관광지,  즉 문화도시를 의미) 

 Central Xchange 

 (미래도시와 미디어 허브 역할의 중심지) 

 



  

One-North(싱가포르) (3/3) 

▣ 식품 이력 제공 서비스  

 향후 5년간 18억 달러를 투자 

 하여 암, 면역, 세포공학, 그리고 

 줄기세포 등 15개의 세계적인 

 의학회사들의 연구원을 2010년 

 까지 유치 

 18.5Ha 넓이의 땅에 7개의 건물 

▣ 성과 현황 

세계적인 바이오 및 제약사가  

싱가포르를 아시아 헤드쿼터로  

삼고 있으며, 투자와 바이오  

부문 생산량도 크게 증가  

바이오폴리스. 7개 건물은 구름다리로 연결 



  

Dubai Internet City(UAE) (1/3) 

 1. 도시특징 

기업환경의 재 구축을 통해 지역시장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 등 IT 시장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삼고자 정부에서 추진 

 2. 추진목적/목표 

중동에서 인도 대륙,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의  

신생 시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의 전략적 기반 조성 

 3. 성과 및 시사점 

불안한 세계 경제와 중동 정세로 인한 투자지연으로 2002년 하반기까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함 

 4. 개발기간 및 면적 

1999년~2000년, 쟈발알리 자유무역지대(Jebel Ali Free Zone) 인근 4,000,000㎡ 



  

Dubai Internet City(UAE) (2/3) 

▣ 인터넷시티는 UAE가 정보산업의 

 세계적 허브를 지향하여 조성한  

 기술/미디어 자유지대에 미디어  

 시티(Media City), 날리지 빌리지 

 (Knowledge Village)와 함께  

 위치하고 있음 

 

▣ 인터넷시티는 중동에서 가장 큰 

 IT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MS, 

 IBM, HP, Oracle, Compaq 등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① 

③ 

② 

④ 

①Microsoft ②Canon ③IBM ④Palm island 

출처 : DIC homepage(http://dubaiinternetcity.com/) 



  

Dubai Internet City(UAE) (3/3) 

▣ U-기술적 서비스 

① Telephony 

IP Telephony로 제공하는 음성 인프라 서비스는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비디오 신호도 수용 

할 수 있어 사용자는 저렴한 비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② Hosting Services 

– 기반 시스템 : 데이터 케이블링, 전기 시스템, UPS·발전시스템, 냉방시스템, 비상조명시스템 

– 시큐리티 시스템 : 출입통제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 화재시스템 : 조기 경고시스템, 화재 경보시스템, 화재 조절시스템 

③ Local Area Networking 

최상의 인프라 제공, 비용 절감, Plug & Play 지원, 물리적 환경 및 사용자 환경에 유연한 장점 

④ Wide Area Networking 

64Kbps~2Mbps 속도로 아랍에미레이트 및 전세계의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며,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PN(Virtual Private Network), ATM 등을 서비스 

⑤ Internet Access Services 

10/100Mbps 속도로 이메일, 메일서버, 웹호스팅, 도메인 서비스,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 고정 IP 등의 서비스를 제공 
출처 : HN FOCUS vol.8, 국내외 u-City 구축동향 



  

Intelcity(유럽) (1/5) 

▣ The European Union’s Sixth Framework Program 

 EU의 정보화 사회 프로젝트 중 하나  

▣ 수행주체: Manchester City Council (UK), City of Sienna (Italy) 

▣ 참여자: 23 European cities, 20 ICT companies, 50 research  

 groups(Pre.2005) 

▣ 수행기간: June 2002~(Pre.2005) 

▣ 예산: €6.8m(약 80억 원) 

▣ 주요내용: 4 Regional Groups, 16 Work Packages 

▣ URL  http://www.intelcitiesproject.com 



  

Intelcity(유럽) (2/5) 

▣ 향후 계획 및 비젼 



  

Intelcity(유럽) (3/5) 

▣ 미래 도시의 5개 시나리오  

1. e-Democracy (전자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회통합,시민들에 대한 권한부여, 의사결정과 협상기법을 제공, 웹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전자투표, P2P 시스템의 역할과 채용 추구 

2. Virtual City (가상도시) 

시민들이 도시의 어디에서든지 일하고, 살 수 있는 도시건설, 지능형도시환경, 스마트한 교통,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도시에 잘 갖추어진 여건추구, 개인의 욕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 등에 의존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건설 

3. Cultural City (문화도시) 

강력한 사회환경, 윤리적,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성이 고도화된 도시 강조, 이동통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보편화를 강조 

4. Environment City (친환경도시)  

사회적 안정성과 환경적 쾌적성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사회건설, 보편적인 광대역망 접속,  

협업 시스템 등을 강조 

5. Post-catastrophe City (안전도시) 

도시의 각종재난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고도의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 

으로 안전한 도시건설 
출처 : 김지영, u-City/INTELCITY 



  

Intelcity(유럽) (4/5) 

▣ Intelcity 구조 및 Main Focus Intelcity의 Key는 Integrated Project 

출처 :조위덕, 유비쿼터스 기술발전과 미래휴먼라이프 변혁 



  

Intelcity(유럽) (5/5) 

▣ Work Packages 

 WP1 : e-Administration 
WP2a : e-Inclusion (wired) 

 WP2b : e & m-participation: wired and wireless  

           platforms for e-Voting / m-Polling 

 WP3 : Mobility and Transport Information Services 

 WP4 : e-Land Use Information Management 

 WP5 : Regeneration 

 WP6 : Integration and Interoperability 

 WP7 : Virtual Urban Planning 

 WP8 : e-CP Benchmarking Environment 

 WP9 : e-Learning 

 WP10 : Visioning and Capacity Building of  Citizens 

 WP11 : e-Governance 

 WP12 : Exploitation 

 WP13 : Dissemination 

 WP14 : Project Management 

 WP15 : Scientific and Technical Direction 

 WP16 : Communication 

scenarios 

WP1 WP5 

e-governance services 

WP1 WP4 WP2a,b WP3 WP5 

WP3 WP4 

competences & skill bases 

WP6 WP8 WP7 

learning materials 

WP9 

citizens 

WP10 

e-governance 

WP11 

engagement  

 e-Learning platform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nd digital library 

e-city platform 
electronically enhanced 
services 

TEST 

출처 : 김지영, u-City/INTELCITY 



  

국내 u-City 사례 

▣ 국내 주요 u-City 추진현황 



  

국내 핵심 u-City 추진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3) 

1. 도시특징 

동북아 최적의 공항/항만 위치 

2. 추진목적/목표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로 나누어서 각각 R&D허브, 항공물류 거점,  

금융 중심 국제 업무 지구로 조성 

3. 성과 및 시사점 

삶의 질 극대화, 기업 수익성 극대화, 공공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수익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 

4. 개발기간 및 면적 

2003년~2020년, 6,336만평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3) 

▣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경제자 

 유구역이라는 법적/행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 Cooltown 

 한국HP와 인천경제자유구청이 공동 진행하여 IFEZ의 송도지구에 건립될 

 Cooltown은 싱가포르에 체험관 형태로 조성되어 있지만 실제 도시건설을 

 통한 현실화 시도는 송도지구가 최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3/3) 

IFEZ 

도시정보화를 통해 세계 최고 IT 시장 형성 

 

– IT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기술/신서비스의 메카 

 

– 네트워크~플랫폼~서비스~단말 등 

 정보화 참여 기업의 지역유치 기회 

 

 

 

글로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제공 

 

– 동북아 경제 중심 구현을 위한 외국 기업  

 무환경 조성 

 

– 외국 기업 임직원의 생활 편의를 위한 

 교육, 의료 및 비즈니스 지원 

도시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 양상 

 

– 도시민의 생활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 

 

– 경제, 레저 등 생활의 질적 향상 지원 

 

 

도시관리의 효율성 향상 

 

– 체계적 관리에 의한 일원화된 도시  

 관리지원 

 

– 도시 관리 비용의 경제성 향상 

u-Business 

u-Market u-Life 

u-Public 



  

Digital Media City(DMC) (1/6) 

1. 도시특징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복합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지리적  

중심지역 

2. 추진목적/목표 

세계 속의 정보미디어산업의 집적지이자 경제적 문화적 환경친화적 발전을  

선도해나갈 최첨단 정보도시를 지향 

3. 성과 및 시사점 

종래의 주거단지개발이나 업무용빌딩개발과는 달리 서울의 도시개발과  

경제개발을 통합하여 추진하려는 첫 시도 

4. 개발기간 및 면적 

2002년~2010년, 17만평 



  

Digital Media City(DMC) (2/6) 

▣ DMC는 ‘도시 속의 도시’ 개념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u-City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미니 u-City라고 할 수 있음 

▣ DMC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DMS (Digital Media Street)인데, 

    DMS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제품을 전시하고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가로 프로젝트임 



  

Digital Media City(DMC) (3/6) 

Digital Media Street 

출처 : DMC homepage (http://dmc.seoul.go.kr) 



  

Digital Media City(DMC) (4/6) 

▣ 유비쿼터스 도시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출처 : u-City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2007, 
         Making Good Cities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as ‘Tool of Ubiquitous/ 



  

Digital Media City(DMC) (5/6) 

지역안내시스템 
위치지정 멀티브라우저 

터치스크린 인식기 및 메시지 전속 
LED스크린을 통한 이벤트영상 송출 

E-Board (지역안내시설) 

민원행정서비스 (One stop) 
무인안내 (통역, 장애인) 

3D 가상현실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호텔 Business Room 서비스 

Information Booth (전화 Booth) 

무인카메라, 스피커 
유비쿼터스 무선통신 

무드등 (접근속도, 움직임 반응) 
CI 홍보기능 (LED 배너설치 

미디어아트 영상 연출 
도시문화 이벤트 광고판 

인터렉션을 통한 메시지표출 
네트워크로 연결될 정보제공 

IP Intelight (가로등) 

Media Board 

출처 : 삼성SDS u-City 세미나 2007, 미래도시와 u-City 전망 



  

Digital Media City(DMC) (6/6) 



  

U-Seoul (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u-Seoul 마스터플랜, 2006 



  

U-Seoul (2/3) 

은평 뉴타운 

보육시설과의 u-커뮤니케이션 구축 

지능형 보행안내 

원격 영상진료 서비스 

전자교실 

RFID 기반의 학교 도서관 

u-Learning 포탈 

뉴타운 CCTV 네트워크 구축 

원격화상 응급의료 체계 구축 

대중교통 정보 제공 

첨단 지능형 뉴타운 관리 

공공 u-서비스를 위한 통합운영센터 



  

U-Seoul (3/3)  

청계천  

영상 랜드마크 시설물 구축 

청계천 재개발 지역 등에 영상 Canopy(덮개)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각종 영상 콘텐츠 

제공 

지능형 정보 제공 

상황인지 기반의 문화/관광 정보 제공 

도보 관광 지원을 위한 길안내  

및 위치 정보 제공 

청계천 주변 주차 현황 정보 제공  

및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도입 

 



  

U 충북 

VIN  
Load 

VIN Detect 

Wireless  
Up/Down 
Load Data  

Black list 
Monitoring 

Express way 
Vehicle Detect 

Canopy  
Detection 
system 

Stop & Parking  
RF PDA 

Encoding 

Traffic  
Analysis &  

Management 
system 

Traffic  
control 
center 

Local Server 

VIN Detect 

Wireless  
Up/Down 
Load Data  

Up/Down 
Load Data  

U-ITS 



  

U 제주 (1/2)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E-2 



  

U 제주 (2/2) 

개방형 LBS 

E-1 



  

Summary 

 u-City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도시공간에 융합
한 21c형 첨단 도시 

 u-City는 기초인프라, 유무선망인프라, 센서망인프라, 통합운영센터인프라로 
구성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 내의 중요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관제 하며 분산된 
개별 u-Service 및 Legacy Service를 통합하여 u-City로 재구성하는 중추 

 u-City 구축 기술은 정보활용기술, 정보가공기술, 정보수집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FRID나 USN, Sensor와 같은 기반기술과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크, 
GPS와 같은 연계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u-City의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u-City의 구축현황과 발전방향을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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