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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마트도시의
필요성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은 두 개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친환경 · 에너지 전환이다. 2015년 12월 12일, 프
랑스 파리에서 197개국이 모여 개최한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는 2020년에 만료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를 이어나갈 신
기후체제(Post 2020)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된 40여 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Annex I
countries)로 지정이 되었었다. 반면에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에서는 자발적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설정을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
이 196개1) 국가 전부가 감축의무를 지니는 보편적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도 감축 의무국가로서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7%(3억 1580만 톤CO2e)를 감
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그림 1> 참조). 2016년
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세워 37% 감축에 대한 감축경로를 수립하고 2018년에 로드
맵 수정을 통해 국내 감축분을 더 강화하였다(<그림 2> 참조). 하지만 현재 배출 추세를
비추어볼 때 국가 차원에서 매우 과감하고 전향적인 특단의 친환경 · 에너지 전환 조치 없
이는 목표(2030년 5억 3600만 톤CO2e) 달성이 현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
국토공간 특성상 도시화율이 90% 이상이고 도시에 경제 · 사회 ·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우선적으로 도시에 집중하여 친환경 ·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에코시
티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에 파리협정을 공식 탈퇴함에 따라 협약국가는 197개에서 196개로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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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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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그림 2> 로드맵에 따른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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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산업 전반에 ICT기술이 융합되면서 ICBM(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통한
초연결성과 지능화에 기반하여 경제 · 사회 · 산업 전반에 걸쳐 레거시 경제를 붕괴시키고
생산성과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파괴적 혁신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초연결성과 지능화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불릴 만
큼 4차 산업혁명에 데이터는 극히 중요하다. 바로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소비
되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창출 공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
다. 특히 도시 차원에서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
트도시가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축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 개
발도상국 모두 스마트도시 추진에 국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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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마트도시의
개념

실제로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지만 전통적으
로 상호 배타적 측면이 있는 ‘환경’과 ‘경제’ 분야의 충돌로 국가정책 추진에서 ‘환경적 가
치’와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양립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린 뉴딜’
과 같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전향
적 정책이 글로벌 대도시(뉴욕, LA 등)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코시티 추진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한 스마트도시 추진 정책이 융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스마트도시의 기술 혁신성을
기후위기 대응에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녹색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려는
것이다.
그린 뉴딜 사례를 살펴보면 에코스마트도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내
용을 보면 이 글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에코스마트도시의 본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에코시티와 스마트도시를 결합한 에코스마트도시의 개념은 <표 1>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향후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중장기 메가트렌드인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코시티와 스마트도시가 결합된 ‘에코
스마트도시’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장차 전 세계에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대될 것
임은 자명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 지위에 서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정책과 기술 역
량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었지만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는 에코 측면
(기후위기, 에너지, 생태 등)을 강화해 에코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에
적극 홍보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및 도시 해외수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표 1> 에코스마트도시 개념 도출
구분

개념

핵심가치

글로벌 메가트렌드

에코시티

도시공간 구조,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성·생태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신기후체제
(탈탄소경제)

스마트도시

ICT를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성·성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에코스마트도시

신기후체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성·혁신성
지속가능성

신기후체제+4차 산업혁명
(+그린 뉴딜)

유럽의 에코스마트 에코스마트도시와 가장 밀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해외의 대표적 정책은 EU의 스마트
도시 프레임
도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EU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
과적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이재용, 이미영, 이정찬 외 2018). 2010년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2020’ 전략
을 발표했는데, 세부 정책과제들 중 가장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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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을 제안한다. 이는 2012년 7월, 유럽
스마트도시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EIP-SCC)의 출범으로 이어진다.

<그림 3> 유럽 스마트도시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EIP-SCC) 전략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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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Regulation

Creating the enabling environment to accelerate improvement

Integrated Planning

Working across sectors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while managing tempor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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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ng quality sharing of experiences to bulid capacity to innovate and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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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cities to demonstrate performance gains in a comparabl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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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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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local solutions in an EU and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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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18.

EIP-SCC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에너지 · 교통 · ICT 인프라 및 프로세스의 통
합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3). 한편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 시민참여 강화,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 · 규제 개선, 단절된 분야(sector)
및 행정 부처 간의 통합에 의한 올바른 의사결정 프로세스 수립(Decision), ② 지식 및 경
험 공유, 성과진단 지표, 개방형 데이터 구축, 전이 · 확산을 위한 표준화 등을 통한 스마
트시티 이해 증진(Insight), ③ 비즈니스 모델 확립, 공공조달 및 펀딩 등을 통한 재원 확
보 방안(Funds)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3> 참조)(European Commission 2013; 이재용,
이미영, 이정찬 외 2018에서 재인용).
EIP-SCC는 화려한 첨단기술의 미래 전시장처럼 인식되었던 스마트도시의 방향을 성
과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도시공간에서 지속가
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실제로 작동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전환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정책과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단절된 분야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하여 새
로운 혁신 사업들이 기존 분야 간 갈등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빠르게 도시공간에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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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분야들 간에 수평적 통합을 하여 새로운 혁신
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
를 강조해 더 빠른 혁신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방형 데이터를 구축하며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나가면 융 · 복합을 통한 새
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습득을 강화시켜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빠르게 수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성과지표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분명한 성과들을 보여줌으로써 기
존의 기술 및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 기술과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역시 줄
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하게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결국은 재원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및 펀딩 등 새로
운 재원 확보 방안들 역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EIP-SCC에서 살펴볼 수 있
는 시사점은 첨단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기존의 기술 및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 기술, 서비스로 거부감 없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수단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새롭고 효과적인 첨단기술 및 서비스 부문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술과 서비스 부문에서 더욱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기술과 서
비스 부문을 융복합하여, 디지털로의 전환을 갈등이나 거부감 없이 도시공간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안착시켜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에코스마트도시
프레임워크

에코스마트도시는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개의 메가트렌드를 접목하기 위
한 시도이다. 이는 기존의 산업 질서들을 급격하게 변화시켜나가야 하는 동시에 시민들
의 동의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을 발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EIP-SCC의 스마트도시 프레임워크에서 핵심 요소들을 확장하여
분야 및 수단을 기반으로 에코스마트도시의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기후변화 체계에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에코스마트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
한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도시 이동성은 ITS, 대중교통 개선, 라스트 마일 구현으로 시민들에게 환경친화
적이면서 쾌적한 이동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불필요하고 에너지 소모적인 이동을 최소
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유연한 생활공간은 용도에 제약이 없는 토지 및 건물의 활용과 시간대별로 달라
지는 공간의 활용,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포함한
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모는 더 적지
만 시민들의 쾌적성과 만족성은 높이는 방식들을 찾아나가야 한다.
셋째, 자원순환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관련된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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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 폐기물 재활용 및 감소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의미한다. 도시 내 존재하는 자원들의 순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소비 자체
는 줄여나가지만 이로 인한 생활 속 불편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를 통하여 주택 및 차량 등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 내 자원들의 활용
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잉여생산되는 자원들을 최소화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도시 이동성, 유연한 생활공간, 자원순환 및 공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새로운 서
비스와 정책들을 거부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4> 에코스마트도시 프레임워크

이동성

생활공간

자원순환

공유

(도로정보, 대중교통,
라스트 마일 등)

(용도변경, 공원 등)

(에너지, 폐기물,
수자원 등)

(주택 및 차량 등)

도시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표준 제시

융·복합 솔루션

ICT기반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연계 및 융·복합에 솔루션 개발

거버넌스

정부, 민간, 대학, 연구소들 사이에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규제 개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등장에 따른 기존 제도 개선

재원

사업모델, 조달, 재원, 성과확산에 의한 수익 창출

시민운동

시민들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참여 및 솔루션 개선 피드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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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한편 에코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지표, 융 · 복합 솔루션, 거버넌스,
규제 개선, 재원, 시민운동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지표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의 정량적 성과들을 모니터링함으로
써 성공적으로 발굴된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과 서비스 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초기 발굴단계에서
부터 명확한 정량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추진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둘째, 융 · 복합 솔루션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적 요소이며 스마트도시는 사물과 사람으
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들을 융 · 복합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발굴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이
끌어가기 위한 토대 구축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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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평적 거버넌스는 융 · 복합된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발굴에 필수적일 수밖
에 없으며 서로 다른 분야의 공공, 민간, 시민 등이 복합적으로 참여할수록 혁신적인
융 · 복합 기술 및 서비스 발굴의 기회가 넓어진다. 또한 운영주체 역시 수평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해야만 구축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법
은 성격상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식으로 허용해주는 포지티브 성격의 제도체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도시공간에서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만큼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임시허용 등과 같은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혁신 기술과 서
비스가 빠르게 발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도시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 민간 투자자, 크라우드 소싱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
안들을 찾아나가야 한다. 신규 재원 없이 신규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특히, 에코스마트도시와 관련한 분야들의 내용은 운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의 도시 기반시설 사업과 다르게 구축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서비스라면 기존
의 공공 서비스와 비교할 때 반드시 재정을 절감하면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효
과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민간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과금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일 필요가 있다. 혁신 기술과 서비스 발굴에서 재원은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에코스마트도시가 성공적
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혁신기술과 서
비스 발굴, 운영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그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에코스마트도
시 기술 및 서비스는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다수이다.
아무리 좋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제공하더라도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다
면 서비스들이 효과를 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공
감을 형성하는 것은 에코스마트도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새로운 이슈 역시 시민들
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혁신기술 및 서비스의 내용에 공감한다 할지라도 제한된 접근성 또
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즌으로 바꾸어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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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발자 또한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활용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해가 다르게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촌의 산불, 폭염, 태풍 등의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에코스마트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 이러한 기후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기존의 기술들과 다르
게 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야 하는 융 ·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기술의 사용에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수록 그 효과가 크게 증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에코스마트도시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설정한다면 파급
력 높은 에코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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