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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있어서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화
의 경쟁우위를 살려 우리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제2의 도약을 성취하는 유력한 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유행처럼 추진되고 있는 u-City 건설은 적어도 그 취지에
있어 옳은 방향이다. 새 정부에서도 u-City 사업은 국가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가 R&D사업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u-City 기반
을 다지는 데 투자되고 있어 향후 신도시 또는 기존도시가 u-City화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겠다.
그러나 u-City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동탄, 파주․운정지구 등에 u-City 개념이나 비전이 현실화되면서 점점 실
체가 잡혀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u-City 건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세계 초유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u-City를 실제 구현하고 현실화하
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접근방법을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저마다 다른 내용
과 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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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u-City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관계자와 u-City 사업시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김 정훈 연구위원, 조 춘만, 김 동한 책임
연구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계속적으로 관련연구를 발전시켜 줄 것
을 기대한다.

2007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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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지난 12월 4일 우여곡절 끝에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국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에는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인력양성, 정보보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범국가 차원의 법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도시들이 u-City로 계획되고 건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
지게 된다. 앞으로 이 법률안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u-City 종합계획 등 계획적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계획적 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
성요소를 정립하였다. u-City 계획대상과 계획구조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통하
여 u-City로 건설되는 공간의 효율성, 편리성, 자립성, 쾌적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인 대변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는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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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이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이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격변의 시대에 과거의 계획체계만 고수하게 되면, 경쟁에 뒤
처지게 될 것이므로 과감히 기존 계획체계의 틀을 정비하고 유비쿼터스 시대
에 걸맞는 새로운 계획체계의 틀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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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이 장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연
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u-City 계획
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한다. 둘째, u-City 계획대상을 u-인프라, u-서비스, u-공간, u-시민으로 설
정하고 각각의 개념정의와 구현방향 및 구현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u-City 계
획구조로 주체, 범위, 목표, 수립주기, 내용, 집행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계획위
계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의
위상구조를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성, 편리성, 자
립성, 쾌적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연구의 시공간 범위, 내용적 범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문헌
연구 및 전문가 활용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u-City 관련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본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장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
이 장에서는 u-City 계획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계획패러다임의 변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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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분야에 정보기술활용 변천, 계획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계획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변천과정은 분
석기준과 시대적 가치관의 적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다. 계획패러다임
은 계획 자체를 보는 관점과 계획가의 역할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계획을
단순히 물리적 계획으로 본 1960년대 초반부터 인간의 정주공간 회복을 중시하
기 시작한 1990년대 신 도시주의(New Urbanism)까지의 전체 계획패러다임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한편, 20세기 중반 들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사회
의 전반적인 활동양식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정보
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기술은 민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분야로까지 그 활
용범위가 넓어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정책 및 도시계획 등의 공공부문
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각 십년 단위로 정보기
술이 도시계획분야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정리해보면, 첫째, 1960년대 - 데이터
구축, 둘째, 1970년대 - 정보화에 의한 정보시스템 구축, 셋째, 1980년대 - 계획가
와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의 수단, 넷째, 1990년대 - 지역적 합의도출을 위한 협
의수단, 다섯째, 2000년대 - 정보기술에 의한 생활양식 변화에 대처 등으로 나눠
진다.
현대도시들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게 얽혀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호 복합적 현대도시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해
결방안이 있어 왔다. 첫째, 도시 첨단정보화, 둘째, 시민참여 확대, 셋째, 지속가
능한 도시개발 노력, 넷째, 도시성장관리의 강화, 마지막으로 입체적·통합적 토지
이용관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 모색의 기저에는 현대도시문제의 심
각성, 현대 첨단정보기술의 사회 전반적 활용 확대 그리고 20세기 이후 신 도시
주의(New Urbainsm)로 지칭되는 계획패러다임의 흐름에 의한 영향 등이 관련되
어 있다.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은 도시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얽혀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방
vi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계획부터 건설 그리고 마
지막 운영·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책임 있는 계
획체계의 근거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3장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개념 정립
이 장에서는 u-City와 u-City 계획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u-City 계획체
계에 대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u-City란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시민, 활동, 시설, 토지에 유비쿼터스 기

술을 적용하여,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u-City계획은
이와 같은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한 각종 u-City 사업 또는 계획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u-City 계획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방향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틀로 u-City 계획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u-City 계획
체계를 유비쿼터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위상구조, 계획
대상, 비전 및 목표, 내용, 추진주체,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 등을 정의한 법제도적
틀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u-City 계획체계를 크게
계획대상, 계획구조, 계획위계의 3가지 요소로 정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은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시민, 토지, 시설, 활동을 u기술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u-City 계획체
계의 계획구조는 계획이 그 자체로서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 내용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계획주체(who), 계획범
위(where), 계획목표(why), 수립주기(when), 계획내용(what), 계획집행(how) 등과
같은 6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u-City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전 및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계획과 지방 차원의 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수직적 위상구조를 가져야
한다. u-City계획의 위상구조는 중앙-지방-사업으로 구성되는 3단구조로 정의하
였다.
ⅶ

<그림>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

제4장 u-City 관련계획 및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u-City와 관련된 계획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u-City 관련계획 및 법제도는 u-City의 계획대
상 영역인 물리적‧비물리적‧정보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계획 및 법제도의 특정부분이 u-City 구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들 계획 및 법제도는 별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만큼 u-City 구현을
전담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u-City 관련계획 및 법제도

ⅷ

다음으로 u-City 관련사례는 u-부산, u-광교, u-파주‧운정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관련계획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앞장에서 제시한 u-City 계획체계와 같이 u-City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갖추고 접근하는 경우는 없었다. 각 지자체에서 공통
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u-City 계획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여 보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u-City 구현사업은 체계적인 기
준 및 근거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u-City와 관련된 개별법의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여 u-City 계획체계 정비방안 마련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이 장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4대 계획대상별
구현방안, 계획구조 및 위계별 정비방안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u-City 계획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우선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첫째, 물리적·비물리적·정보기술계획의 통합, 둘째, 4대 계획
대상의 확대 설정, 셋째, 계획목표, 계획주체, 계획내용, 장소, 기간, 절차 및 재원
등 계획구조의 계획위계별 정립, 마지막으로 2007년 말 현재 국무회의에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안」과의 조화 등을 계획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u-City 계획대상별 구현방안에 관하여는, 3장에서 선정한 u-시민, u-공간, u-인

프라 및 u-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념, 구현방향 및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는 u-City에 대한 4대 계획대상을 그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
여 u-인프라, u-서비스, u-공간, u-사람 순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계획구조를 계획
주체(who), 계획범위(where), 계획목표(why), 수립주기(when), 계획내용(what), 계
획집행(how)로 설정하고 u-City 종합계획, u-City 기본계획 및 u-City 사업계획 등
ⅸ

의 계획위계별로 각 위계상 유사 관련계획과의 비교검토 및 u-City계획체계 구현
의 기본방향에 비춰 개별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u-City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u-City 계획대상 영역과 연관된 개별 법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방안
둘째,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다. 먼
저 u-City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
획들의 역할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u-City의 개념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되, u-City 구현의 종합적
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u-City 법률을 독립적으로 추가 제정하여 향후 참
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때 u-City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역
할은 실질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이 내용상 미비되거나 온전한 효력 발휘를 위한 법령으로서의 위상
에 부적절한 내용에 관해 일부 수정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권고사항을 제안하
였으며, 이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u-City 구현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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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를 정리하였다. 2007년 말 현재 국무회의에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
한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법률을 근거로 향후 u-City 관련 계획적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체계의 틀을 활용하면
u-City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불명확함과 혼란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
안」의 위상, 기본방향과 큰 틀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정
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본 법률안의 단계별 발전방향을 마련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u-City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연구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u-City 관
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립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법률(안)이 효과
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u-City 관련 건설지원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u-City 구현을 위한 수직 수평적 기관간 역할정립, 전담기구 및 조
직체계 개발, 운영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u-City 사업이 성
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인센티드, 재정․금융지원 등 지원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색인어 _ 유비쿼터스, u-City 계획체계, u-City 계획대상, u-City 계획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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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장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의 배
경과 목적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시공간 범위, 내용적 범위를 간략하게 소개하
고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u-City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동
향을 살펴보고 본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u-City'라는 명제 하에 물리적 도시환경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u-City’란 단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유비쿼터스1)와
도시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라는 특정한 공간영역에 유비쿼터스 기
술을 적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전화,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 : RFID tag)2), 센서 등으로 대변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물리적 도시공간과
결합함에 따라 모든 인간 활동 중심지인 도시공간 하나하나에 새로운 변화가 예
1)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이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u-City의 개념은 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기
술발달에 따른 개념변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u-City란 유비쿼터스 기술로 도시
공간 기능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시
로 정의할 수 있다.
2) RFID는 우리말로는 ‘전자식별’로 번역되고 있으며 혹은 ‘전자태그’로 의역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RFID라는 용어를 그냥 쓰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전자태그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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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있다3).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 활동과 인
간의 활동공간인 도시가 정보통신 인프라와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 도시를 계획하는 기초단계에서부터 통합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간계획 체계에는 u-City 구현과 관련된 계획주체, 계획내용, 수
립절차, 집행을 위한 기구, 재원 등에 대한 고려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계획에서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인프라 및
기술의 개발, 관련 산업육성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며 정보기술을 물리적 공간
에 투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u-City 구현사업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모델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계획하에 u-City의 구현을 추진하기 보다는 택지개발
사업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설치 등 단편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
기 때문에 u-City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u-City 건설을 지원하기 위
한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이 법은 2007년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으며 국회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의 명칭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관한법률안」(이하 ‘유시티건설지원법(안)4)’으로 함)이다. 이 법이 발
효되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들이 u-City로 계획되고 건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계획적 관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향후 이 법률안에 근거하여 계
획적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인 대변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

3) 김정훈. 2007. “성공적인 u-City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 5월호. p.6.
4) 본 연구는 2007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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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과거의 산업사회와
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이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이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격변의 시대에 과거의 계획체계만 고수하게 되면, 경쟁에 뒤처지게
될 것이므로 과감히 기존 계획체계의 틀을 정비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
는 새로운 계획체계의 틀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u-City 계
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한다. 둘째, u-City 계획대상을 u-인프라,
u-서비스, u-공간, u-시민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개념정의와 구현방향 및 구현전
략을 제시한다. 셋째, u-City 계획구조로 주체, 범위, 목표, 수립주기, 내용, 집행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계획위계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방정부 차
원의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의 위상구조를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u-City로 건설되는 공간의 효율성, 편리성, 자립성, 쾌적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향후 10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공간에 적
용 가능하도록 하며 신도시, 기존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특수목적의 도시까
지 포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첫째, 기존 계획패러다임과 정보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
운 계획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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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계획대상 영역을 설정하고 계획체계의 특성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한 개별법상의 계획체계 현황분석 및 u-City 추진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법제도와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의 기본방향과 4대 계획대상별 구현방안과
계획구조 및 위계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공간계획 분야와 정보기술계획 분야의 u-City 관련 법제도와 문헌들을 조사하
여 현재의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u-City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외 u-City 추진사례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외국사례조사를 문헌 및 인터
넷을 활용하여 조사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외부 전문가 활용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도시를 계획적 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상호 융합되어 실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
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하고 계획적 틀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
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산․학․연의 전문가로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간
중 3차례(5월, 7월, 10월)의 연구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u-City 계획체계를 구현
하기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각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연구협의회를 구성
함으로써 자문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점과 연구 성과물이 계획체계 정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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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현황

u-City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개념의 도입에 의한 인프라
와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u-City와 관련된 이론적 기반이 취약
하고 법제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u-City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1) u-City의 개념정립 및 u-City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연구

u-City란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을 통
한 경제 성장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 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창기 u-City에 대한 관점은 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관한 연구로, 센서,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보안 등의 분야가 논의되었다. 최근 건설교
통부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도시시설 인프라
와 이를 통한 서비스로 개념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2) u-City와 도시계획과 관련 연구

u-City와 도시계획을 연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계획이론적

측면에서도 u-City와 관련성을 연구한 실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설계,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 등과 관련하여 u-City 구현 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u-City 건설지원법(안)에서 u-City 종합계획,
u-City계획, u-City사업계획이 법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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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 관련문헌 정리
구분

관련 문헌

김영표 외. (2004), 김진환 (2005), 김한중 (2005), 임서환(2005), 최
u-City 개념정립 및
인프라, 서비스 사례관련 병남 외. (2005), 황종성(2005), 경기도 외 (2006), 김정훈(2006) 등
u-City와
도시계획 관련 연구

Mitchell(1999), 김현식 외(2002), 최봉문(2006), 건설교통부(2007),
김도년(2007), 김정훈(2007), 이상호(2007), 이승일(2007), 한국토
지공사(2007) 등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각 분야에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u-City와 관련된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고
u-City를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매개수단인 u-City 계획에 대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계획체계의 틀이 미흡하여 u-City를 추진하는데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u-City의 이론적 기반을 찾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획 관련 패
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및 계획과 접목된 정보기술 응용의 변천을 살펴본 후, 현
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문제를 해결하
는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
목한 통합적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u-City의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체계
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u-City, u-City 계획, u-City
계획체계의 개념을 순차적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u-City 계획대상 영역과
u-City 계획체계의 특성과 구성요소 정립을 통해 u-City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조
화되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대하여
계획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u-City 계획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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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안

하여 성공적으로 u-City를 구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과제명:

연구방법

시공자재의

세상을 -국제세미나,

주요 연구내용
문헌, -유비쿼터스 개념 정립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

인터넷 등의 해외 사 -사이버 국토 구상과 구

-연구자(년도): 김영표(2004)

례조사

축

1 -연구목적: 유비쿼터스 시대에 -시범사업으로

산업 -사이버 국토 창조 전략

서 사이버 국토를 실현하기 위 체와 협동 연구 추진 및 활용 방안
한 국가전략 및 단계별 구현
방안 제시
-과제명:

시공자재의

세상을 - 문헌조사, 인터넷조 -시공자재 도시 개념, 구

주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요

-연구자(년도): 최병남외(2005) 사

사 등 국내외 사례조 성요소, 접근방법 제시
- 시공자재 도시 관련 실

2 -연구목적: 시공자재 도시건설 - 협동연구, 연구협의 험연구,

구상,

추진사례

선

을 위한 개념정립, 추진현황을 회, 전문가특강 및 워 등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행

파악하고 추진방안 제시

연

-과제명:

크샵 추진

- 시공자재 도시 구현 추
진방안 제시

구

u-City구현을

위한 -문헌

김정훈

외 국내외 사례 조사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전문가 의견조사 등 분석-u-City 구현을 위한

(2006)
3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

기존 u-City에 대한 변화 전망

국가전략 연구
-연구자(년도):

연구를

-연구목적: 성공적인 u-City구 을 통해 국가적 현안 현안과제 도출
현을 위해, u-City 비전, 목표, 과제 도출

-u-City 구현을 위한 기

기본방향을

본구상 및 전략

정립하고

인프라,

서비스, 정책(법제도) 등 도출
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적인 추진전략 제시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관련 문헌 및 외국 -새로운

본

계획체계의 틀 정립하고자 함 사례 조사

방향

특히 계획대상, 계획구조, 계획 -전문가 의견조사

-u-City

위계별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협동연구,

계획패러다임의
계획체계

개념

연구협의 정립

연구 도시공간의 효율성, 편리성, 자 회를 통한 외부전문 -u-City 관련계획 및 사
립성,

쾌적성을

극대화하고자 가 활용

함

례분석
-u-City 구현을 위한 계
획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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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

이 장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마련에 앞서 계획패러다임의 변
천, 계획분야에 정보기술활용 변천, 계획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장의 흐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획 관련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및 계획과 접목된 정보기술 응용의 변천사를 살펴
본 후,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들을 정
리한다. 더불어 현대의 도시문제는 복잡성 및 그 해결을 위한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결국 새로운 계획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앞
으로의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 유비쿼터스기술로 대별되는 첨단정보기술의 응용을 통
한 통합적 도시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1. 계획패러다임5)의 변천6)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변천과정은 분석기준과 시대적 가치관의 적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 및 정리될 수 있다. 큰 흐름에서 볼 때, 계획패러다임은 계획 자체
5)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쿤(Thomas Khun)이 그의 저서《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1962)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패러다임은 전
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과학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됨. 본래 패러다임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자연과학뿐 아니라 각종 학문
분야로 파급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6) <이수장, 2006,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국토연구, pp7-14>, <임창호, 1998, “계획
패러다임의 위기와 도시의 미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지 국토계획, 33권 제6호, pp7-30>의 계
획패러다임 변천과정상 시대구분, 각 시대별 특징관련 내용 등을 조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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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관점과 계획가의 역할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계획을 단순히
물리적 계획으로 본 1960년대 초반부터 인간의 정주공간 회복을 중시하기 시작
한 1990년대 신 도시주의(New Urbanism)까지의 전체 계획패러다임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설계를 중점으로 한 물리적 계획이 가장 중요시 된
1960년대 초반의 물리적 계획이론(Physical Planning), 1960년 말의 합리적 계획

과정론(Rational Planning Process), 1970년대의 상호교환적 계획이론(Transactive
Planning), 1980년대의 의사소통적 계획이론(Communicative Planinning), 그리고 가

장 최근에 속하는 1990년대의 신 도시주의(New Urbanism)의 시기로 대별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시대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1960년대 초 - 물리적 계획이론(Physical Planning)

1960년대 초반까지는 도시계획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요소, 즉 물

리적 계획, 도시설계 그리고 미래청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도시를 계
획함에 있어서 물리적(physical) 환경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으며, 비 물리적
(non-physical) 환경, 즉 사회·경제계획(socio-economic planning)을 고려하지 않았

다(Keeble, 1969). 물리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당연히 도시설계라고 하는 수단
을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도시설계가 토지이용, 건축물
및 그들의 입지와 행태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은 이상적 물리환경의 창출이라고 하는 유토피아적
(utopian) 규범가치와 연결된 미래지향적 이상이 존중된 시기였다(Taylor, 1998b).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도시건축가들에 의해 제안된 다양한 유토피아적 이상
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하워드(Evenezer Howard)의 ‘전원도시(1898년)’, 르 꼬리뷔
제(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1920년대)’ 등의 도시계획적 이상과 그 맥을 같
이 하였다. 결국, 이러한 유토피아적 전통에 도시계획의 종합성이라는 내재적 개
념이 합쳐지면서, 이 당시 도시계획은 다분히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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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지니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러한 유토피아적 종합성의 일면에는 개혁적 변화와 이를 반대하는 전
통주의, 즉 반 도시주의(anti-urbanism)가 공존하며 묘한 조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가능한 한 전통적 전원거주지를 유지ㆍ보전하려는 과거 이상주의적
욕망과 산업혁명에 의해 파괴되고 과거의 모습을 상실한 당시의 대도시들에 대
한 커다란 반감이 교차하고 있던 시기였다.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시작된 도시
내 자동차 폭증은 계획가들에게 큰 숙제를 안겨다 주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적 처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호 모순적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확산 억제
및 도시내부 격자형 네트워크 구조화를 통한 압축도시(compact city)가 제안되기
도 하여 오늘날 대도시권역에 흔히 적용되는 성장관리권역 개념의 모태가 된 시
기이기도 하다.

2) 1960년대 말 - 합리적 계획과정론(Rational Planning Process)
이 시기에 제안된 합리적 계획과정은 일반적으로 ⅰ) 계획목표의 설정, ⅱ) 가
능한 대안의 도출 및 비교, ⅲ) 각 대안의 향후 파급효과의 예측, ⅳ) 목표와 파급
효과 간 비교, ⅴ) 최선의 대안선택 등 모두 5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Camhis,
1979).

과거에는 계획가에 의해 도시에 대한 미래청사진이 그려지면 미래도시가 언젠
가는 구현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했던 반면, 이 시기는 도시의
미래상을 2개 이상의 실현가능한 대안설정 및 상호평가 등을 통해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진보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도시계획을 보는 관점을 한정된
물리적 계획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 대안선정 및 향후 평가의
연속, 즉 과정(process)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적대안을 선정한 이후에도 계
획안의 성취도 및 향후 효과분석을 거쳐 또 다시 최적대안을 찾아가는 지속적
선순환 과정을 이루었다. 계획결과의 효과는 다음 시기의 의사결정과정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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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환류(feedback)되므로 합리적 계획과정은 최종상태를 갖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론은 제2차세계대전후(after-war) 근대주의적 낙관론(Modern
Optimism), 즉 인간의 이성에 의한 미래사회의 전망을 낙관하는 믿음이 숨어 있

었다. 또한 초기 물리적 계획이론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계획을 연
속적 순환과정으로 인식한다는 자체는 과거 청사진적 계획이라고 하는 전통적
계획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Taylor, 1998b).

3) 1970년대 - 상호교환적 계획이론(Transactive Planning)

1970년 이전에는 계획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종속변수로 보아왔다면, 1970년대

들어서는 인간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계획의 중심요소로 보기 시작하였다. 계
획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Dunn. 1971; Friedmann. 1973). 이 시기에 대표적 계획패러
다임으로서의 계획이론이라면 프리드만(Friedmann)의 상호교환적 계획이론
(transactive planning)의 등장을 들 수 있다(Friedmann, 1969).

상호교환적 계획이론에 따르면 계획관련 전문가들의 식견과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계획이란 계획가와 그 영향을 받는 사람 간 대화
(dialogue)에 기초한 상호 지속적 학습과정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주로 작은 소집

단을 형성하여 관계 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화의 과정은 계획가에게 당해 지역에
대한 계획행위를 위한 중요한 자원(resource)이 되고, 그러한 소집단 간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프리드만은 도시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 계획이라고 하는 역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명령계획(command planning)의 비능률성
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참여계획
(participant planning)을 가장 중요한 대안적 계획의 접근방법으로 여겼다
(Friedmann, 1973).

프리드만은 상호교환적 계획이론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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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역설하였다. 대화(dialog)로 의사전달의 기반이 형성되어 생각, 감정, 상호
갈등, 이해관계자들의 개별적 입장 등이 상호이해로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Friedmann, 1973). 이처럼 계획가와 주민간 협력과 상호이해를 가장 중요한 전
제조건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상호교환적 계획이론은 인간주의적(humanistic)
측면을 매우 강조한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의사소통적 계획이론 등이
태동하고 발달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향설정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Michael, 1974).

4) 1980년대 - 의사소통적 계획이론(Communicative Planning)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은 이전까지의

도시계획 개념을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의한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Mandelbaum, 1996). 즉, 다양한 유형의 구성요소와 상이한 특징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은 과거와 같은 일반지식의 보편적 적
용이 불가능하며, 결국 국지적이고 단편적이며 실용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확고한 일반지식보다는 사람의 인식과 이해가 행동으
로 이어지게 하는 인간의 신념, 이성 및 기술 등이 매우 강조되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을 기반으로 한 계획의 연구대상은 실무에서 실제
계획집행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양식이었다. 이는 계획을 설득력 있는 이야
기(persuasive story-telling)라고 정의한 경우(Throgmorton, 1996)와도 일맥상통하는
데, 실무에서 계획가가 어떻게 행동하며 고객과 어떻게 성실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가가 계획의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여겨졌다.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의 접근방
법을 통해 중요시된 당시 계획의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Healey, 1992).

∙ 계획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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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토론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는 데 초점을 둠
∙ 계획은 상호작용적(interactive)이며 해석적 과정임
∙ 본 이론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평가 및 재평가를 통해 자기성찰능력 개
발에 도움을 줌
∙ 그 방법은 상호 존중적 개인ㆍ문화 간 토론을 통해 가능함

5) 1990년대 - 신 도시주의(New Urbanism)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신 도시주의(New Urbanism) 운동이 전개
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 당면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교외화의 심화, 지나치게 무계획적인 시가지확산(Urban
Sprawl), 교통량의 폭증, 도시기반시설 공급의 한계와 비효율성, 분절적 녹지분포

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 및 경직된 토지이용 등이 당시 도시문제의 대세를 이루었
고 오늘날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기도 하다. 신 도시주의에 근거한 도시문제
의 해결대안으로써 전통적 근린모델(Neo-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공공공
간(public open-space)의 부활, 보행자 위주의 도시개발, 도심 부활 및 활성화 등이
중점적으로 제안되었고, 실제 많은 도시개발 사례에 적용되어 오늘날 21세기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신 도시주의는 작금의 계획적 패러다임으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스
마트성장(smart growth) 및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대중교통중심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등과 연계되어 최근까지 계획분야의 관심대상
이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신 도시주의 태동의 핵심은 좀 더 인간다운 커뮤니티
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세우는 것에 있었다. 새 도시 건설이 아닌 기존
도시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좀 더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정주공간으로 탈바
꿈하고자 하는 대표적 계획이론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신 도시주의가 실제 계획사례들에 적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미국이 당시 경험하던 도시 정주공간 변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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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이성과 연관이 깊다. 도시 내 주택노후화로 인한 도시이탈, 교외 커뮤니티
확산, 불필요한 교통발생, 기반시설비용 폭증, 교외 자연훼손 등이 여기에 속한
다. 과거의 도시민들이 버리고 간 황폐되고 잊혀져간 도시중심을 다시 되살려 도
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의 회복, 교통이동 최소화 그리고 세수회복(tax recovery) 등
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 대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상의 각 시기별로 계획패러다임을 구분하고, 그 대표적 특성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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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변천과정
시기

1960년대 초

계획
패러다임

물리적
계획이론
(Physical
Planning)

패러다임의 특성
-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며 사회·경제계획과는 달리, 토
지이용계획을 중심에 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 토지이용, 건물 및 입지, 형태 등에 대한 도시계획의 구
체적 실현수단으로 도시설계를 중요시 함
-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이상적 물리환경의 창출이라는 유
토피아적 규범가치가 존중됨

합리적
- 일반적으로 ⅰ)목표의 설정, ⅱ)가능한 대안의 산출 및
계획과정론
검토, ⅲ)각 대안의 파급효과의 예측, ⅳ)목표와 파급효과
의 비교, 및 ⅴ)최선의 대안선택의 5단계를 거침
1960년대 말 (Rational
Planning - 계획과정은 한번 결정이 끝이 아닌, 계획안의 성취도 및
효과분석을 거치는 지속적 선순환 과정으로 봄
Process)

16

1970년대

- 1970년대 들어 계획의 중심요소를 인간의 사회․심리적
발달로 봄
상호교환적 - 계획자체를 일종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라는 개
계획이론
념으로 파악하기 시작함
(Transactive - 계획이란 계획가와 그 영향을 받는 사람 간의 대화
(dialogue)에 기초한 상호 지속적 학습과정으로 봄
Planning)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계획(participant planning)을 가장 중
요한 대안으로 여김

1980년대

의사소통적 - 당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반영
함
계획이론
- 계획이란 일반지식과 같은 보편적 적용이 불가능하며 국
(Communica
지적이고 단편적이며 실용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봄
-tive
- 실제 계획가는 어떻게 행동하며 고객과 어떻게 성실하게
Planning)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가 핵심과제

1990년대

- 1980년대 후반부터 당시 당면한 복합적 도시문제의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새 패러다임 요구
교외화,
지나친 시가지확산, 교통량의 폭증, 도시기반시설
신 도시주의
공급의 한계와 비효율성, 분절적 녹지 및 경직된 토지이
(New
용 등
Urbanism) - 해결의 대안으로 전통적 근린모델, 공공공간의 부활, 보
행자 위주의 도시개발, 도심 부활 및 활성화 등을 주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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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분야에 정보기술활용 변천7)
20세기 중반 들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사회의 전

반적인 활동양식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정보화 사
회의 도래로 정보기술은 민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분야로까지 그 활용범
위가 넓어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정책 및 도시계획 등의 공공부문에도
활발한 적용 및 미래적 대안모색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1950년대 시작된 ‘시카고
지역교통연구(CATS, Chicago Area Transportation Study)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955년부터 도시계획분야에서 정보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진공관
컴퓨터를 이용한 도시 관련 자료의 분석 작업을 수행한 것이 그것이었다. 이어
본격적으로 공간계획 분야에서 정보기술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컴퓨
터기술이 보다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컴퓨터
관련기술의 고속성장 및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제 공간계획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더 이상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클로스터만(2000)8)은 1960년대부터 십년단위로 정보기술이 도시계획분야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도시계획의 사조변화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1960년대 - 데이터 구축

이 시대는 정보화 측면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개발과 더불어 각종 데이터
의 전산화와 이를 통한 업무 전산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주로 기존의 인쇄매체
7) 본 제목 이하에 제시된 내용은 <김정훈 외 5인, 2005, ‘유비쿼터스와 도시계획’, 도시정보 Vol.277,
pp5-8>에서 정리된 각 시대별 계획분야에 정보기술 응용변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에서 앞서 정
리된 각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흐름과의 관계 속에서 연계 및 재조합한 내용이다.
8) Klosterman, Richard E. (2000), "Planning in the Information Age",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JCMA: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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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 파일로 전산화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는 과거 일상적으로 반복적 작업들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마련된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지역경제학 등 계량도시계획 관련부문에서 우
선적으로 정보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 및 지역경제학 등에
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도시지역의 토지이용모형과 교통분석 모형
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도시계획가들의 지역경제
변화동향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그 분석결과에 있어 기대한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활용양상은 이 시기의 도시계획적 사조인 물리적 계획이론
(Physical Planning)과 맥을 같이하면서 하나의 응용분야로 개척되어 갔다. 즉, 기

존의 공간설계 중심의 도시계획적 분위기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응용과학으로서
계획의 한 분야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계획가들은 물리적 도시설계 등에 치중하고 있었음에도 정보기술 응용분야를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라보
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계획가들은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을 위한 가장 가치중립적이고도 효율적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
였다.

2) 1970년대 - 정보화에 의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측면에서 이 시기는 데이터의 ‘전산화’ 수준에서 탈피하여 ‘정보화’로
의 전환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이나 현상을 단순
히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정보화는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가공하고 체계
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에서 정보화로의 전환은 단순 업무처리
의 수준을 넘어 데이터의 가공·분석·요약을 요하는 의사결정지원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축, 저장 및 처리할 수 있게 됨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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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기술 자체의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계획가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기대는 각종 현실적 벽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60년
대 개발이 시작된 대규모 도시모형(Urban Models)과 연계된 정보시스템들이 컴
퓨터장비 미비, 데이터부족, 도시발전의 이해부족 등으로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
는 결과를 낳았다.
계획패러다임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시기는 1960년대 말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합리적 계획이론(Rational Planning Process)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
하기 시작한 때였다. 계획행위 및 과정의 가치중립성에 희망을 가졌던 당시 계획
전문가들은 계획이란 어차피 정책적 가치를 포함할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였다.
계획가들은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의견충돌 속에서 각종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제반 복잡한 문제점들을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계획을 계획과정으로 보는 데 대한 회의적 인식과 더불어, 정보기술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모형 등도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시
기였다. 일반적으로 기존 정책결정자나 시민들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정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하며 객관적이라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
면,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모형이나 예측치들은 절대적 진리나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인위적인 각종 가정(hypothesis)이나 전제(assumption)를 기반으로 하
면서 실제 완비 불가능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된 것이
다. 즉,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모형은 데이터 취사선택, 특정 방법론 선택 등
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한계점을 인정했고, 이는 정보기술을 도시계획에 응용
하는 것만으로 가치중립성 및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각인되기 시작
한 것이다.

3) 1980년대 - 계획가와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의 수단

1980년대에는 개인용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개발·보급으로 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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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쉬트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계획
가들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범위를 기존
도시분석 모형개발 등의 범위에서 탈피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시켜나갔다.
이 시기의 계획이론으로서 의사소통적 계획이론(Communicative Planning)과 그
맥을 같이 하며,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수집, 분석을 통해 각종 계획대안을 창출
하고, 각종 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통계데이터나 정량적 분석결과의 범위를 넘어 각계의 의
견,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주장도 주요 계획적 고려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하
였다. 계획가가 어떤 정보를 생산하느냐와 더불어 이를 어떻게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및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
를 들면, 계획가에 의해 도출된 장래 인구 예측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설명이 쉬
운 도표, 그림, 지도 등의 형태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는 기존의 정보기술의 활용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계획가와 주
민과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졌다. 계획사조의 측
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1970년대 중반이후의 상호교환적 계획이론 및 1980년대
의사소통적 계획이론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해 갔다.

4) 1990년대 - 지역적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수단

1990년대 부터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개인용

컴퓨터가 마치 가전제품처럼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용 컴퓨터가 모든 회
사, 가정 및 개인에게 싼 가격으로 보급됨으로써 일상생활에 깊숙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및 광대역 통신망이 보급되어 모든 컴퓨터에
연결되고, 개인과 가정은 이를 통한 컴퓨터 시스템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PC대중화 및 인터넷을 매개로한 네트워크 컴퓨팅(Network Computing)의 발전으

로 시공간 제약이 완화되고, 멀티미디어 기술, 가상현실 등 지식정보화와 관련된
기술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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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영향받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및 정책수행자들은
일상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지방정부
및 도시계획 관련 기관들은 컴퓨터에 의존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
고, 문서나 자료를 작성하는 일반업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등 계획 및 민원
관련 업무, 장기적 지역여건 분석 등 도시계획 관련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정보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계획이론과 연관지어 볼 때, 이 시기는 1980년대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의 개념
을 승계하고 발전시킨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대표적 계획패러다임으
로서 신 도시주의(New Urbanism), 즉 도심재생운동 및 전통적 근린모델의 적용노
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도시계획 결정이란 기존과 같이 계획가에
의한 전문지식 또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의 대화, 협력, 그리고 합의(Consensus building)를 통한 대안도출이 중시
되기 시작했다.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개별 재산권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도심
재생, 주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전통적 근린모델을 적용한 도시개발 등의 과정에
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간의 의사소통에 의한 합의도출은 매우 중요한 계
획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계획가들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상호 의견교환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PSS(Planning Support Systems), 인터넷 등 다

양한 정보기술 및 활용도구들을 의사교환에 적극 사용하게 되었다.

5) 2000년대 - 정보기술에 의한 생활양식 변화에 대처

정보기술이 60년대 데이터구축, 70년대 정보시스템 구축, 80년대 의사소통 수
단, 90년대 협력적 계획수단 등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기존의 정보기술이 도시분
석 기술 및 도구, 계획가와 이해당사자간 의사교환 및 협력적 계획수단 등에 제
한적으로 사용되어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일상화되어 가고 있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가상현실 적용기술 등의 발달이 도시민의 활동양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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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변화시켜 교외화 확산, 도심문화 활성화,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시공간 구
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식 외, 2002).
한편, 21세기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도시계획에서 난제에 해당하는 공간제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의 근본 대상이 되는 도
시공간의 제약에 의해 파생되는 다양한 현대도시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준다. 불필요한 목적통행 발생의 경감, 시민 친화적 토지이용계획으
로 제한된 도시토지의 비가역적 훼손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기타 주거환경 보
호, 물류 및 상거래 환경 합리화, 산업체계의 합리화 및 친환경산업 활성화, 자연
환경 보호체계의 질적 개선 등 다양하고 포괄적 부분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이 기
대된다.
20세기 이후 계획패러다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신 도시주의(New Urbanism) 등과 연계된 환경친화적

개발, 도시관리 효율의 극대화, 근린의식의 회복 등과 연계된 정보기술의 발달을
기대해볼만 하다.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혼합용
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신 전통주의 근린주구 설계(Neo-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등의 확대적용은 공간과 시

설의 복합화, 압축도시(compact city) 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원단위, 공급체
계, 공급망 등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정보기술 활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자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공간계획분야와 첨단정보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
한 도시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7년 정보통신부는 ‘u-코리
아 기본구상’을 내놓았고, 건교부는 2006년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계획기조
를 ‘유비쿼터스 국토기반 구축’이라 설정하였다. 과거 관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관련기술 등과의 협력적 발전에 역점을 둔
미래 정보기술의 발전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상과 같이 각 시기에 해당하는 계획패러다임별 정보기술응용과 관련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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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관해 개관하고, 각 시기의 개괄적 특성 및 계획패러다임과의 관련성 등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정보기술 응용 변천
시기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계획
특징
시 기 적
특 성
패러다임
키워드
물리적
◦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개발과 더불어 각종 데이터의
계획이론 공간데이터
전산화와 이를 통한 업무 전산화가 시작된 시기임
(Physical
구축
◦ 이 시기 도시계획적 사조인 물리적 계획이론과 맥
Planning)
을 같이하면서 하나의 응용분야를 개척
합리적
◦ 이 시기는 정보화 측면에서 특히 데이터의 ‘전산화’
계획과정론
부문에서 탈피하여 ‘정보화로’의 전환이 시작됨
(Rational
정보화에 ◦ 이러한 정보기술 자체의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계획
Planning
의한
가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기대는 각종 현실적 벽에
Process) &
정보시스템
부딪혀 난항
상호교환적
구축
◦ 1960년대 말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계획이론으로서
계획이론
합리적 계획이론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Transactive
제기함
Planning)
◦ 이 시기는 개인용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개발·
보급으로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등 사무용
계획가와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함
의사소통적
이해당사자(
◦ 계획가들의 역할은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정보기술
계획이론
stakeholder)
의 활용범위를 기존 도시분석 모형개발 등의 범위
(Communic간
에서 탈피함
ative
의사소통의
◦ 도시계획에서 통계데이터나 정량적 분석결과의 범
Planning)
수단
위를 뛰어넘어 각계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주장 등
도 중요한 계획의 고려요소로 등장함
◦ 이 시기는 정보기술과 관련해 가장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개인용 컴퓨터가 마치 가전제품처럼
일상화
지역적
신 도시주의
◦ 계획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1980년대 의사소통적
합의도출을
(New
계획이론의 개념을 승계하고 발전시킴
위한
Urbanism)
◦ 따라서 계획가들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상호 의견교
협의수단
환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해 GIS, PSS(Planning
Support Systems), 인터넷 등 다양한 의사교환을 위
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함

?

◦ 이제까지 정보기술의 놀라운 발전의 지속 및 가속
정보기술에
화로 도시민의 삶 자체의 변화가 야기되고 이로 인
의한 생활
해 도시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양식 변화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신
및
도시주의 등 2000년대 도시계획 패러다임과 조화된
도시구조의
환경친화적 개발, 도시관리 효율의 극대화, 근린의
변화 예상
식의 회복 등에 연계된 정보기술의 발달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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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9)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대도시들의 문제는 이미 앞 절에서 강조한 바대로 복
잡하고 난해하며 서로 얽혀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적절
한 문제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 도시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의 테두리를 뛰어 넘어, 전체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개별 관련 전문가들과
의 협력 및 상호연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호 복합적 현
대도시문제를 풀기 위해 이미 시민참여, 도시첨단화, 도시성장관리 등 다양한 도
시계획적 측면에서 해결방안 모색이 있어 왔다.
이러한 복잡한 도시문제 양산을 이유로 앞서 살펴본 계획패러다임의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이 현대의 첨단정보기술의 사회 전반적 적용에 의해 파
생되기 시작한 흐름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0세기 이후 신 도시주의로
지칭되는 가장 최근의 계획패러다임의 흐름에 의한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계획패러다임 변화 움직임의 배경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 및 응용확대

+
20세기 이후 신 도시주의 계획패러다임의 영향

+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시문제의 복잡성

21세기 계획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
- 도시첨단정보화
- 시민참여
- 지속가능개발
- 도시성장관리
- 입체화, 복합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총체적 현대도시문제 해결을 향한 과
제수행의 핵심은 앞으로의 도시문제 해결방향이 근본적으로 기존과 같은 개별적
해결노력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도시문제의 이해 및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9) 본 제목 이하에 제시된 내용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4정판)’, 보성각>에서 현대 도시
계획의 흐름에 관해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기술과 관련성을 추가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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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계획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이제까지 살펴본 각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변천, 계획분야에 정보기술활용에
관한 변천, 그리고 계획패러다임의 변화 움직임 등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볼 때,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에서 새로운 계획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첫째, 시대별로 다양한 계획패러다임의 적용이 있어왔으나 전체적 도시문제
해결의 위계로서가 아닌 각 시대별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
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계획에 대한 시대별 정보기술의 활용은 단지 각 시대별 계획패러다
임의 실현을 위한 정보분석 또는 의사교환 관련 보조적 활용 도구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근본적 도시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접근 노력은 계획의 복잡
하고 다양함 때문에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방향
은 도시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얽혀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도시의 계획부터 건설 그
리고 마지막 운영·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체계의 근거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1) 계획패러다임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한계

각 시대별 계획패러다임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근
본적 도시문제 해결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왔다고 판단된다.
1960년대는 1950년대 후반까지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 및 도시 삶의 질 훼손,

그리고 자동차 폭증으로 인한 전통적 전원주거지 질서의 파괴 등에 대한 처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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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 도시주의를 표방하였다. 도시를 하나의 물리적 객체로만 바라보고 도시설
계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이고 장기적 계획에 치우쳐 토지이용 및 도시의 물리적
형태 등에 한정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국, 유토피아적 도시이념과 결합되
어 이상적 도시구현에만 몰입한 나머지 당시 현실적 도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1960년대 말부터는 계획을 하나의 연속적이고 합리적인 과정(process)으
로 정의하여 목표설정부터 대안평가까지에 이르는 선순환과정으로 계획패러다
임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장기적 도시구상안의 기틀이 된
계획이론으로 계획은 시작과 마침이 없는 연속적 평가 및 적용과정으로 여겨졌
다. 이는 과거 물리적 계획에 치우친 청사진적 장기계획 관념을 수정하려는 노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등 단기 처방적이고 즉각적 계
획처방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한 현실적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70년대의 상호교환적 계획이론과 80년대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은 과거의 교

과서적이고 계획전문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관념이 계획가와 시민 상호작용으
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포스터모더니즘에 의한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영
향을 받았고, 이미 이 당시부터 도시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전문가 주도의 계획문
제 해결의 한계를 직시하기 시작하였다. 계획가의 단편적 전문지식에서 탈피하
여,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시민들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와 의사교
환의 과정에서 더 나은 계획대안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한, 오늘날 공청회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처
음으로 제기된 초기 시점이기도 하나, 기초개념 적용의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
여 시민참여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계획사조에 해당하는 1990년대부터의 신 도시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도시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상황을 심각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동차중심의 현대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
공해 주었다. 계획을 어떻게 보느냐에만 집중되어 그 한계에 머물지 않고, 직접
현실적 도시문제에 개입하여 자동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더 이상의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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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의한 개발가능지 소실을 막기위해 압축도시(Compact City), 도심지 재사용
운동 및 과거 60년대의 걸어 다닐 수 있는 전통근린주거의 부활 등을 강조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신 도시주의(New Urbanism)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개발용지
이용의 최소화, 도심 부활 및 과거 전통도시로의 회귀 등의 접근방법은 종합적
현대도시 문제를 바라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 정보기술활용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한계

도시계획에 대한 시대별 정보기술 활용의 변천사를 개관해 볼 때, 정보기술은
각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영향 하에서 해결책 제시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각 계획패러다임의 실현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분
석 또는 의사교환 관련 보조적 활용도구에 머물러 왔다고 볼 수 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개척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21세기 첨단정보기술의 발전은 도시민의 행태변화를 낳아, 결국 토지 및 시설

물 이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도시민 삶 자체의 양식변화가 도시공간의 토지
이용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쳐, 용도간 재배치, 재분화, 복합화 등이 진행 중이다.
주거, 생산, 여가, 이동, 교류 등 시민활동의 변화는 필요한 도시공간의 구조변화
로 이어져 이에 대비한 계획의 역할, 위상 및 수행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
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도로, 광장, 공원, 역사 등 대중 군집장소들이 과거
단일목적 이용공간에서 복합 공간화하여 시설이용, 문화, 만남, 여가, 정보제공
등의 복합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요구 충족을 위한
계획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앞서 각 시대별 계획분야에 정보기술활용 변천과정을 통해 보았듯이, 20세기
이후 지속가능개발, 압축도시개발, 용도복합화, 도심재개발 등이 중시되는 시대
적 흐름 가운데 고유한 전문영역(domain)과 계층 등의 벽을 허무는 계획과정에
있어서의 통합적 의사결정 기반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 계획, 비물리
적 계획, 첨단정보기술 계획 등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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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유비쿼터스기술 적용에 의한 통합적 도시문제 해결 필요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나, 현대도시

의 문제는 과거의 도시계획 패러다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범죄는 날로 급증해가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계층간 갈등, 가
용토지 고갈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출현하고 복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각종 도시문제와 변화하는 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통합적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문제해결의 체계화를 도모할 필
요성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소개되기 시작한 유비쿼터스 IT기술은 이러한 지금까지

의 도시계획․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공간과 비물리적 인간활동에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공간․기술이 조화되는
미래의 도시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틀을 거치지 않고,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진행중인
다양한 신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별적․경쟁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고
자 할 경우 디지털 난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시문제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도시를 계획․개발․관리함에 있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 및 융합하
는 것은 미래 도시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과 인간활동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u-City라는 새로운 영
역을 개척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u-City 계획체계의 수립 및 정비, 관련 법제의 수립 및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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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신 계획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첨단정보기술 적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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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개념 정립

이 장에서는 u-City 계획체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계획체계
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u-City, u-City 계획, u-City 계획체
계의 개념을 순차적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u-City 계획대상 영역과, u-City 계획체계
의 특성과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한 가능
성으로써 u-City 계획체계의 특성 및 역할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 장에서 제시된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는 4장의 u-City 현황 및 사례분석, 5장의 u-City 계획체계
정비방안 수립의 기본 틀로 활용된다.

1. 계획체계의 개념 고찰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획체계(planning system)’란 용어의 개념을 명확
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계획체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학문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국내외 논문 검색을 수행하였다.
먼저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인 구글(www.google.com)을 활용하여 용어검색을
수행하였다. 구글에서 계획체계에 대한 영문용어인 "planning system"으로 검색한
결과,

주로

영국

등

도시계획

분야에서

공간계획의

수직적

위계

(national-regional-local) 및 각 위계별 계획의 내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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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다음으로는 공간계획 분야의 학술적인 관점에서 계획체계란 용어가 어떻게 사
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논문자료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였다. 국
내 논문검색 결과10), 주로 국토-지역-도시계획의 위상관계 및 주요 계획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국외 논문검색 결과11), 미국보다는 영국이
나 유럽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간계획의 위상구조 및 내용 등에 대
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획체계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계획체계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념정의는 찾
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로도 용어사용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
는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 등과는 달리 공간계획의 수직적 위상구조
(national-regional-local)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획체계라는 용어의 사용은 상대적

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도시계획은 개별 주정부의 법에 따라
각 도시가 도시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형태이지만,
도시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통기준 및 표준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종합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획체계라는 용
어의 사용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획체
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계획체계란 위상구조와 계
획의 목표, 내용, 주체, 수립 및 집행절차 등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규정한 틀
(institutional framework)”이라고 정의한다.

2.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및 계획대상 영역
1) u-City의 개념
10) “한국학술정보DB”에서 “계획체계”로 제목 및 주제어 검색
11) “Environment & Planning” A에서 D까지 “planning system”으로 제목 및 주제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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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

지 분명한 사실은 u-City는 현실 공간속에서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 공
간과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u-City는 현실공간을 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이
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u-City의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 및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u-City에 대한 개념을 전
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시에 대한 개념정의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도시
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적(dynamic)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일관된 관점에
서 개념화하기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도시에 대한 개념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도시의 구조나 구성요소 또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2005)12)에서
는 도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정주공간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
석한 연구로는 Doxiadis(1967)의 연구가 있다. Doxiadis(1967)는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를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1차적 요소로 ‘인간(man)’,
2차적 요소로 ‘사회(society)’와 ‘자연(nature)’, 그리고 3차적 요소로 ‘네트워크
(networks)’와 ‘쉘(shells)’을 들었다.
‘인간(man)’은 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을 의미하

며, 여기서 생물적 요구(biological needs)․인식(sensation and perception)․감성적
요구(emotional needs)․도덕적 가치(moral value) 등을 가진다. ‘사회’는 고유한 특
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사회를 의미하는데, 이에는 인구․사회계층․문화․경
제․교육․보건 및 복지․법제도 및 행정 등이 포함된다. ‘자연’은 인간의 인위
적인 개발이나 경작을 통해서 그 특성이 변경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환
경을 의미하며, 지형․토양․물․동식물․기후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는 인
간정주 기능을 지탱해 주는 인위적인 시설체계를 의미하는데 상수도, 전기, 교통
12) 최병남 외4인. 2005.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時空自在도시 구현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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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통신체계, 하수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쉘’은 사람이 들어가 거주하거나
동물․기계․물품 등을 수납하는 구조체를 의미하며, 주택․공공시설․상가․
여가시설․행정시설․산업시설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4)에서 도시의 구성요소를 ‘시
민(citizen)’, ‘활동(activity)’, ‘토지(land)’, ‘시설(facility)’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며, 도시의 생활
주체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동시에 도시공간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그리고 ‘활동’은 도시로 모여든 개개인의 사람들이 생존과 이익을 위
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시적 활동으로서 도시공간을 분리하거나
도시공간에 특성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토지나 시설물의 이용을 결정하고 변화하
게 만든다. 다음으로 ‘토지’는 인간의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판으로서 도
시의 입지와 활동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게 되는 물리적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은 주거, 상업, 공업 등 모든 활동에 필요한 인공적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공간의 개념이나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또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이 연구는 도시공간을 정보기술의 적용대상으로써 구
분한다. 각종 첨단정보기술을 도시공간에 도입․적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에서 제시한 도시의 구성요소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다는 전제 하에

도시공간을 시민, 활동, 토지, 시설로 구분하고자 한다.
u-City는 위와 같은 기존 도시의 구성요소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이를

지능화13), 네트워크화14), 사이버화15)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림 3-1>에서 보

13) 지능화는 국가나 지자체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시의 시설물에 전자칩이나 센서를 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네트워크화는 사이버화된 도시와 지능화된 도시를 논리적․물리적으로 연계․통합하는 것을 의미
한다.
15) 사이버화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도시 전체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현실도시와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컴퓨터 속에 저장․관리하고 논리적․물리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정보를 처리 및 서
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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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토지, 시
민 활동, 시설에 u-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기능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1> u-City의 개념도

출처: 국토연구원. 2005.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p66(수정)

비록 u-City의 보다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이
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u-City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과 상충되는 새로운 개념
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념
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u-City에 대한 개
념적 정의는 이 연구의 선행연구인 국토연구원(2006)의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 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
u-City를 ‘유비쿼터스 기술로 기존의 도시공간 기능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시’로 정의하고자
한다16)
16) 국토연구원. 2006.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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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u-City의 개념 및 구성요소가 기존 도시공간의 그
것과 분리될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u-City 계획의 개념
또한 도시계획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는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유입을 가져오고 이촌향도 현상을 가
속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도시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비하여 도시의 환경
이나 기반시설 등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도시는 과밀화로 인한 주택부족,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족 등의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국가에서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
기 위한 도시계획의 개념이 태동하여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주요 이념과 패러다임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많은 변화
와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의 물
리적 계획이론 및 합리적 계획과정론, 1970년대의 상호교환적 거래이론, 1980년
대의 의사소통적 계획이론, 1990년대의 신도시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
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이론과 패러다임도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
며, 엄밀하게 말하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패러다임은 계속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시민참여 및 개발주체의 다양
화, 입체적 토지이용 관리, 탈산업화 및 첨단정보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
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도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첨단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u-City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u-City는 도시 공간과 인
간 활동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기술-공간의 융합되는 제3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u-City계획은 이와 같은 u-City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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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매개체이며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u-City의 개념자체가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u-City 계획에 대한 구체화된 범위와 구성요소 등
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와 범위
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u-City의 구현을 위해서는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u-City 계
획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u-City계획 자체에 대한 체계화
되고 구조화된 관점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u-City 계획체계’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계획체계를 유비쿼터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위상구조, 계획대상, 비전 및 목표, 내용, 추진주체, 계
획수립 및 집행절차 등을 정의한 법제도적 틀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 및 구성요소 등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 u-City 계획대상 영역

이미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u-City의 중요성이 각인되기 시작하였
고, 현재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u-City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City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추진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관
점에서 상이한 기준 및 요건으로 u-City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City 구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유비쿼터스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공간
계획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환경
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기술 인프라 구현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도시의 비물리적 활동 및 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정보화 및 정보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은 각각의 영역은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연계없이 개별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장∙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개념 정립

37

<그림 3-2> u-City 관련 업무 영역

따라서 u-City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u-City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계획적․제도적 관점에서 정의한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전통적인 업무 및 정책 관점에서는 이들 영역이 타 분야와의 중첩 또는
연계없이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나, u-City의 관점에서는 인간활동, 도시공
간, 정보기술의 상호작용(Human-computer-environment interaction) 및 융복합
(Integration and fusion)이 발생하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며, 이는 곧 공간계획, 정

보기술계획, 행정 및 대민서비스 계획 부문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임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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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u-City 계획대상 영역

즉, u-City 계획은 <그림 3-3>에서 융복합 영역17)에 해당하는 유비쿼터스 공간
(ubiquitous space)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각종 계획 및 법제도에서

아직 규정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u-City 계획은 새로이 대두되는 유비쿼터스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

리방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제반 도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효
율성, 편리성, 자립성, 쾌적성 극대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17) 김도년. 2007. “도시설계(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유시티 방향 설정” 「u-City 건설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설정 연구」한국토지공사. pp 9-10 참조. 정보기술영역과 물리적 영역의 상호작용
(Computer-Environment Interaction)이 발생하는 영역은 정보화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
이며, 비물리적 인간활동 영역과 물리적 영역의 상호작용(Human-Environment Interaction)이 발생하
는 영역은 사회경제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물리적 인간활동
영역과 정보기술 영역의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이 발생하는 영역은 사회경제계획과
정보화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활동, 도시공간, 정보기술의 상호작용
(Human-Computer-Environment Interaction)이 발생하는 영역은 사회경제계획과 도시계획 그리고 정보
화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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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City 계획체계의 특성과 구성요소
1) u-City 계획체계의 특성

u-City 계획체계는 u-City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u-City 계획체계가 가져야 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u-City 계획체계는 포괄성을 지녀야 한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들이 앞 다
투어 u-City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신도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도 u-City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u-City 계획체계에 대한 공통된 개념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u-City 계획체계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
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비전과 지원정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u-City 계획체계는 구체성을 지녀야 한다. u-City 구현과 관련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처한 환경적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점을 계획에 반영
할 수 없다면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u-City 계획체계는 각 지
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특색있는 u-City를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동시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u-City 계획체계는 융합성을 지녀야 한다. u-City는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
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이를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u-City 계획은 기존의 공간계획과 정보기술계획의 성격을 공히 반영하는 한편 물

리적 공간, 비물리적 활동,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도시공간의
구현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독자적 영역으로 존재하는 분야들간
의 상호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u-City 계획체계는 역동성을 지녀야 한다. 전통적인 공간계획인 국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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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은 최대 20년의 장기적인 계획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
나 u-City 계획의 경우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급변하는 정보기
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계획기간을 짧게 함과 동시에 계획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u-City 계획체계는 형평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
서 극심한 공간적 불균형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
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정
보화 수준에 있어서도 지자체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가 처한
여건이 상이한 만큼 모든 지자체의 u-City를 동등한 성격과 수준으로 개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u-City 추진시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지역간 정보화 격차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체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

u-City가 지향하는 비전을 달성하고 u-City 계획체계가 가져야 하는 특성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u-City 계획체계를 크게 계획대상, 계획구조,
계획위계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은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시민, 토지,
시설, 활동을 u-기술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u-시민’
은 휴대용 컴퓨터 및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자유로운 미래사회의 도시민이다.
‘u-공간’은 기 구축된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와 건축물 관련 DB를 통합하

고 도시공간을 컴퓨터상에서 3차원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u-인프라’는
IT와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되어 구현되는 새로운 개념의 유비쿼터스화된 도시기

반시설을 의미한다.
‘u-서비스’는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하여 u-City에
제 3 장∙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개념 정립

41

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
구분
u-시민
u-공간
u-인프라
u-서비스

주요 내용
u-City의 행위주체
2차원 및 3차원 공간
도시기반시설 및 u-IT 인프라
유비쿼터스화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다음으로, u-City 계획체계의 계획구조는 계획이 그 자체로서 완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 내용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계획주체(who), 계획범위
(where), 계획목표(why), 수립주기(when), 계획내용(what), 계획집행(how) 등과 같

은 6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계획주체(who)’는 u-City 계획의 수립권자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를 규정한

다. u-City계획이 법정계획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과 집
행에 대한 행위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계획범위(where)’는 u-City 계
획이 효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계획목표(why)’는 계획이 제시해
야 할 장기적인 비전과 세부 추진목표를 의미한다. 개별 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u-City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곧 전체적인 혼란과 비효율을 의
미한다. 따라서 목표(why)는 u-City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계
획내용(what)’은 u-City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콘텐츠를 규정한다. 이를 통
해 u-City 계획의 내용적 범위 및 타 계획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수립주기(when)’는 u-City계획이 지속되는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계획집행
(how)’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을 규정한다. 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반 사항 및 요건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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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u-City 계획체계의 계획구조
구분

주요 내용

계획주체(who)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

계획범위(where)

공간적 범위

계획목표(why)

장기적인 비전 및 세부 추진목표

수립주기(when)

시간적 범위

계획내용(what)

추진대상 및 내용적 범위

계획집행(how)

수립‧승인‧집행‧평가‧환류 절차, 재원조달 방안

마지막으로, u-City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전 및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
방정부 차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계획과 지방 차원의 계
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수직적 위상구조를 가져야 한다. u-City계획의 위상구조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단위사업으로 구성되는 3단구조가 바람직하다. u-City 종
합계획은 국가차원에서 u-City의 공통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포함하는 계획을 의미한
다. u-City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기본방향 하에 지자체가
각자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한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며, u-City 사업계획
은 u-City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다.
<표 3-3> u-City 계획체계의 위상구조
구분
u-City 종합계획
u-City 기본계획
u-City 사업계획

주요 내용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고유 계획
개별 사업별 실행계획

이를 종합하여 보면 그림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City 계획체계는 u시민, u-공간, u-인프라, u-서비스를 계획대상으로 하여 이를 체계적인 계획구조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 걸친 계획위계에 반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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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u-City가 추구하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각종 u-City 사업들은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없이 시행되어
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u-City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이와 같은 u-City 계획체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림 3-4>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

끝으로 이 장에서 제시한 유사 용어에 대한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장을 종합하고자 한다.
먼저, u-City는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시민, 활동, 시설, 토지에 유비쿼터
스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u-City 계획은 u-City를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매개체이며 실천적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지할 점은 u-City 계획이 u-City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계획이 도시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
과 동일한 이치이다. u-City 계획은 u-City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적이
고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u-City 계획체계는 현재 우리가 직
면하고 있는 u-City 계획에 대한 불명확함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
안하는 대응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u-City계획체계는 저마다 다른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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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계획이라는 용어와 차별성을 둠과 동시에,
u-City 계획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규정하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u-City 계획체계는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사람,
토지, 시설, 활동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화하기 위하여, 기
존의 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획, 비물리적 계획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관
련 계획 및 업무를 u-City 계획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
공간의 효율성, 편리성, 자립성, 쾌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u-City 계획체계는 궁극적으로는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
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한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 계획구조, 계획위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3-5> u-City 계획체계 정립을 위한 도시모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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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관련계획 및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u-City와 관련된 계획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u-City 관련계획 및 법제도는 u-City의 계획대상 영역인 물리
적‧비물리적‧정보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u-City 관련사례는 u-부산, u광교, u-파주‧운정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관련계획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앞장에서
제시한 u-City 계획체계와 같이 u-City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갖추고 접근하는 경
우는 없었다. 이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u-City 계획체계
정비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u-City 관련계획 현황
u-City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u-City의 구현을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City의
비전 및 역할과 관련해서는 개념적인 수준(conceptual level)에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u-City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ity의 구체적 계획대상 및 계획내용 등과 관련해서 운영적
인 수준(operational level)에서는 아직 일관된 견해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향
후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u-City의 세부적인 계획대상, 구현범위, 행위제한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시적인 수준(micro level)으로 u-City와 관련된 계획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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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관련계획의 세부항목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
가 있다. 그러나 u-City와 관련된 계획을 거시적인 관점(macro level)에서만 분석
할 경우, 관련 계획의 나열에만 그쳐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질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u-City의 계획영역 및 대상을
바탕으로 하여 준미시적(semi-micro)인 관점에서 u-City와 관련된 기존계획의 현
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u-City의 계획
대상 영역인 물리적, 비물리적, 정보기술 영역에 관련된 계획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계획이 u-City 계획대상인 u-시민, u-공간, u-서비스, u-인프라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때 분석의 범위는 중장기 법정계획 및
해당 근거법률과 개별 단위행정업무 및 해당 근거법률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 u-City 관련계획 및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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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City 관련 중장기 계획

(1) 공간계획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을 의미하며,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부문별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
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지역계획은 특정
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수도권
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을 지칭
한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
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이다. 그리고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를 ｢도
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의 위상적 구조로 규정하고 있
으며, 이들 각급 계획들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도시
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각종 행
위 규제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기반시설,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된다.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은 도시의 토지를 주
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도시
계획시설사업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
설18)”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수립되는 계획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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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는
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산
촌·어촌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
흥 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
물,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림 4-2> 기존 공간계획체계

(2) 정보기술계획

정부는 범국가적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정보화

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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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재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몇 차례의 계획 명칭 및 기조 변경을 거쳐 현
재는 「u-Korea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중이며, 유비쿼터스 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 정보화추진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재정, 교육, 과학
등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는 「지역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
보화 추진을 위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
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이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지
자체가 각자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존해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전자적 업무처리, 전자적 정보관리, 전자적 대민서비스
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산하의 전자
정부전문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림 4-3> 기존 정보화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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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우리나라의 정보기술계획
구분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전자지방정부 구현

재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전자감사체계 구축

통일북한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전자국회 구현

형사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외교통상정보화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행정정보 공유 확대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농림정보화촉진시행계획

계획
유형

산업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환경정보화촉진시행계획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국가복지 종합정보서비스
국가정보화 산업인력정보화촉진시행계획 지역정보화
전자정부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여성정보화촉진시행계획
추진계획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정보화촉진시행계획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해양수산정보화촉진시행계획
기업지원단일창구(G4B)서비스
법령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안전관리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입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정비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외교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국방정보화촉진시행계획
공안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보호정보화촉진시행계획

대상
범위

범정부

근거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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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자체

범정부

개별 부처

자치조례

전자
정부법

전자정부법, 개별법

2) u-City 관련 단위 행정업무 및 법제도

「국토기본법」 제1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
여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문별 계
획의 구분 및 유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간계획 및 정보기술계획에
서 다루지 않은 기타 u-City와 관련된 법제도는 u-City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단위 행정업무와 연계된 것이다. u-City와 관련된 단위 행정업무는 다양하게 분
류가 가능하며, 또한 분류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의 마련도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u-City와 관련된 단위 행정업무도 관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인 u-시민, u공간, u-인프라, u-서비스와 관련된 도시개발 및 정보통신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림 4-4> u-City 관련 행정업무 및 법제도

먼저 「도시개발법」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률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규정한다.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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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정되기는 하나, 해당 지역의 인구, 토지, 기반
시설, 보건복지, 환경 등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u-공
간, u-인프라, u-서비스 전반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
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 등을 규정한 법률로, 이 또한 해당 지역의 인
구, 토지, 기반시설, 보건복지, 환경 등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u-공간, u-인프라, u-서비스 전반과 연계되어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 등에 특화된 도시를 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일반적인 도시의 성격과 다소 차
이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도시의 각종 구성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u-공간,
u-인프라, u-서비스 전반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한 법
률로, 주로 토지와 시설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u-공간 및 u-인프라와 관련되어 있
다.
「교통체계효율화법」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간의 효율적인 교
통체계를 촉진하고 그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로, 주로 교통시설과 교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u-인프라 및 u-서비스의 구현과 연계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한편「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
의 용도를 규정하는 법률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요건과 기능을 규정한다는 점에
서 u-인프라 및 u-서비스의 구현과 연계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
전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통신시설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u-인프라의 구현과 연
계되어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u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
의 컴퓨터에 의해 수집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u-서비스
와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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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법제도와 u-City 계획의 관련성

기존의 공간계획, 정보기술계획, 관련 행정업무 등과 u-City 계획의 관련성은
<표 4-2>와 같이 계획의 대상 및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u-City 계획대상 측면에서는 u-시민, u-공간, u-인프라와 u-서비스로 구분
할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대부분의 공간계획은 주
로 u-인프라와 u-서비스와 관련하여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u-시민과 관련된 내
용은 기존 계획에서 주로 지표계획의 수준에 머물러 장래 계획인구추계에 의한
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계획 등에 한정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등
대다수의 정보화계획들은 u-인프라와 u-서비스의 구축 및 제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 기타 개별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u-City 계획대상은 앞 절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각 계획들의 역할측면에서는 u-City에 대한 기본구상, 인프라 및 서비스
의 공급 및 배분, 구체적인 규제사항 및 지침제공 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 및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청사진을 제공하는 계획들은 u-City에 대한 기본구상, u-인프라 및 u-서비
스의 공급 및 배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세부적
인 행위제한사항을 다루는 계획은 u-City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제시할 수 있
다. 한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전자정부계획,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등 정보기
술계획은 해당 지역의 u-City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u-인프라 및 u-서비스
의 공급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업무 및 특정사업
등의 경우 u-City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행위규제 사항 등과 관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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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u-City 계획대상별 관련 법제도
계획 계획
영역 범위
국토

공간 지역
계획

관련 계획

근거 법률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도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전자정부구현계획
u-IT 839 전략
부처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행자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국가

정보
통신
부처
계획
지역

대상

역할

u-공간,
u-서비스,
u-인프라

기본구상,
공급/배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u-공간,
u-인프라

공급/배분,
규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u-서비스,
u-인프라

공급/배분

정보화촉진기본법,
부처별 개별법

u-서비스,
u-인프라

공급/배분

국토기본법
도종합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
수도권정비계획,
성에관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지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
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의 내용 및 승인,
토지수용,
간설시설의 설치 등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
기업도시 정주여건의 개선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행정
업무
및
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개발‧보급 등

u-서비스,
u-인프라
u-공간,
u-서비스,
u-인프라

공급/배분
공급/배분

택지개발촉진법

u-공간,
u-서비스,
u-인프라

공급/배분

기업도시특별법

u-공간,
u-서비스,
u-인프라

공급/배분

개발제한구역법

u-공간

교통체계효율화법

u-서비스,
u-인프라
u-서비스,
u-인프라

공급/배분,
규제
공급/배분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등

전기통신사업법

u-인프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u-서비스

규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

u-서비스

규제

전자문서의 활용,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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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배분,
규제
공급/배분,
규제

4)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현재 u-City 구현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체계는 아직 수립‧시행되고 있지 않으
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별
도의 u-City 계획체계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이며, 향후 전국의 u-City 개발사업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은 u-City의 계획, 건설, 관리,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u-City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며, 법의 주요 구성과 해당법률
에서 제안하고 있는 u-City 계획체계 및 주요 계획내용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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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유비쿼터스도시계획및건설등의지원에관한법률의 구성
1장
총칙

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목적]
[정의]
[적용대상]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청회의 개최]
[종합계획의 확정]
[종합계획의 변경]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검사]
[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공공시설의 귀속]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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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보조 또는 융자]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의 양성]
[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시행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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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u-City 계획체계 및 계획내용(안)
계획유형

유비쿼터스도
시종합계획

유비쿼터스도
시계획

유비쿼터스도
시건설사업계
획

유비쿼터스도
시건설사업실
시계획

계획내용
1.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유비쿼터스도시의 상호 연계 및 체계적 정비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10.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도시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4.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6.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 및 인접지역의 유비쿼터스도시기능의 상호 연계 및 통합정비에 관한 사항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9.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유비쿼도시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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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ity 추진사례 분석
1) u-부산

(1) 목표

u-부산은 차세대 u-기술을 항만, 교통, 관광, 컨벤션 등 도시의 주요 인프라에

적용시켜 지역산업 구조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u-City 선점을 통한 부산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 4-5> u-부산 개념도

자료: http://www.busan.go.kr/

(2) 주체

대부분의 u-City가 신도시건설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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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반해,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u-City로 구현하기 위한 비전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유시티정책팀을 신
설하고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u-City 구현을
위한 별도의 법정계획 또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상
의 문제로 인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의 기
획 및 추진과 관련해서는 u-부산포럼, u-City포럼 등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 내용

주요 추진내용은 u-Port, u-Traffic, u-Convention, u-Health, u-방재 등 5개 분야이
다. u-Port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항만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항을 출입하
는 화물차와 컨테이너 등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주요 도로 및 고속도로 톨게이
트 등에 리더기를 부착하여 화물의 이동경로를 손쉽게 파악하고자 한다.
u-Traffic은 지능형 교통정보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 안내, 택시

정보화, 주정차,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u-Convention
은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컨벤션 주관사가 참관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약 및 등록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u-Health는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건강모니터
링과 원격진료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다. u-방재는 살기좋은 안전한 도시를 구
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4) 범위

u-부산 구현사업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시 u-City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

며, 기존의 부산광역시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5) 수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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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부산의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
(2006∼2010)에는 교통, 관광/컨벤션, 헬스, 항만 등 4개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한

다. 2단계(2008∼2010)에는 안전, school, 관제센터서비스 개발, 2010 u-Expo 개최
등으로 추진한다. 3단계(2010∼2012)에는 환경, Vally, 엔터테인먼트 분야별 서비
스를 개발한다.

(6) 집행방법

u-City 비전은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부산시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

야를 시작으로(Protecting the Core), 타 도시/국가와 차별화 된(Changing the Game)
u-City로 확산해 나가, 부산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Creating the New) 할 수 있도

록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간다. ‘흐름과 연결의 유비쿼터스 Gateway’라는 부산
u-City의 비전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4대 솔루션 영역을 중점 추진하는데,

단기 추진 4대 솔루션 영역은 u-Port, u-Traffic, u-Convention, u-Health가 해당된
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4대 솔루션의 구현을 통하여 u-City의 기반 인프라를 확보
한 후, u-School, u-Security, u-Environment, u-Home 등의 시민의 실생활과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2) u-광교

(1) 목표

u-광교는 도시공간과 첨단 IT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u-City 개발 패러다

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간적 제약을 탈피한 실제공간과 전자공간의 유기
적 연계를 통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경기 남부의
자족형 지능기반 첨단 혁신 신도시를 지향한다. 아울러 정보기술발전과 효율적
인 자원 활용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방향 제시를 도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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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u-광교 개념도

자료: http://www.gwanggyonewtown.or.kr/

(2) 주체

광교 u-City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u-City 구현만을 위한 별도의 추진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원시, 용

인시, 경기지방공사 등을 포함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추진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에 따
른 것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지방경찰청 등의 유관조
직이 포함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u-City 구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다.

(3) 내용

광교 u-City는 9개 영역의 공공서비스와 통합정보관리센터, 통신인프라의 구현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u-교통, u-시설물관리, u-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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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재, u-환경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행정과 관련해서는 u-City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민원무인발급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분야
에 관해서는 u-교육, u-의료, u-포털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
인프라 차원에서 광교 자가망을 구축하며, 정보관제센터로서 통합정보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4) 범위

광교 u-City는 광교신도시 사업대상지역이며,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1,278,267㎡, 수원 88%, 용인 12%)이다.

(5) 수립시기

광교 u-City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에 결쳐 추진된다. 1단계(2007∼
2009)에는 u-도시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고, 2단계(2009∼2011)에는 u-활용 서비스

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2012∼2015)에는 u-업무/상업/산업 서비스 구축
을 도모한다.

(6) 집행방법

광교 u-City에 대한 접근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공간 및 이용자 중심
의 u-City 핵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교신도시의 도시공간 구조와 조화를 이루며,
입주하는 시민, 기업, 공공기관 등 u-City의 이용자에게 실질적 활용가치가 있는
핵심 u-서비스(Valued Service)를 제공함으로서 광교신도시 u-City의 성공적 선 순
환 체계확보를 도모한다. 융․복합화된 새로운 u-City 개발 패러다임 확립을 위
해서는 기존 u-City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IT․유무선통신 인프라의 전자
공간과 도시공간의 융․복합을 도시건설의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함으로
써 새로운 u-City 개발 방안을 확립하고,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성 높은 새로운
u-City 개발을 추구한다.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발전 모델 정립을 위해서는 경

기도 발전전략에 맞추어 광교 u-City모델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인근 u-City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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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남부 지역의 자족형 지능기반 첨단혁신도시로 탈바꿈
해 가는 발전모델을 수립한다. 자족 가능한 광교 u-City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서
는 광교신도시의 u-City 구축과 함께 민․관․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광교형 운영수익모델 발굴과 재원조달방안 수립을 통해 광교신도시가 장기적이
고 지속적으로 u-City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3) u-파주‧운정

(1) 목표

u-파주‧운정은 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족성 강화, 공공/민간 서비

스 활성화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운영 효율화를 통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림 4-7> u-파주운정 개념도

자료: http://paju.ju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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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u-파주‧운정은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택

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와 대한주택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내용

파주‧운정 u-City에 구축될 서비스는 기존 도시 현안과 파주운정의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둔 u-인프라 기반의 차별화된 u-서비스들로 구성된다. 7대 공
공서비스 부문으로 u-교통, u-환경/물순환, u-안전(방범/방재), u-보건복지, u-카드,
u-포털, UIS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대 민간서비스 부문으로 u-주거, u-교육, u-

업무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 서비스로는 u-물류/교역, u-상업, u-클러
스터 등이 있다.

(4) 범위

u-파주‧운정의 대상지역은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지구이며, 경기도 파주시 교

하읍 동패·목동·야당·와동·당하·상지석·다율·교하리 일원(9,549천㎡)이다.

(5) 수립시기

u-파주‧운정의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

단계(2006~2007)에는 ISP 및 실시설계가 수행되며, 2단계(2007~2008)에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통합작업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2008~2009)에는 구축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운영 및 이관이 수행된다.

(6) 집행방법

u-파주‧운정은 u-인프라, u-서비스, 도시통합센터의 구축을 통해 u-City의 구현

을 도모하고 있다. u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업무·상업·산업지구에 대하여 3대 u-인
프라(u-도시인프라, u-물류인프라, u-클러스터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u-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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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는 주요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며, u-상업 · u-물
류 · u-산업단지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발굴한다.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교통·방범/방재·시설물 관리 서비스를 파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북부권
신도시 건설 시 운정 도시통합센터 활용하고, 통합센터 규모의 확장을 도모한다.

4) 사례 종합

이상과 같이 u-부산, u-광교, u-파주운정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u-부산을 제외하고는 택지 및 신도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u-City가 추진되고 있다. u-City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대부분 지역경쟁력 강화

와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주체는 해당 지자체 및 개발사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
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부가하여 민간부문의 서비스
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추진방법도 지역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주목할 만 한
점으로는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틀에 의하여 추진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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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u-City 추진사례 종합
u-부산
목표

u-광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질 향상

도시공간과 IT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 혁신 신도시 구
현

u-파주운정

산업경쟁력 강화 및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추진
주체 부산시(유시티 정책팀)

팀(수원시, 용인시, 경기지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방공사)

u-Port,

u-Traffic,

내용 u-Convention, u-Health, u-

방재

u-교통, u-시설물관리, u-방
u-환경시스템, u-교통, u-환경/물순환, u범/방재,
u-City 도시관리시스템 구 안전(방범/방재), u-보건복
전자민원무인발급기 지, u-카드, u-포털, UIS, u축,
도입, u-교육, u-의료, u-포 주거, u-교육, u-업무 등
털시스템

범위 부산시
수립
시기

2006-2012년

집행 핵심분야부터
방법 추진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
파주시 교하읍 일원
형동 일원
2007-2015년

2006-2009년

단계적으로 민관 협동 운영수익모델 공공소비스 및 민간서비스
발굴
의 확대

3. u-City 관련 법제도 및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기존의 공간계획 체계에는 u-City의 구현과 관련된 계획대상 즉, u-시민, u-공
간, u-인프라, u-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래의 정보화도시에서의 계획대상은 기존의 산업화도시에서의 계획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u-City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계획대상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고 u-City 계획체계상의 계획대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도시
계획체계 내에서 수정 보완하거나, 향후 제정될 u-City 관련법을 준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물리적 부문계획에서 다루는 각 부문의 정보화는 국가정보화 및 부처
별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행정업무의 능률성 및 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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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경제계획의
각 부문에서는 u-City의 구현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각종 u-서비스의 체계적인 발굴 및 제공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존의 정보기술 관련계획은 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인프라 및 기술의 개발, 관련 산업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전자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계획 측면에서도 u-정보서
비스의 구현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정보기술을 물리적 공간에 투영하기 위한 구
체적 방안에 대한 언급없이 각종 u-정보서비스만 나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비
쿼터스 컴퓨팅 이전의 정보화는 현실 공간의 모습과 활동을 컴퓨터 내에 구현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현실 공간에 컴퓨팅 능력을 부
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u-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계획과의 연계
또는 결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고유업무 관점에서 접근하
여 타 부처의 고유업무와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u-City의 속성상 다양한 부처의 수평적 협력과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조체계

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획안은 해당 부처 중심의 수직적 업무
구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 부서 중심의 수직적 위상구조는
‘사람-사물-기술’의 융합을 토대로 하는 u-City의 구현에 적합하지 않으며, 빠르

게 변화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차세대 정보화를 주도할 새로운 물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유비쿼터스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자체들이 낙후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u-City의 구현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전체에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u-City 구현사업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모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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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자체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비전과 계획하에 u-City의 구현을 추진하기 보
다는 택지개발사업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설치 등 단편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즉 유비쿼터스 기술이 새로운 차세대 정보기술로 급성장하고 있
기는 하나, 이를 현실공간에 적용하여 구현하기에는 아직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
은 측면이 있다. u-City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구체적인 구축 방법 및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물리적 도시환경에 어떻게 반영하고 대처할 것인
지에 대한 도시개발의 표준모델 등도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되어, 이로 인한 디지
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u-City 구현사업은 체계
적인 기준 및 근거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u-City와 관련된 개별법의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신규로 추진중인 ‘유시티건설지원법
(안)’은 u-City 건설사업 지원 성격이 강하여 계획적인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수

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u-City 계획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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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이 장에서는 u-City 계획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u-공간, u-시민, u-인
프라 그리고 u-서비스 등의 u-City 계획대상별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범 국가차
원의 종합계획, 지역 및 도시차원의 기본계획 그리고 각 사업별 사업계획의 위계로
구분되는 각 위계별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정비방
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기존 개별 법제도의 수정․보안 그리고 유비쿼터
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안)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장을 마무리한다.

1. 계획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u-City 계획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우선되

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물리적·비물리적·정보기술계획의 통합, 4대 계
획대상의 확대 설정, 계획목표, 계획주체, 계획내용, 장소, 기간, 절차 및 재원 등
계획구조의 계획위계별 정립, 그리고 2007년 말 현재 국무회의에 통과된 유시티
건설지원법(안)과의 조화 등을 계획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

1) 물리적·비물리적·정보기술계획이 통합된 신 계획체계 정립

현대 도시문제의 통합적 해결 및 도시관리를 통한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물리적·비물리적·정보기술 영역을 통합한 계획수립이 불
가피하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의 고유영역으로 고려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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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도시의 물리적 시설물, 즉, 토지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 건설, 관리에
관련된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 기타 사회·경제적 부문 그리고 도시민의
활동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도시공공서비스에 관련된 비 물리적 계획
(Non-physical Planning), 그리고 기존 도시의 유비쿼터스화를 위한 구현도구로서

의 정보기술계획이 통합된 새로운 계획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 계
획부문이 통합되고 개별 부문의 구성요소들이 융·복합되어 유비쿼터스 공간
(ubiquitous space)이 창조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개별 구성요소들을 운

영, 관리하기 위한 위상구조, 계획대상, 비전 및 목표, 내용, 추진주체,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 등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u-공간 및 u-시민을 포함한 계획대상의 확대적용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을 기존의 u-인프라 및 u-서비스에서 확대하여 u-시

민과 u-공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전국에 기 추진 중인 개별 u-City 관련 도시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첨단정보통신시설 및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능화
등에 초점을 둔 u-인프라와 u-서비스 구현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
만 도시는 토지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 위에서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물리적 시설의 지능화 과정이 유비쿼터스화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므로 물리적 토
지의 개념을 확대한 u-공간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u-시민을 u-City 계획체계의 핵심 계획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시민에 대한 고려는 장래인구를 설정하고 그에 따
라 제반 물리적 시설규모가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의
모든 물리적 구성요소들이 지능화될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화활동의
형태 등 우리 일상활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래의 시민은 각종 첨단정보통신장비로 무장되어 기타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와 시공을 초월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활

동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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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u-시민은 모든 u-City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능화과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다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u-City 구성요소 지능화의 방향성은 인간 활동이 근간이 되어야 한
다. 기술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의 완전한 지능화는 그것
들과의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관계의 핵심주체로서 시민이 유비쿼터스화되지 않
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지해야 한다.

3) u-City 계획구조의 수평·수직 위계별 정립

본 연구는 u-City 계획구조가 그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위계로써 계획목표(Why), 계획주체(Who), 계획내
용(What), 장소(Where), 기간(When), 절차 및 재원(How) 등으로 구분하여 정립한
다. 따라서 누가 왜 어떤 계획내용에 대해서 어느 공간영역을 대상으로 어느 시
기동안 어떤 방법으로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구조를 형성
토록 유도한다.
반면, 수직적 위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u-City 역시 도시의 일정 공간영역을 차
지하게 되므로 국가부터 지자체 또는 그 내부의 일정 도시영역, 그리고 개별 관
련사업의 위계까지의 일률적인 상하위 수직적 위상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국가수준의 종합계획에서부터 개별 사업단위의 사업계획까지 관통하는
계획기조 차원에서의 정합성 그리고 국가계획이 각 지역에 구체적인 물리적 형
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상하위 계획간 위상관계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 계획체계의 수직적 위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u-City 종합계획(u-City Comprehensive Plan),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십분 반영해 수립하는 u-City 기본계획(u-City
Master Plan), 그리고 각 지자체내 다양한 u-City 관련사업의 수행에 관한 u-City

사업계획(u-City Project Plan)으로 구분하여 그 상호관계를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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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과 조화된 계획체계의 수정 및
보완

2007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들의 경우 이 법을 근거로 계획 및 건설이 이루어
질 것이다.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u-City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기정착의 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
적 측면보다는 이러한 실천적 관련 건설사업 지원목적에서 출발한 본 법안은 계
획적 측면에서 일부 수정 및 향후 중장기적 보완의 필요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지원법(안)에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제
안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미 입법이 예고된 해당 법안과 가
능한 한 조화시키되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미완적 법안내용에 관하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수정 및 보완을 권장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정리된 u-City 계획체계의 기본방향을 도식화하여 정리해보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u-City 계획체계의 기본방향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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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ity 계획대상별 구현방안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계획대상을 토지와 시설로 본다면, 기존 도시의 유비쿼
터스화에 의한 u-City는 u-시민,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라고 하는 4대 계획
대상19)에 대한 개념정립 및 u-City계획이 요구됨을 이미 언급하였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토지 그리고 그 위에 설치된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건축물
등의 무질서한 이용·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활용의 지속가능
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역점을 두어왔다. 반면, 기존 물리적 도시공간 및 시설물
의 유비쿼터스화에 의해 창조되는 u-City는 과거와는 다른 제3의 공간, 즉 사이버
공간과 기존의 물리적 2차원 공간이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유비쿼터스 공간의 창
출에 의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계획대상이 파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시민들은 유비쿼터스기반 첨단 정보통신 및 기술기반 장비(device)로
무장되어 시·공간을 초월해 시민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는 유비티즌(Ubitizen)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토지는 2차원 공간 활용에서 3차원
적 입체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3차원기반 u-공간으로 개념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물리적 도시 공공시설은 택지개발 및 건축물 관련 건
설기술과 첨단정보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
합되어 도시기반시설(Ubiquitous Infrastructure)과 공공서비스(Ubiquitous Public
Services) 등으로 개념이 분화되어 점점 구체화되어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u-City계획체계의 4대 계획대상은 <그림 5-2>와 같은 공간적
관계성을 가지며 이들의 실제 구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19) <최병남 외 3인. 2005.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時空自在도시 구현방안, 경
기:국토연구원, pp64-65>에서 유비쿼터스화 대상으로서 도시구성요소를 사람, 활동, 재화, 시설, 및
자연으로 분류하여 기존 도시계획계에서 말한 도시구성요소로서의 시설을 ‘재화와 시설’로 세분하
면서 정보화의 측면에서 재화에 대한 유비쿼터스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u-City 계획체
계의 계획대상을 공공부문에 국한하여 시민, 공간, 인프라 및 서비스로 설정하였고, 재화의 유비쿼터
스화에 관한 계획적 접근은 민간부문에 보다 근접한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5 장∙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 방안

75

<그림 5-2> u-City 계획대상 개념도

1) u-인프라의 구현방안

① u-인프라의 정의 및 필요성
u-인프라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바른 예측 및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유비쿼터스화 접근방법이 현실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u-인프
라는 첨단정보기술과 택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건설 인프라, 즉 도시기반시설 등
을 구현하는 건설기술이 융합되어 구현되는 새로운 개념의 u-City 기반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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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또한 u-City 건설에 있어서 센서 및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정보통
신 관련 장비 등이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로 포함되어 기존 도시인프라의 지능화
및 기능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도로는 전자태그, 센서, 위치기
반서비스, 상황기반서비스 등의 적용으로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지능화가 가
능해진다. 또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현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다.
이러한 u-인프라는 향후 u-City 구현을 위해 기존도시를 유비쿼터스화하는데
있어 물리적 골격을 형성할 것이다. u-인프라와 u-서비스가 결합되어 다양한 시
민활동을 서비스하는 유비쿼터스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공간은
도시구조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u-서비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미래 도
시구조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중요시되며, 이는 사회경제적 시민활동의
관찰 및 예상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모든 물리적 기반시설을 유비쿼터스화하여 u-인프라로 관리하기 보다는,
공익성 및 비경합성 등이 강조된 공공기반시설 위주로 u-인프라화하고 나머지는
민간경쟁 서비스로 남기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② u-인프라 구현의 기본방향
u-인프라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기존의 물리적 도시기반시설 또는 그것

을 가능케 하는 관련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u-인프라 구현의 기본방향
설정은 u-City 계획체계상 기타 어느 계획대상보다 더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
크화의 측면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
첫째, 지능화의 측면에서 u-인프라 구현의 기본방향은 크게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의하여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각종 정보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기술의 완성, 활용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
정의, 그리고 센서 정보의 공인 인증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인식된 센서정보 등이 근거리 무선통신망의 안정성을 통하여 운영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지능화 과정에서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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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 과정이나 관리 체계, 정보 전파 체계상에서 정보 보안
체계 및 지역 재난시를 고려하여 분산 정보 유지관리 체계 하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화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유비쿼터스 IT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이버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각종 센서로부터의 다양한 객체의 현황에 대한 실시
간 데이터의 취합 및 수집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
능적으로 가공 처리하여 모바일기기/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시민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우선시된다. 입체정보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
상되어 3차원 공간데이터 구축, 활용 및 기존 공간정보기술에 접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엄청난 양의 각종 공간정보를 신
속히 분산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GIS 미들웨어의 개발은 물론, 다차원
의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증대된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통해 분석된 정보를 표출
하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u-City를 구성하는 장소, 사물,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시공간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휴대인
터넷,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고속이
동 중에서도 다양한 첨단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간
대 공간의 연결은 광통신 유선망으로 구축하고 u-City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
공지역 등을 연결하는 통신망은 유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 공간 내에서 고정된 위치를
가지는 건물, 빌딩, 도로, 시설, 사물 등은 유선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며 일정
범위의 공간 내에서는 무선망 통신을 구현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이다.

③ u-인프라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이상과 같이 u-인프라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능화, 사이버화 및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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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화가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시설물의 지능화 부분은 전자태그(RFID)/무선네트워크(USN) 기술
의 발전과 기술의 현장검증,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해 보았을 때 아직
상용화하여 도입할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각종 도시시설물의
지능화는 연차적으로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험운용을 거쳐 표준화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u-인프라의 지능화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지능화 구
축의 목적, 구축 범위, 운영 조직에 대한 세부 정의 등에 대한 지침제시가 시급하
다. 지능화 실현의 목적설정에 있어서는, 도시시설물이 공공과 민간 서비스로 대
별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지능화를 통한 최종 수혜자의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하
며, 결국 공공의 안전성, 편의성 등에 관련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시설물 구축
범위 명확화를 위해서는 도시시설물의 지능화 구축과정을 운영 단계까지 조직과
운영비 등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 시설물을 완전 자
동화 범위로 설정할 시에는 관련 구축비와 운영비는 장비, 네트워크, 통합정보센
터, 운영인력 등을 포함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대됨으로 신중하게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표의 우선 순위와 구축후 효율성, 시급성, 기술의 완성
도, 파급 효과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공간정보의 사이버화를 위해서는 공간정보, 표준체계, 유통체계 등
에 대한 지침제시가 필요하다. 지형공간정보의 경우, u-City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형 측량, 지적 측량 등의 결과자료를 잘 활용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상시설물 공간정보의 경우는 지상시설물의 건축, 설치 등의 인허가 및
준공 시에 GIS기반의 지형 공간정보와 CAD기반의 설계도면을 연계하여 관련 정
보를 작성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준체계 구현 방안이 필요한데, 공간
정보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 수용과 첨단 기술 수
용을 통한 u-인프라 구현을 위한 새로운 표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정의가 진행 중인 3차원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 표준은 국내 및 국제 표준정의
성과를 기반으로 u-인프라 구현에 필요한 지역 표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체계 구현방안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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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공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
해 기존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대규모 정보의 유기적인 결합과
분석으로 다양한 공간정보의 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u-인프라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유무선 통신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 유선통신망의 경우, 공공유
선통신망 구축시 기술적 고려사항(통신방식, 전송속도, 통신방식 발전추이 등)과,
u-City 건설계획, 공간구조 및 기능 배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u-City는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광대역통합망(BcN)을 기간통신망으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무선통신망 구축의 경우, 무선 정보통신망 기술의 추이는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4G20)의 이동통신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 정
보통신망 방식은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 비용대비 효용성, 표준화 및 호
환성, 안정성 및 실시간 연결성, 보안성, 기술의 가용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의 향후 발전 계획에 의거하여 무선 랜(WLAN), 무선
상용망(Wibro), Cellular Network, 4G 등의 방식적용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
다.

2) u-서비스의 구현방안

① u-서비스의 정의 및 필요성
u-서비스란 기존의 물리적 도시의 유비쿼터스화에 의해 구현되는 u-City가 제

공하게 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u-인프라가 도시의 물리적 시설물들의 유비쿼

20) 4G란 4세대 이동 통신(4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즉 SBI2K(Systems Beyond IMT-2000),
즉 3세대 이동 통신 IMT-2000 이후의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 1세대의 음성, 2세대의 디지털 음성,
3세대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이어 유선과 동등한 수십 수백 Mbps의 전송 속도와 방송과 통신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IP를 바탕으로 각종
기존 통신망과의 끊김없는(seamless) 연결, 그리고 낮은 투자비와 사용자 위주의 저렴한 사용료를 새
로운 기술 개발로 실현한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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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스화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면, u-서비스는 도시민 활동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능화된 공공서비스(Ubiquitous Public Services)를 말한다.
u-Home(주거), u-Work(업무), u-Health(의료), u-Learning(교육), u-Transportation(교

통), u-Government(공공) 등 다양한 u-서비스21)의 구현 및 제공이 예상되고 있으
며, 현재는 제공될 서비스가 아직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제공할 것인지, 적정
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검증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서비스만 나열되고 있다.
u-서비스 구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볼 때, 앞으로의 도시서비스 구현은 과거처

럼 시민의 사회·경제적 도시활동 행태에 대한 단순한 정보기술 차원의 보조적 지
원수준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대신 물리적 부문, 사회·경제적인 비물리적 부
문, 그리고 첨단 정보기술 간의 상호 긴밀한 접목에 의한 u-서비스 구현이 시도되
어야 할 것이다. 도시공간 특성과 도시민의 개별 활동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
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제공되는 u-행정, u-교육, u-문화, u-환경 등에 의
해 시민생활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자생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서비스를 통해 지역간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바라볼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상시적으로 적극 대
응하고 언제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마련 등에 한층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다.

② u-서비스 구현의 기본방향
u-서비스는 u-시민과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u-서비스는
u-City 구현의 최종결실이자 도시의 삶을 질을 좌우한다. u-서비스는 u-공간 구현

에 따른 물리적 기반 그리고 개별 물리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근거로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u-서비스는 물리적 도시공간 상에서 구현된 u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물리적 도시공간이라
고 하는 기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없이는 u-서비스의 중복 및 충돌 그
21) 정채,. 2007, “u-City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전략”,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6, No.1,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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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한정된 도시공간의 지속적 이용 및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u-서비
스의 만족스런 공급,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개발 및 보전을 위해서도 u-서
비스와 u-공간의 동시적 고려와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결국, 당해 물리적 도시공
간의 특성과 조화된 u-서비스의 창출 및 이용을 통해 해당 (도시)공간 및 u-서비
스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u-서비스는 u-공간 못지않게 u-인프라의 구현에 적극 의존할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충분한 u-인프라의 기반이 없이는 만족스런 u-서비스의 구현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인프라는 기존 도시공간에 기 설치된 도시기반시설의
유비쿼터스화에 의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첨단정보 네트워크기반 역시 포함한
다. 지능화된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첨단 네트워크기반 모두는 u-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간에 분포된 u-인프라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역으로 u-인프라는 u-서비스의 만족스런 공급을
위해 적절한 수요지역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③ u-서비스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u-서비스는 대부분 도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초서비스와 지역특성

을 반영한 특화서비스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기존도시, 기업도시, 혁
신도시, 기타 신도시 등 도시의 건설목적이나 유형 등에 따라 차별적인 u-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u-서비스의 도입 단계에서 초기
기반확립을 위한 u-서비스의 표준화, 민관 파트너쉽 그리고 u-서비스 활성화의
측면에서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u-서비스의 표준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따른 기술수준, 제공서
비스의 유형, 기준, 절차를 설정하고 인증제도 등에 대한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u-City에 구현되는 다양한 u-서비스의 국내 표준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및 국제 표준기구 등 적극 참여를 통해 세계 표준시장을 선도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을 적용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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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Testbed)를 마련하여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준을 적용
해 보고 서비스 인증을 추진하여 신규 기술 및 원천기술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간과 민간의 영역 구분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성이 매우 중요시된다. u-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쉽’은 사업추진
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담당자들이 그들의 자원과 정보
를 결합해 공동의 목표를 상호조율과 조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u-서비스의 기획, 구축, 운영이라는 전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
하여 신규 u-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렇게 기획된 u-서비스의 가장 합리적인 제공
방식과 제공주체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실시·운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
반 u-서비스 및 선택형 민간제공 u-서비스의 구분 정의 및 제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시민이 보다 나은 u-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u-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개발이 필요한 기반서비스와 지역 특
성을 반영한 특화서비스로 구분한다. 기초 서비스는 내부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
감과 민간기업 광고유치 등으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는 유료 콘텐츠화하여 비즈니스 모델
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 정류장관리, 청소관리, 가로등
관리 등 일부 u-서비스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u-Home, u-Work 등 수익이 가능한 서비스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기반은 민관 파트너쉽의 형
성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u-서비스의 발굴 및 사업성 검토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 도시 특성에 따라 u-서비스의 기획단계부터 해당 도시의 특성과 연계
하여 그 도시의 비전 및 전략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차별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부 u-IT839전략에 의한 8대 신규서비스 중 지역
특화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
으로서 u-서비스 전체를 template화하여 각 지자체의 자체 필요에 따라 일단의 u제 5 장∙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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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취사선택하여 u-City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u-서비스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의 근간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자 중
심의 u-서비스 모델제시 및 공급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u-서비스 모델 발
굴이라는 방향전환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u-인프라 실증실험을 통한 지
속적인 u-서비스모델 발굴 및 상용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신규 u-서비스 관련 아
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일반 공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한다

3) u-공간의 구현방안

① u-공간의 정의 및 필요성
과거의 물리적 도시공간에서의 시민행태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도시공간의 이
용 및 관리체계는 다분히 2차원적이였다. 하지만 최근 탈산업사회, 친환경적 도
시개발기법 도입, 시민활동 욕구의 다양성 등에 힘입어 주거, 상업, 공업 그리고
녹지로 대별되는 토지이용 대분류체계는 3차원적 용도복합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주거와 공업, 상업과 녹지 등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었
다면, 현재는 주거·상업·공업·녹지가 혼재하는 신도시개발 및 기존도시 재정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시민의 공간 활용 행태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2차원적 토지관련 공간정
보 및 속성정보는 그 활용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관련 전문기
관 등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KLIS(토지정보시스템) 및 AIS(건축정보시스템)의 연
계 통합 시도 등은 토지정보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시민활동의 공간적 복합화로
2차원 토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예라고 하겠다.

한편, 역으로 볼 때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고려 없는 u-City의 계획·개발
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민활동, 변화된 물리적 시설 등으로 하여금 당
해 토지특성에 비가역적(非可逆的)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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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물리적 도시의 고유한 공간영역으로서의 ‘토지’ 그리고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
에 의해 점점 변화하는 시민의 행태와 유비쿼터스화 되어가는 도시시설물들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토지개념에 3차원 개념을 적용하여 ‘u공간’을 구현하고, 토지 그리고 시민활동 및 도시서비스가 상호 고려되고 조화된
유비쿼터스화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3차원적 u-공간에 대한 복합적 용도지정을 현실화하여 같은
지역의 같은 건물 안에서도 각 층마다 다양한 시민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도
시의 계획·건설·관리 등에 모두 고려될 수 있는 3차원 용도복합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② u-공간 구현의 기본방향
기존 도시의 물리적 요소로서의 각종 시설물, 비물리적 요소로서의 시민활동
지원서비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시설 등 이들에 대한 유비쿼터스화는
실제 토지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위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도시민의 활동패턴 그
리고 그것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민간에 의해 구축되는 건축물들의 종류와 구
조 등이 다변화하고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융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의 토지라고 하는 2차원적 도시공간 구현만으로 성공적인 u-City의 기능구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아래와 같이 u-공간의 구현을 위한 몇가지 기본방향의 설
정이 필요하다.
u-공간의 구현은 1)기존 2차원적 토지의 3차원적 입체공간화를 통한 u-공간의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 및 2) 개념정의에 의한 u-공간을 실제로 구현하
기 위해 u-공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전략, 구성요소 정의 등 운영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u-공간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자면 토지이용규제 등에 의해 이용과 보전
이 규제되는 2차원적 토지의 개념에서 확대하여, 공공·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건
축물, 공공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기타 주거시설 등 도시에 건설된 제반의 3차원
적 건축환경(Built Environment)을 토지 개념 및 체계와 접목하여 하나의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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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적 도시공간 개념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개념적인 통합 뿐만 아

니라 기존의 2차원적 토지에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상·지하·공중의 건축행위 규
제와 같이, 3차원적 u-공간의 이용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해 공적 규제 및 전략적
계획의 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u-공간의 개념적 정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발전 그리고 만족스런 시민활동 공간 보장을 통한 시민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라고 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u-공간의 운영적 정의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데이터 구축의 과제 그리고
u-공간의 구성요소 정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구축의 측면에서는 2차원 데이터(기

구축 지적대장 등 서면데이터에 의한 도시토지의 속성정보, 지형도,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도 등 지도데이터에 의한 도시토지의 공간정보 등)와 3차원 데이터(건
축물대장 등 공간 및 속성정보, 제반 도시기반시설 관련 대장 등 공간·속성정보
등), 기타 이들 제 부문들에 관련된 행정업무 정보 등의 통합 또는 유기적 연계가
요구된다. 한편, u-공간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는 <그림
5-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u-City 공간단위, 기초 공간단위(cell), 3차원 공간계획,

정보통신인프라 그리고 지능화된 객체(Intelligent Object)22) 등이 있다. 이들 요소
들에 대한 유비쿼터스화를 기반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u-공간의 구현 및 각 시기
별로 요구되는 시민활동 그리고 도시시설물의 특성 등을 반영한 u-공간의 변화
가 가능하다

22) 지능화된 객체(Intelligent Object)란 지능화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지능화된 객체를 말한다. 기반시설
물이 지능(Intelligence)을 가지는 경우, 즉 상황변화정보를 스스로 인지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반응
및 event를 제공하고, 센서/네트워킹 및 컴퓨팅 기능 등을 가지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도시의 물
리적 공간내 모든 사물은 원칙적으로 지능화객체로 구성될 수 있다(예, 지능화상수도, 지능화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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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u-공간의 구현 개념도

③ u-공간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본 연구는 미래도시로서의 한 가지 유력한 대안으로서의 u-City에 대한 계획대
상을 <그림 5-2>에 나타낸 것과 같이 4대 요소로 규정하고,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u-인프라 > u-서비스 > u-공간 > u-사람 순으로 그 구현
과정을 제안한다. 4대 계획대상의 성공적 도입 이후에는 해당 도시의 물리적 환
경과 시민의 개별 행태 등을 시기적으로 잘 반영하고 구체화한 도시서비스의 지
속적인 창출 및 공급이 u-City 건설이 추구해야할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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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시민의 구현방안

① u-시민의 정의 및 필요성
앞서 언급된 바대로, 도시민들이 네트워크된 컴퓨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
대의 네티즌(Netizen)에서 앞으로는 시간, 공간 및 정보통신장비의 한계를 뛰어넘
어 매우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유비티즌(Ubitizen)으로 도시민의 개념적 패러
다임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23). 현대도시 안에서도 이미 시민(Citizen)에서
네티즌(Netizen)으로의 개념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유비티즌(Ubitizen)으
로의 전환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유비티즌은 다양한 측면에서 불완전성을 가진 가상공간(Cyberspace)에
서 탈피하여 유비쿼터스화된 현실적 일상공간 속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생활
환경과 사물의 자율적 지능화를 통해 삶의 양식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을
일컫는다. 즉, 기존의 가상공간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송수신하는 네티즌으로
서의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현지 조달하는 유목민처럼 미래의 개인
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지식, 정보 및 도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유
목민(digital nomad)로서의 삶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u-City 계획체계를 구현함에 있어 u-시민의 역할과 필요성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

하다.

② u-시민 구현의 기본방향
u-City의 물리적 핵심 구성요소인 시민이 유비쿼터스화되면서 u-시민이 만들어

지고, 이들이 활동하는 u-공간과 u-인프라 및 u-서비스가 u-시민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다양한 기기들이 구상되어야 한다. 예로, 컴퓨터, PDA, 휴대전화 등
첨단기기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옷과 모자 등에 컴퓨터를 내장하는 '웨어러블

23) 이계식(2004), “u-City건설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방법”, 기술보고서. 삼성SDS 정보기술연구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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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able) PC'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는 데이터 전송에 인체통신기술이 도

입되어 u-시민과 u-공간, u-인프라와 상호연계성이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좋은 예
가 되겠다24).
이처럼 u-시민은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구현
될 것이며 앞으로 u-City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구현에 있어서는 종교, 윤리, 가치관 및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관점들이
어떤 u-City 구성요소보다 크게 상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현에는 다른
계획대상들보다 비교적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는
특별히 u-시민에 관한 유비쿼터스화 그리고 u-City계획체계 상 계획대상으로서의
정비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③ u-시민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u-시민을 u-City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볼 때, u-시민을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주(settlement)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활발한 활동을 위해 다
양한 도시공간에 대한 이동(movement)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 모두는 물리적 도시공간에 정주해 살아가는
u-시민의 공간적 분포 및 3차원적 이동패턴 등에 그 계획과 개발에 상당한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주(settlement)적 역할로서의 u-시민은 비
교적 단기에 그 구현을 위한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u-시민을 이동 개념으로 접근할 때,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은
고려사항과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u-시민은 기타 u-City 구성요소들과
의 유무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도시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실용화 및 표준화는 아직 장기적 기술개발 및 현실화가 요

24) 특허전문분석업체 WIPS에 따르면 인체통신 관련 특허는 한국 11건, 일본 4건, 미국 5건, 유럽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출원 중인 특허는 일본이 40건, 한국26건, 미국17건, 유럽 9건 순으로 나타
나 일본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함(서울신문. 200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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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며, 앞으로 복잡한 인간행태로 인해 그 현실적 구현은 좀 더 장기적 시각에
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공간, u-시민, u-인프라 및 u-서비스를 u-City계획체계의 계
획대상으로 설정하면서도, u-시민에 대한 구체적 계획내용 설정을 가장 장기적
과제화로 돌리고 다만 그 기본적 필요불가결성 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3.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
1) 계획목표(Why)

(1) 기존 법제도 검토

기존의 물리적, 비물리적, 정보기술계획의 계획목표는 각기 상이한 계획대상
및 목표를 가지므로 일률적인 비교검토를 통한 대안제시가 어려운 선언적
(declarative) 법제 항목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u-City 계획구조 상 계획목

표를 기 설정된 u-City 건설의 목표에 해당하는 효율성, 편리성, 자립성 및 쾌적성
을 바탕으로, 상하 각 위계별 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고 선정토록 한다.

(2) 대안수립의 방향

유비쿼터스시대에는 기존의 기술주도형 도시정보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향 제시가 가능해지고 있다. u-City는 그중 하나로서, 도시기능 및
삶의 변화 등을 도시공간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계획 및 관리를 현실화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도시의 구성요소인 시민, 토지, 시설, 활동을
유비쿼터스기술을 통해 상호 융합하여 도시의 효율성, 편리성, 쾌적성 및 자립성
을 지속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목적적인 u-City 건설을 위한 계획목표를 효율성(efficiency), 편리
성(convenience), 쾌적성(equity) 및 자립성(independence)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u-공간, u-시민, u-인프라 및 u-서비스 적절한 구현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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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율성이란 도시행정, 물류체계, 에너지관리 등에 있어서 효율적 도시관리를
유도해 내는 것을 말하며, 편리성은 대중교통, 도시공공서비스, 도시인프라 등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도시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쾌적성은 과거 과밀된 대도시와는 달리 환경, 문화, 도시안전
및 보건 등에 있어서의 차원이 다른 수준향상을 통해 도시생활에 대한 삶의 쾌적
성을 증진시켜 도시민의 도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으로 자립성은 지역경제, 산업, 교육 등에 있어서의 도시기능 향상을 통해 도시
자체의 재정, 교육, 생활서비스의 수준 등에 관한 자립도 향상을 의미한다.
이상의 계획목표는 위계별 계획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가장 상위계획으로서의
u-City 종합계획의 계획목표 설정을 위해 주로 반영토록 하고, 기타 하위 레벨의

계획체계에는 3대 계획의 위계간 상호 역할관계를 규정하는데 주요 계획목표의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u-City 계획체계 정비의 기본방향에서 언급하였듯이,
u-City 계획체계는 국가-지역(도시)-사업지구의 3단계 공간위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계획목표의 설정은 상하위 계획간 연계성을 확보하면서도 상위계획은 하
위계획의 지침으로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의 내용과 조화토록 유도하도록 한다.

(3) 위계별 대안 - 계획목표

이상의 기존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대안수립 방향을 바탕으로 한 위계별 계획목
표의 대안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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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획위계별 계획목표 대안
계획
위계

계획목표

세 부 내 용
효율성 국토지능화로 효율적 국토개발 및 관리 지향
편리성 국토·지역 생활의 편리성 향상

전국의 u-인프라 제공의 근거
효율성,
편리성,
자립성 및 쾌적성 자립성 유비쿼터스기술 수출에 의한 관련산업 육성 및 국
있는 국토개발관
가경쟁력 확보
u-City 리를 위한 국토지
전국의 균형 있는 공공 u-서비스, 민간 u-서비스(특
능화의 방향제시
화서비스)의 체계적·단계적 공급의 근거마련
종합
쾌적성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국토·지역
계획
구현
전국 u-City 관련
중앙 및 지자체체별 유시티관련사업의 중복투자 및 난개발
사업의 통합 및
방지
연계성 확보
하위계획 수립의
u-City기본계획 및 u-City사업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
지침 제공
장기적 도시지능 효율성, 편리성, 자립성 및 쾌적성 있는 도시개발관리를 위
화의 방향제시
한 도시지능화의 방향제시
u-City 도시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제
기본
시
계획
상하위 계획의 연
계방안 수립

u-City

유시티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장래 비젼을 지역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적용키 위한 지자체 장기계획의 수립 및 u-City
사업계획 지침제시

지자체의 통일된
하나의 통일된 u-City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지
체계적 사업추진
원
근거 마련

국가, 지자체 및
사업 사업자 간 명확한
책임부여
계획
상위계획 내용의
구체적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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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함

국가, 지자체 및 개발 사업자 간 책임·권한을 분명히 하고,
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키 위한 가시적 근거마련
u-City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는 제 u-City 관련사업의 실제
적 실현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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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주체(Who)

(1) 기존 법제도 검토25)

① 국가계획 위계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가지리
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각각 관련 기본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정부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유시티건설지원법
(안)」은 한정된 국토·토지자원 위에서의 각종 유시티 관련사업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계획수립주체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을 명시하고 있다.

② 기본계획 위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관련계획으로서 택지개발계획의 수
립권자로 건설부장관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유시티건설지원법(안)」26)은 지
자체의 선택적 수립이 가능한 u-City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제한하고 있다.

③ 사업계획 위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토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
발사업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토록 하며,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에 의거한 정비사업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권자
25) 부록 1-1, 계획주체 관련법 참조
26)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지자체의 선택에 의해 개별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이에 준하는 계획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로써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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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은 유시티건설사업계획 수립
을 국가, 지자체, 주공 및 토공 등의 사업시행자27)에게 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상의 각 위계별 관련 계획 상 계획수립권자의 지정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수립권자

국
가
계
획

기
본
계
획

사
업
계
획

관 련 법
국토기본법

관 련 계 획
국토종합계획

수 립 권 자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활용에관한 법률

기본계획

정부

기본계획

정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건설교통부장관

정보화촉진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
에관한법률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
에관한법률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계획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
에관한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계획

국가, 지자체, 주공 및 토공
등의 사업시행자

(2) 대안수립의 방향

27)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출처: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 12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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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계획 위계

u-City 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사항이며 각 정부부처별,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계획일 수 있다. 동시에 개별적 지역 시책들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
한 검토가 수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적 위계에 따
른 정책 및 계획간 조화와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의견수
렴을 충분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정주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대표적으로 건교
부와 행자부를 들 수 있으며 행자부는 지자체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국토,
도시(지역) 및 사업구역을 포괄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바라보는 u-City 계획체계
는「유시티건설지원법(안)」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기관으로
건설교통부가 가장 근접한다고 판단된다. u-City는 도시의 계획·건설부문과 정보
기술부문이 융합되므로 u-City의 개념정립에서부터 계획·건설·운영 등 제 단계의
지원사항을 하나의 법률로서 수립·규정하여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 위계

지역 및 도시계획의 위계에서 광역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발생하는 토지 및 시설 등에 대한 계획내용을 다루므로 지자체장
의 상위레벨 결정권자 그룹이 계획수립권자에 해당한다. 한편,「유시티건설지원
법(안)」, 도시기본계획 등 일반적으로 개별 지자체 관할구역의 토지 및 시설 등
에 관한 계획내용 수립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
는 군수를 계획수립권자로 설정하고 있다.
u-City 계획체계 상 u-City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기본계획, 유시티지원계

획 상 관련계획의 수립권자의 위계와 동일한 지자체의 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수립권자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③ 사업계획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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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은 지자체의
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수립권자로 규정하고 있다.「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
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흡수·통합한 법안에 의한 사업형태로서 특별시장, 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까지 수립권자로 보고 있다.「유시티건설지원법(안)」은 유
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계획의 계획대상을 ‘도시시설물’, 즉 도시기반시설, ITS
교통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수립권자를 국가, 지자체 및 공사 등 사
업시행자로 포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u-City 계획체계에 의한 u-City사업계획은 상위계획인 u-City 종
합계획 및 u-City 기본계획의 계획내용이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화하여 실제 도시
에 구현되는 중요한 사업실시계획의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u-City계획체계의
계획대상으로서 구역지정이 필요한 u-공간 부문 그리고 도시시설에 관련된 u-인
프라 및 u-서비스 모두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주체 설정이 필요하다.
「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하면, u-City 사업시행자를 u-City 사업계획 수
립권자로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개발·관리 및 첨단도시서비스가 조
화된 u-City 구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계획수립권자의 분
리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존 도시계획체계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두 부류, 즉 구역지
정이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 관련사업’ 그리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과거의 재개
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을 포괄해 규정된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u-공간은 도시공간, 즉 용도지역, 용적률 변경 등과 관련되므로 「도시개
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를 권고한다.

∙기존도시 내부공간 관련 개발사업의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신도시의 도시공간 관련 개발사업의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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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u-인프라 및 u-서비스와 관련한 u-City사업계획의 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등에 관한 경우를 고려해 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위계별 대안 - 계획주체

이상의 기존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대안수립 방향을 바탕으로 한 위계별 계획주
체의 대안은 아래 <표 5-3>과 같다.

<표 5-3> 계획위계별 계획주체 대안
위계
계 획 주 체
u-City
종합계획 - 계획의 수립권자를 건교부장관으로 함
u-City
- 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지자체의 장으로서 지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
기본계획 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함
단 국가, 지자체, 주공·토공,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법에 의한
기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 u-City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u-공간 또는 u-인프라·u-서비스에 관
련된 개발사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해야 함
u-City
· u-인프라 및 u-서비스와 관련한 u-City사업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사업계획 중
시장 또는 군수
장
· u-공간의 개발내용이 포함된 u-City사업계획으로서, 기존도시 내부공간
기
관련 개발사업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 u-공간의 개발내용이 포함된 u-City사업계획으로서, 신도시의 도시공간
관련 개발사업의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계획기간(When)

(1) 기존 법제도 검토28)

28) 부록 1-2, 계획기간 관련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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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계획 위계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기타 도종
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주기는 이를 감안하여 자
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그리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
화촉진기본계획은 모두 5년의 기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유
시티건설지원법(안)」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
립토록 규정하고, 매년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② 기본계획 위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비정기적 계획에 해당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은 계획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시장·군수가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
획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계획기간을 갖지 않는 비정기적 계획에 해당한다. 반면,
「유시티건설지원법(안)」29)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지자체의 선택적 수립이
가능토록 열어두었고, 다만 도시기본계획 등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에 의한 20년 주기, 매 5년 타당성 재검토의 규정에 근접한 계획주기 개념설정이
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③ 사업계획 위계

29)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지자체의 선택에 의해 개별수립하거나 도시기
본계획 등에서 이에 준하는 계획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로써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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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일 이후 2년 이내로만 규정하여 비정기적이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어 비정기적 계획주기에 해당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이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있다.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경우는 유비쿼
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을 국가, 지자체, 주공 및 토공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일임하여, 일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각 위계별 관련 계획 상 계획수립 기간에 대한 법규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5-4>와 같다.

<표 5-4>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수립주기
위
계

국가
계획

기본
계획

사업
계획

관 련 법

관 련 계 획

수 립 주 기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2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
기본계획
5년
활용에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기본계획
5년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5년, 필요시 재검토
관한법률안
광역도시계획
비정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20년, 5년마다 재검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
비정기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
도시기본계획 주기(20년,5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관한법률안
재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후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법률
2년이내(비정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계획
필요한 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계획
10년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개별사업자에 의사에 따라
관한법률안
계획

(2) 대안수립의 방향

① 국가계획 위계

대표적 물리적 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계획은 계획수립주기를 20년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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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타 계획부문에 비해 매우 장기적 계획수립의 안목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 관련계획, 즉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
률」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의한 개별 기본계획 등의 경우는 대부분 5년
을 계획주기로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여건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려는 노
력을 반영하고 있다.
u-City는 국토·도시건설 관련기술 및 첨단의 정보기술 관련기술의 융합에 의한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건설 및 운영관리를 지향하는 바, 과거
의 20년 정도의 장기계획 수립주기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대신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첨단 정보기술분야의 신기술 및 그에 따른 도시민 활동의
변화의 속도를 고려한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의 계획적 공급을 위해 국가
계획 수립주기를 5년쯤으로 단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5년의 계획수립주
기 중간에도 필요에 따라 그 수립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시기적절하고 효과
적으로 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위계

도시의 물리적 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
시기본계획은 20년을 수립주기로 하고 매 5년마다 재검토의 과정을 규정하고 있
다.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경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내용을 포괄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 수립이 가능한 유
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주기를 도시기본계획과 조화토록 암시한다. 하지만 기
타 정보기술 관련계획 등은 지역 및 도시의 레벨에서 규정된 계획 및 계획수립
주기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각종계획(도시기
본계획 등)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내용이 반영된 경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을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나, 이는 상위계획인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수립주기가 5년(매년 재검
토)으로 규정된 u-City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수립주기가 20년(5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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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유사하게 일치시키기 불가능하다. 유비쿼터스도
시계획은 각 지자체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미래상을 제시
하고 중앙기관이 이들 전체 유비쿼터스도시계획들을 총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므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인 5년(매년 재검토)의 수립주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주기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주기인 5
년(매년 재검토)과 조화하고 20년(5년 재검토)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조화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자체 자율을 존중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종합
계획의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중앙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5년을 주기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함이 필요하다. 단, 지자체
의 여건 및 지역의 즉시적 필요에 의한 계획수립 필요를 고려해 지자체 자율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③ 사업계획 위계

사업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u-인프라 및 u-서비스 관련사업은 기존의 도시계
획시설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결정 고시이후 2년 정도 이내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그 이외 사업계획의 수립주기 설정은 그
필요성이 적다.

(3) 위계별 대안 - 계획기간

이상의 기존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대안수립 방향을 바탕으로 한 위계별 계획기
간의 대안은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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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획위계별 계획기간 대안
위 계
계 획 기 간
u-City
종합 - 건교부장관은 계획의 수립주체로서 5년 단위의 u-City종합계획을 수립하
고 필요에 따라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계획
- u-City기본계획은 u-City종합계획의 수립주기인 5년을 감안하여 그 수립
u-City
주기에 조화되게 지자체 자율로 정함
기본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 자체의 u-City기본계획
계획
안을 협조요청 기한에 맞춰 제시토록 함
- u-City사업계획의 수립주기는 원칙적으로 개별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수립토
u-City
록 함
사업
계획 - 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u-인프라 및 u-서비스 관련사업은 시설결정
고시이후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함

4) 계획범위(Where)

(1) 대안수립의 방향

u-City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관한 종합적 u-City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간적 계획범위를 공중, 해안 및 도서지역을 모두 포함한 국토
전체로 설정한다. u-City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개별 지자체의 법정 관할구역 전
역을 공간적 계획범위로 설정하나, 주변 시·군 등과 관련된 광역적 토지이용 및
도시시설 계획문제는 u-City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기반으로 관련 지자체간 해
결을 원칙으로 한다. u-City사업계획은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설정된 사업계획 구
역으로 한정토록 한다.

(2) 위계별 대안 - 계획범위

계획범위의 경우는 기존 관련 법제도 검토 보다는 각 위계별 계획마다의 특성
을 고려한 범위 설정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대안수립 방향을 바탕으로
한 위계별 계획범위 대안은 아래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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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획위계별 계획범위 대안
계획 위계

계 획 범 위

u-City
종합계획

우리나라의 공중, 해안 및 도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국토전역을 계
획범위로 함

u-City
기본계획

공중, 해안 및 도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별 지자체의 법정 관할
구역 전역을 계획범위로 함

u-City
사업계획

u-City기본계획에 의거한 개별 유시티사업계획에 따라 설정된 사업
계획 구역 전체를 계획범위로 함

5) 계획내용(What)

(1) 기존 법제도 검토30)

① 국가계획 위계

계획내용은 계획의 관련부문, 각 계획의 수립목표 등에 따라 상이하여, 각 위
계별 유사계획간 비교가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다.
국토 관련법의 경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각종 위
계의 하위 계획의 계획내용은 국토여건, 국가-지역-도시-개발사업구역별 토지이
용 및 도시기반시설의 계획, 설치, 관리 및 재원에 관한 계획수립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정보기술 관련법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관련법, 지자체 정
보화촉진기본법 등의 경우 계획내용은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 및 관리, 인프라의 설치, 정비, 개량 및 재원 등에 관한 계획수립 내용에 국
한되어 있다.
유비쿼터스기술을 적용한 공간, 시민,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의 실현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내용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래 <표 5-6>은 국토 토지관

30) 부록 1-3, 계획내용 관련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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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대표법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가장 포괄적인 유시티구현 관련법으로서
「유시티건설지원법(안)」상의 계획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이 정리된 비교표에
의하면,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그 시행전 준비과정으로서 기반여건 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을 중점으
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합계획 위계에서 국토종합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공히 인구
(시민)에 대한 계획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의 경우 물리적계획, 비물리적계획 및 정보기술 관련계획의 핵심적 입지에 유비
쿼터스화된 시민의 역할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내
용이 필요할 것이다.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개념자체의 출발을 ‘유비쿼터스
화된 도시’로 보고 있어 도시의 물리적 근간을 이루는 ‘도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계획체계 내에 반영해가야 할 것이다.

<표 5-7>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내용 대분류 - 국가계획 위계
계획내용
국토종합계획
현황· - 국토현황 및 여건변화
여건분석
미래상 - 국토발전 기본이념, 국토미래상
-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및 삶의
인프 질 개선
라
부
문
별

서비
스

- 방재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 제반현황 및 여건분석
- 도시이념 및 기본방향
- 도시간 상호연계 및 체계적 정비
- 유시티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관련 사항
- u-City 기술 표준화
- 정보보호 및 유비쿼터스기반시설보호
- 유시티서비스의 제공 및 상호연계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

-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 기능분담방
향
공간 -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 지하공간 이용·관리
획
- 국토환경 보전 및 개선
계

시민
- 국토균형발전 시책, 지역산업육성 - 연구개발
방안
- 산업의 육성, 전문인력, 국제협력
- 기반시설 및 도시서비스의 도시간 격
정책지원
차 해소
- 계획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조성
- 단계별 추진전략
계획집행
- 재원조달 및 운용
- 협력 및 지원체계(역할분담,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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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 위계

본 기본계획의 위계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과 「유시티
건설지원법(안)」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은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계획방향에 관한 언
급이 없으며, 이들에 관해 관련된 2개 이상의 시군 지자체가 해결토록 하고 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계획부문에서 유일하게 시민을 계획대상으로 고
려하고 있고, 개별 인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접근이 아닌 도시지표 또
는 면적을 기반으로 한 계량적 계획, 즉 장래인구 추계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 공
급 등에 한정되어 있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계획으로서 인프라, 즉 도
시기반시설을 제외한 비물리적 계획부문에 해당하는 각종 도시서비스의 언급,
분류(classification) 등을 민간의 역할로 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비쿼터스화
에 의해 다양한 미래 도시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한 표준화 및 계획적 공급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이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미래형 첨단도시 건
설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종합계획의 위계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법안 명칭에서부터 ‘유비
쿼터스도시’ 즉 도시의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안임에도 ‘도시공간’과 그 수
요추계 및 도시에 필요한 도시서비스 특성분석의 근간이 되는 ‘시민’에 대한 계
획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즉, 도시의 기초 공간구조, 토지이용 및 공원녹지 등 면
적 계획대상에 대한 언급 및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획내
용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공간 및 시민에 대한 계획내용 포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그 필요성의 측면을 언급하자면,
현재 수준의 인프라 및 서비스에 국한된 계획안에 의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경
우, 토지이용 현황 및 지상 인구규모·행태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인프라 및 서비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공간 및 인구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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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국토 토지계획 관련 계획체계에 일임하고, 도시인프라 및 서비스에 국한
된 계획내용만을 유시티지원계획에서 관여할 경우, 개발 완료후 도시내부의 토
지이용변화, 인구이동, 인구행태변화 등으로 얼마든지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
량 등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토지, 시민, 인프라 및 서비스가 모두 고
려된 유시티건설 관련법안으로의 발전을 고려해봄이 타당하다.

<표 5-8>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내용 대분류 - 기본계획 위계
계획내용

광역도시계획

문
별

- 유시티기반시설의 구축,
관리 및 운영

- 경관계획
- 환경보전 및
- 기타
관리
광역계획권내
2개이상의
서
시·군 상호간
비
기능연계
스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시티서비스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유시티서비스

공
간

시
민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 공간구조,
- 토지이용에
생활권의 설정
관한 계획
- 토지이용 및
개발관련 사항
- 토지용도별 수요
및 공급관련
사항
- 인구배분
- 수용토지의 - 유시티기술 활용
소재지,
지역산업 육성 및 진흥
지번, 지목
등 세부사항

정책지원
- 단계별 추진전략
계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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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계획
- 지역특성, 현황 및
여건분석

- 기반시설
인 -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 공원·녹지
프
라

계
획

택지개발계획

- 계획의 방향 및 - 개발계획의 - 지역특성 고려한
유시티건설의 기본방향,
개요
목표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개발기간
- 경관

미래상

부

도시기본계획
- 지역특성

현황·
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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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티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 유시티계획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
- 협력 및 지원체계
(역할분담, 추진체계)

둘째, 「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임의계획의 수
준으로서 국가 - 도시 - 사업구역 등의 위계로 계획방향 및 계획추진의 일관성을
위해 의무화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등 기타 도시관
련 유사위계의 계획내용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유비쿼터
스도시계획을 수립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기본
계획 등은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유비쿼터스화에 의한 도시
공간 구조변화와 전혀 무관한 반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반대로 계획대상을
인프라 및 서비스에 한정하고 있어, 공간, 시민, 인프라 및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
는 통합적 계획법안이 필요하다.

③ 사업계획 위계

본 사업계획의 위계상 관련계획간 비교는 「도시개발법」에 관하여는 도시개
발사업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계획, 및 「유시티건설
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계획의 계획내용을 분석하였다.
비교대상 법제들 가운데 정비사업계획만 인구수용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
발사업지구 내 총 인구규모 및 개별 주거지에 대한 인구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
다.
「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계획 역시 이상의 상위
위계의 계획체계들에서 언급된 바대로 공간 및 인구(시민)에 대한 언급이 배제되
어 향후 계획내용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물리적 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
업계획 및 정비사업계획을 보더라도, 피상적으로 개별 사업계획의 대상이 도시
공간이 아닌 도시시설 등에 국한될지라도 토지, 주거지, 교통, 인구 등에 대한 종
합적 접근의 방향으로 발전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계획에서 언급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비쿼
터스도시기술 및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등에 관한 개괄적 기술 이외 현실적으
로 필요한 법제적 내용, 즉 실체, 종류, 인증, 표준화, 재원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
을 담보로 한 계획내용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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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내용 대분류 - 사업계획 위계
계획내용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정법상 정비사업계획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계획

- 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 계획기간
- 사업명칭 및 범위
및 면적
- 사업시행자 관련사항
현황·
-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 - 사업의 시행기간
여건분석 - 사업의 시행자
비기반시설·지형·환경 등 - 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식
현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미래상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도로, 상하수도 등
- 정비기반시설계획
- 유시티기반시설의 구축,
주요 기반시설의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관리 및 운영
인프
설치계획
- 교통계획
라
부
- 보건의료 및
- 사회복지사업 및
- 유시티서비스 제공
문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주민문화시설 등
관련사항
서비 - 환경보전계획
설치계획
별 스
-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 환경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계
- 교통처리계획
- 주거지관리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획 공간 - 수용 또는 사용대상
건축물 밀도계획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 세목
- 인구수용계획
시민
- 2개이상 사업시행지구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 유시티기술 관련사항
분할경우 분할구역
정책지원 관련사항
-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경우 비용부담계획
- 재원조달계획
- 단계별 정비사업
- 사업의
추진계획
투자계획(연차별계획
포함)
계획집행
- 사업의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
방안 포함)

(2) 대안수립의 방향

첫째, 최상위 종합계획에서 최하위 사업계획까지 전체 계획체계에 있어서 유
비쿼터스기술을 적용한 공간, 시민(인구), 인프라 및 서비스 등 4대 계획대상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계획내용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기존 제 국토관련 계획들의 제 문제점들은 기존의 물리적 계획 및 비물
리적 계획 부문의 유비쿼터스기술 융합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광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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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 수립의 경우처럼, 물리적 토지 및 인구규모 등에 국한된 물리적 계획에
머물러 충분한 공간정보의 확보가 어려웠다. 시민들의 개별 활동특성을 고려한
공간배분 및 도시서비스 제공 보다는 단순한 계획 인구규모만을 고려하였고, 기
존 물리적 계획에서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하고 주로 물리적 인프라
공급의 양적 고려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기술적용에 의해
다양한 시민활동이 반영된 u-인프라 및 u-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계획적 접근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의 위계를 국가 - 도시 - 사업 단계로 구분하
고, 각 위계별 계획수립을 장기적으로는 의무화를 유도해야 한다. 일개의 순차적
계획체계로서 수평적으로는 공간, 인구(시민), 인프라 및 서비스를 포괄한 계획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고, 수직적으로는 국가 - 도시 - 사업지구별 해당 위계에
대응하는 계획내용의 수립으로 계획의도, 목적 및 실행력에 있어 정합성을 기해
야 할 것이다.
넷째, u-City 계획체계의 4대 계획대상 가운데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
여 단기 및 중장기 과제화로 차별화하여 선별적으로 그 실현을 유도해야 한다.
계획내용 가운데 계획개요에 해당하는 계획현황, 방향 및 기반조성 등은 앞으로
의 u-City 구현의 미래방향 확정의 의미에서 단기과제로 1년 이내의 빠른 구체화
가 요구된다. 인프라 및 서비스에 관하여는 관계 부처간 협의 및 첨단기술 적용
등의 측면에서 이미 실현가능성이 높고, 현재로도 많은 기술응용이 가시화되어
있어 중기 과제화하여 3년 이내에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u-공간의 구현
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부문 및 정보기술부문간 법체계 정비, 중앙부처간 역할
관계의 합의점 도출, 2차원 토지의 3차원 도시공간화의 개념설정 및 데이터 통합
문제 등 풀어야할 난제가 많아 장기과제화하여 5년이상 긴 연구와 협력의 노력
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u-City 계획대상으로서의 시민의 계획내용으로서의 정
비는 u-공간, u-인프라, 및 u-서비스의 실현에 적용될 계획적 접근방법, 적용기술
기반 등에 따라 그것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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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별 계획내용 대안

본 연구는 u-City 계획체계 상 계획내용을 1)현황 및 여건분석, 2)미래상, 3)부
문별 계획, 4)정책지원 5) 중장기과제로 대분류한다. 부문별 계획은 특히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u-인프라와 u-서비스 관련한 내용은 「유
시티건설지원법(안)」을 근거로 추진하고 u-인프라와 u-서비스의 기반이 갖추어
져야 가능한 u-공간과 u-시민의 구현에 관해서는 중장기과제로 각각 분리하여 접
근한다. 각 계획내용 부문별 세부 계획항목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현황 및 여건분석
<표 5-10> 위계별 계획내용: 현황 및 여건분석
계획위계
u-City
종합계획

계 획 항 목
각 공간권역별 현황조사
각 분야별 현황조사

u-City
기본계획

각 생활권역별 현황조사
각 부문별 현황조사

세 부 내 용
전국을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권역
별로 구분하고 도시공간특성과 u-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특화할 수 있는 권역별 특성조사
국가차원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 분야별 현황조사
지자체 관할구역을 대·중·소 생활권 등으로 구분하고
u-기술과 접목하여 특화할 수 있는 생활권별 특성조
사
지자체차원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
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 부문별 현황조사

u-City
각 사업별 관련 현황조사 개별 사업의 종류에 따른 세부 현황조사
사업계획

② 미래상
<표 5-11> 위계별 계획내용: 미래상
계획위계

계 획 항 목
이념 및 기본방향
계획년도

u-City
종합계획
지표설정

도시간 u-City

110

세 부 내 용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계획 수립내용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최소 5년의 계
획기간 설정하여 수행
목표연도의 국토공간과 시민생활의 미래상을 수치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국가차원에서 도시
의 유비쿼터스화 지표 설정, 각 권역별, 지역별 u-인
프라, u-서비스 등 구축수준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개별지표 수준을 설정하여 제시
공간적 연계(신도시와 기존도시간, 중앙-지방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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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호연계 및
체계적 정비
지역 특색있는
유비쿼터스화
목표 및 기본방향
계획년도

u-City
기본계획 지표설정

광역권 u-City 기능
상호연계· 통합정비
방안

u-City
사업계획

간, 지역간 연계), 기능적 연계(부처간, 특성간 연계),
기술적 연계(상호운영성) 등 u-City의 상호연결성 및
중복개발 방지 등의 체계화
국토종합계획 등에 의한 각 지역별 특화방안과 연계
된 각 지역별 유비쿼터스화의 차별성 부여 및 실현
방안
도시관리의 효율성, 도시시설 공급의 형평성 등 각
지자체별 u-City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설정
u-City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성공적 수행 여부 및 법
정 계획기간을 고려한 계획기간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과 시민의 생활의 미래상을 수
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도시 유비쿼터
스화 지표설정, 각 생활권별 u-인프라, u-서비스 등
구축수준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개별지표 수준을 설
정하여 제시. 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주택, 산업,
재해, 정보통신, 보건, 교육·문화·복지 등에 대한 계
획지표
u-City종합계획에 의해 설정된 각 공간적, 기능적, 기
술적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광역권내에 포함된 개별
지자체내 u-City 간 연계성 및 필요시 기능통합을 통
한 효율성 유도

사업명칭, 범위,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일반적인 개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명세 내역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u-인프라, u-서비스 등 관련 사업계획 수행의 목적
및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의 수립방향

③ 부문별 계획
<표 5-12> 위계별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계획위계

계 획 항 목
구축,관리,운영기준에
관련사항
u-인프라 u-City 기술 표준화
관련

u-City
종합계획

정보 및 기반시설 보
호 및 정보공개
전국 지자체 확충방
안
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 및 운영성 확보
u-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지역특화 방안

u-City
기본계획

u-인프라
구축,관리,운영 방안
관련

세 부 내 용
도시기반시설, 정보통신인프라 계획, 구축,
운영관리 관련 사항. 국가차원의 권역별 첨
단네트워크기반, 지능화된 도시기반시설 등
u-인프라의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한 장기
계획 방향제시
u-인프라 관련 첨단기술의 표준화, 인증 및
각 책임기관 등에 대한 제도마련
공간, 비공간 및 정보기술 관련 정보보호
및 이를 위한 기반시설 보호 전략수립, 정
보공개에 관한 사항
지자체간 형평성을 위한 전국적 u-인프라
공급 및 확충 관련 전략수립
국가차원의 권역별 u-서비스의 특화방향
및 위계별, 지역별, 부처별 u-서비스의 연
계를 통한 효율화 및 중복방지
노약자,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u-서비스
특화 및 이들에 대한 일반 u-서비스 공급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국가차원의 권역별 u-서비스의 차별화
도시기반시설, 정보통신인프라 계획, 구축,
운영관리 관련 사항. 개별 지자체내 첨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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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기존인프라
유비쿼터스화 방안
서비스의 제공 및 상
호연계
u-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지역특성 고려 서비
스 제공방안
설치, 정비 및 개량관
u-인프라 련 사항
관련사업
의 경우 비용분담 계획 및 민
간투자방안
u-City
사업계획

서비스의 제공 및 상
호연계
u-서비스
관련사업
사회적약자를
의 경우
서비스

위한

비용분담 및 민간투
자 방안

트워크기반, 지능화된 도시기반시설 등 u인프라의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방향제시
기존 물리적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시설의
유비쿼터스화 및 u-서비스와의 연계성 확
보를 위한 방안 마련
지자체내 생활권별 형평성에 기반한 u-서
비스의 공급 및 필요시 생활권별 연계성 확
보를 통한 효율성 모색
노약자,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u-서비스
특화 및 이들에 대한 일반 u-서비스 공급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지자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등 기존 도시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지역특
성들을 고려한 u-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관련된 개별 u-인프라의 종류에 따른 설치,
정비, 개량 등에 관한 구체적 수립계획
사업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지자체·사업자 간 역할구분 및
충분한 재원공급 계획 수립
지자체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u-서비스
의 공급 및 필요시 기존 주변도시에 분포된
u-서비스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및 중복투자 방지
노약자,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u-서비스
특화 및 이들에 대한 일반 u-서비스 공급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국가·지자체·사업자 간
역할구분 및 충분한 재원공급 계획 수립

④ 정책지원
<표 5-13> 위계별 계획내용: 정책지원
계획위계

계 획 항 목
연구․개발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u-City
종합계획 국제협력
도시간 격차 해소
법제도 기반조성

세 부 내 용
u-City 건설을 위한 u-인프라 및 u-서비스에 관한 포괄
적 연구․개발
u-City 관련 산업 발굴 및 육성
u-City 건설을 위한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 및 전문
가 양성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 외국 선진국의 최신기술 도입, 국내 개발기술
해외 수출 등 관련 전략
u-City 건설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유도를 위한 u-인프
라 및 u-서비스의 공급계획
u-City 기반 구축 관련 법제도 환경 분석 및 정비방안
등 기초적인 법제도 정비

지역 특화산업과 u-기
u-City
u-City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지역특화방안을 반영한
술 접목, 지역 산업육
기본계획
u-City 관련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성 및 진흥방안
개별 사업에 관련된 u-인프라 또는 u-서비스 개발을 위
u-City u-기술 개발 및 활용
해 필요한 관련 u-기술의 발굴 및 그 성공적 활용결과
사업계획 체계 마련
사업화 및 실용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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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장기 과제
<표 5-14> 위계별 계획내용: 중장기 과제
계획위계

계 획 항 목
세 부 내 용
국토공간
유비쿼터스화 국토공간계획 상 위계간, 지역간, 부처간 총
방안
합적 유비쿼터스화 방안 마련
국토공간의 3차원 이용·관리로 개념의 확대
u-공간
3차원공간,지하 활용방안 및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유비쿼터스화 및
관련
u-City
구체적 활용방안
종합계획
u-공간기술 개발 및 적용 u-City 건설을 위한 관련 u-공간기술의 개
방안
발 및 활용에 관한 방안
u-시민 u-시민 규모설정 및 구현 u-시민의 개념정의와 규모, 특성 등 구현
관련 방안
방안 마련
2차원 토지, 3차원 건축물 및 유비쿼터스화
유비쿼터스화 된 도시기반시설 등과 모두 연계된 3차원
도시공간 체계 마련 및 실제 유비쿼터스화
실현방안
u-공간
도시공간의 3차원 이용·관리로 개념의 확대
관련
및 기존 도시내 건축물 및 공공시설 등의
3차원공간, 지하 활용방안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유비쿼터스화 및 구
체적 활용방안에 관한 방안
u-City
u-City 구현을 위해 필요한 u-공간 관련 첨
u-기술 개발 및 적용방안
기본계획
단정보기술 발굴 및 활용 계획
과거 공간계획의 인구규모의 수준에서 탈피
u-시민 규모설정 및 구현
하여, u-시민의 규모, 특성, 해당 지역의 u방안
시민 구현방향 설정 등
u-시민
관련 u-시민의 u-인프라 및 u- 지자체의 발전방향 및 거주하는 u-시민의
특성, 향후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u-시민의
서비스 수요추정 및 공간
의견 등을 수렴한 u-공간, u-인프라 및 u배분
서비스의 특성, 수요, 공간배분 등 공급방안
어떤 u-City사업을 막론하고 모두 u-공간
u-공간과 u-인프라, u-서
위에 구현되므로, u-인프라, u-서비스 등
비스 연계방안
관련 사업대상과 u-공간과의 연계방안
u-공간
u-인프라, u-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는
관련 u-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특별용도복합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u-City
사업계획
용도융복합화 방안
주·상·공·녹지지역 간 용도융복화 사항
도시공간
방안

장래 u-시민 규모에 따른 u-시민의 특성, 개발 방향에 대한 u-시민
u-시민
u-인프라 및 u-서비스 공 의 의견 등을 수렴한 해당 사업대상의 구체
관련
급을 위한 실시계획
적 개발방향

이상과 같이, u-City 계획체계상 각 위계별 계획내용을 1)현황 및 여건분석,
2)미래상, 3)부문별 계획, 4)정책지원으로 대분류하고, 각 계획내용 부문별 세부

계획항목을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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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계획위계별 계획내용 대안
u-City종합계획

단
기
과
제

계
획
내
용

중
장
기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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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여건분석
-각 공간권역별 현황
조사
-각 분야별 현황조사
◦ 미래상
-이념 및 기본방향
-계획년도
-지표설정
-도시간 u-City 상호연
계 및 체계적 정비
-지역 특색있는 유비
쿼터스화
◦ 부문별 계획
-u-인프라 관련계획
‧구축,관리,운영기준
관련사항
‧u-City 기술 표준화
‧정보 및 기반시설
보호, 정보공개
‧전국 지자체 확충방
안
-u-서비스 관련계획
‧서비스 제공 및 상
호연계, 운영성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지역특화 방안
◦ 정책지원
-연구․개발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도시간 격차 해소
-법제도 기반조성
-u-인프라 및 u-서비
스의 구축,관리 및
운영관련 기준
◦ 부문별 계획
- u-공간 관련계획
‧국토공간 유비쿼터
스화 방안
‧3차원공간,지하 활용
방안
‧u-기술 개발 및 적
용방안
- u-시민 관련계획
‧u-시민 규모설정 및
구현방안

u-City기본계획

u-City사업계획

◦ 현황 및 여건분석
- 각 생활권역별 현황조
사
- 각 부문별 현황조사
◦ 미래상
- 목표 및 기본방향
- 계획년도
- 지표설정
- 광역권 u-City 기능 상
호연계· 통합정비 방안

◦ 현황 및 여건분석
- 각 사업별 관련 현황조
사

◦ 부문별 계획
- u-인프라 관련계획
‧구축,관리,운영 방안
‧물리적 기존인프라 유
비쿼터스화 방안
- u-서비스 관련계획
‧서비스의 제공 및 상
호연계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
비스
‧지역특성 고려 서비스
제공방안

◦ 부문별 계획
- u-인프라 관련계획
‧설치, 정비 및 개량관
련 사항
‧비용분담 계획 및 민
간투자방안
- u-서비스 관련계획
‧서비스의 제공 및 상
호연계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
비스
‧비용분담 및 민간투자
방안

◦ 정책지원
- 지역 특화산업과 u-기
술접목하여 지역 산업
육성 및 진흥방안

◦ 정책지원
- u-기술 개발 및 활용체
계 마련

◦ 부문별 계획
- u-공간 관련계획
‧도시공간 유비쿼터스
화 방안
‧3차원공간, 지하 활용
방안
‧u-기술 개발 및 적용
방안
- u-시민 관련계획
‧u-시민 규모설정 및
구현방안
‧u-시민의 u-인프라 및
u-서비스 수요추정 및
공간배분

◦ 부문별 계획
- u-공간 관련계획
‧u-공간과
u-인프라,
u-서비스 연계방안
‧u-지구지정에 관한 사
항
‧용도융복합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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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상
- 사업명칭, 범위, 사업시
행자, 시행기간 및 시
행방법
-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 u-시민 관련계획
‧장래 u-시민 규모에
따른 u-인프라 및 u서비스 공급을 위한
실시계획

6) 계획집행(How-1) : 계획수립 절차

(1) 기존 법제도 검토31)

계획수립 절차는 계획부문, 계획의 위상, 계획의 수립이유 등에 따라 상이하므
로, 각 위계별 유사계획간 비교를 통한 계획수립 절차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개별 법내용을 정리·비교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각 위계별 계획수립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5-4> ~ <그림 5-6>과 같다.

① 국가계획 위계
<그림 5-4>「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종합계획 수립절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유시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 요청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유시티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시티종합계획에 반영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이를 조정∙총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수립에 반영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시티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된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유시티위원회(이하 “유시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시티종합계획의 승인 취득 후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에게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송부

31) 부록 1-4, 계획수립절차 관련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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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 위계
<그림 5-5>「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절차
유시티건설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의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관련계획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내용이 반영된 경우 계획수립을 안할 수 있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침

건교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수립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승인함

③ 사업계획 위계
<그림 5-6>「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사업계획 수립절차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작성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작성(승인 또는 변경)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 신청을 함

사업승인권자는 상위계획인 종합계획의 내용반영과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표준을
확인하고 승인함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승인·변경 승인 취득후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해당되는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

(2) 대안수립의 방향

첫째, 개별 계획의 계획수립절차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수립주체,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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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 및 지자체와의 권한설정 문제 등 복잡한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다음의
대안수립 접근방법을 따른다. 먼저는 기존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및 정보
기술 계획을 포괄하여, 대규모의 국내 관련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통해 결정된 법
안내용으로 판단되는「유시티건설지원법(안)」상 위계별 계획의 수립절차를 분
석한다. 이어서, 계획위계별 계획들의 수립절차를 참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4대 계획대상의 틀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u-City계획체계의 수립절차를 마련한

다.
둘째,「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계획은 현재 신도
시형에 국한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현실적으로 기존도시
정비형 유시티사업의 발생이 가능하므로 신도시형과 기존도시 정비형을 모두 포
함한 계획수립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시형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계
획은 주로「유시티건설지원법(안)」상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을 주로 참고한다.
기존도시 정비형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계획 상 계획수립과정을 참고하여 제시한다.

(3) 위계별 대안 - 계획수립 절차

이상의 기존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대안수립 방향을 바탕으로 한 위계별 계획
수립절차의 대안은 <표 5-16>과 같다.
<표 5-16> 계획위계별 계획수립 절차의 대안
계획 위계

계 획 수 림 의

절 차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에 의한 유비쿼터스종합계획 수립절
u-City
종합계획 차 준수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에 의한 유비쿼터스기본계획 수립절
u-City
기본계획 차 준수
u-City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에 의한 유비쿼터스사업계획 수립절
사업계획
(신도시형) 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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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지정 신청]

지자체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도시정비형 u-사업을 위한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함

[지구의 지정 신청서류 제출]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1. 정비지구의 명칭·위치, 면적, 지정목적, 현황
2. 정비지구 u-City화 개발의 기본방향
3. 주변에서 시행 중인 u-City화 정비사업 현황
4. 개략적인 u-인프라 및 u-서비스 설치 관련 사항 등
[지구지정·변경의 승인]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u-City사업협의
u-City
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함
사업계획
- u-City화 정비지구의 지정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함
(기존도시
정비형) - 시·도지사는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u-City 종합계획 및 u-City 기본계획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계획의 수립 및 결정신청] 지자체의 장,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도시정비형 u-City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도시정비형 u-City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u-City사업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야함
- 기존도시정비형 u-City사업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사업을 상호 연계
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정비지구 안의 존치지역 및 정비사업의 추진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함

7) 계획집행(How-2) : 계획수립 재원
(1) 기존 법제도 검토32)
① 국가계획 위계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계획의 수립 및 이를 위한 조사비용을 전적으로 수립주
체 비용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
본계획 등 정보기술 부문의 기존 관련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출연금 또는 기금 등을 통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유시티건설지원법(안)」은 계획의 위계를 종합계획·도시계획·사업계획
으로 나누면서도, 계획수립에 관한 재원마련 또는 보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향후, 종합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계획 위계별 계획주체에 따라 해당
32) 부록 1-5, 계획수립의 재원 관련 법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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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마련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는 관련 법제의 구체화가 요구
된다.
<표 5-17>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수립 재원 - 국가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법령 내용

국토기본법 국토종합
제31조
계획

o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
는 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

국가지리
정보체계의 국가지리
o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활용촉진을 위한 해당업무 수
구축및활용 정보체계
행자에게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
등에관한법 기본계획
률 제26조
o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함
- 정부 출연금 또는 충당금 1. 政府의 出捐金 또는 융자금
정보화촉진 정보화 - 전자통신기본법 제7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 외의
기본법
촉진
자의 출연금
33조
기본계획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 기타 수입금(收入金)

② 기본계획 위계

광역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시행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함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경우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관
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정부 전입금, 지방세, 지자체 전입금, 차입금
등의 세입 출처를 규정하고 다음의 사용처를 한정하고 있다. u-City 기반시설 지
능화 및 관리운용 비용,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특별회계 조성 및 운용·관리 비용
등의 사용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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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수립 재원 - 기본계획 위계
기존 법령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
한법률
제101조

“

택지개발촉
진법

관련계획

법령 내용
o (비용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음
광역도시
- 국가가 시행 경우는 국가예산
계획
- 지방자치단체 시행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 행정청 이외 시행자 경우는 그 자가 부담
o (보조 또는 융자) 아래의 경우는 그 소요비용을 국가예산
도시기본
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계획수립 -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침
기초조사
- 지형도면의 작성
택지개발
<재원관련 조항 없음>
계획

③ 사업계획 위계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은 시행자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사업에 의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는 건교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계획의 경우 역시 시행자 부담의 원칙 및 지자
체 비용분담의 원칙은 동일하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국고보조, 도시개발특
별회계 설치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의 경우
에도 시행자 부담원칙은 동일하나, 토지등 소유자에게 부과금 징수, 정비기반시
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기초조사에 대한 국고보조 및 융자 등의 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다.
<표 5-19>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수립 재원 - 사업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법령 내용

o (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비용부
담은 아래와 같음
- 국가가 시행 경우는 국가예산
국토의
- 지방자치단체 시행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획및
도시계획
- 행정청 이외 시행자 경우는 그 자가 부담
이용에
시설사업
o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
관한법
계획
업에 의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 발생시, 사
률
업 소요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제101조
o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한해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사업으로 인한 현저한 이익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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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관리자 비용 일부 분담시킬 수 있음
o (비용부담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 규정이 없
는 한 시행자가 부담함
o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
업에 의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 발생시, 사
업 소요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o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한해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사업으로 인한 현저한 이익 받은 경
우 관리자 비용 일부 분담시킬 수 있음
o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도시
개발법 도시개발 o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소는 사업촉진
제53조 사업계획
및 지원위해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등
o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과 같음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공사비 보조 및 융자
-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조 및 융자
-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
-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제도개발위한 조사연구비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 경비
o 지자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위한 자금조
달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o (비용부담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o 시장·군수는 타 사업시행자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임시수용시설"인 경우 그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도시및
o (비용의 조달)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정비
주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정비사업
환경
징수할 수 있음
계획
정비법
o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
60조 등
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사
업비의 일부를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o (보조 및 융자)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
한 시설 건설에 소요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유비쿼
터스도 유비쿼터
시의건 스도시건
<재원관련 조항 없음>
설등에 설사업계
관한법
획
률안

(2) 대안수립의 방향

첫째,「유시티건설지원법(안)」과 같은 계획위계와 지원정책과의 내용적 부조
화를 막기 위해, u-City 종합계획, u-City 기본계획 및 u-City 사업계획별 재원규정
을 마련하기로 한다.
둘째, u-City 종합계획의 경우, 국토종합계획 등 종합계획들과 마찬가지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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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수립 및 이를 위한 조사비용을 전적으로 수립주체 비용부담의 원칙을 따르
도록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조화하되 기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u-City 종합계획의 수립내용 전체를 포괄하고 또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u-City 기본계획의 경우, 지자체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다. 지자체가 계획수립이 가능한 u-City 기본계획 및 u-City 사업계획을 모두 지원
할 수 있는 지자체 관할 u-City 특별회계를 수립하여 계획의 수립 및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는 필요
에 따라 기타 민간에 의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적절히 운용
토록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u-City 사업계획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는 계획위계
인 만큼 다양한 지원책과 투명한 자금지원이 요구된다. 지자체 조례로 u-City특
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여 u-City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비
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민자유치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조세감면 혜택 및 프
르젝트금융(PF)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u-인프라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기존도시정비형의 경우 특별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 본인부담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도시에 u-인프라를 설치하는 u-City 사업계획의 수립
시 지자체는 용적률, 건폐율 및 건물높이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3) 위계별 계획수립 재원의 대안

이상의 기존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대안수립 방향을 바탕으로 한 위계별 계획수
립 재원에 관한 대안은 <표 5-20>과 같다.

8)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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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계획위계별 계획수립 재원의 대안
계획 위계

u-City
종합계획

계 획 수 립 의 재 원
o u-City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를 위한 자료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o 건설교통부장관은 u-City 건설 지원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
을 설치함
o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임금
o 기금은 다음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됨
- u-City종합계획의 수립내용및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비용
-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o 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함

￮ 국가는 u-City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
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u-City
기본계획

u-City
사업계획

-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o 지방자치단체는 u-City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
하여 유비쿼터스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
o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
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o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u-City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비용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o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o 지방자치단체는 u-City사업계획 수립, 실시, 운영 및 관리 지원을 위
하여 유비쿼터스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
o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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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o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u-City사업계획 수립, 실시, 운영 및 관리 지원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o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u-City기본계획에 의한 관련
u-City사업계획에 참여하거나 간접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City사업계획 사업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
법」·지방세징수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
도록 하거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1항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
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금융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금융
(PF) 등의 적극 활용을 통한 다양한 민자유치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o [u-인프라 비용분담의 원칙] 기존도시정비형 u-City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u-인프라 시설의 설치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u-인프라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 등 도시정비형 u-City사업
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u-인프라 시설 설치비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형 u-City
사업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 u-인프라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규모는 정비사업별 시행규모 및 기
타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정함
o [인센티브 제공] 사업시행자가 u-인프라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
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도시정비형 u-City사업계획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은 각 위계별 유사 관련계획과의 비교검토

및 본 연구의 u-City계획체계 구현의 방향성에 비춰 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u-City 계획구조인 계획주체, 계획범위, 계획목표, 수립주기, 계획내
용, 계획집행으로 계획체계의 틀을 분류하였고, 각 위계별로 u-City 종합계획,
u-City기본계획, u-City사업계획으로 구분하였다. 계획내용은 다시 현황 및 여건

분석, 미래상, 부문별 계획, 정책지원으로 세분하고, 중장기과제로 u-공간, u-시민
관련계획을 보완하여 밑부분에 따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정리된 u-City 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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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위계별 정비방안 내용을 종합표로 정리해보면 아래 <표 5-21>과 같다.
<표 5-21>의 내용가운데 줄친 내용은「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서 제시된 계

획체계상 포함내용에 있지 않으나,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통해 추가로 그 필요성
이 인식되어 제안된 부분에 해당한다.
<표 5-21>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 종합
u-City종합계획

u-City사업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장 또는 군수

-국가, 지자체, 주공·토공,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
자기관, 관련법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사업 및 개발
사업 시행자 등

-우리나라의 공중, 해안
및 도서지역을 모두 포함
하는 국토전역

-우리나라의 공중, 해안
및 도서지역을 모두 포
함하는 개별 지자체의
법정 관할구역

-해당 사업계획 구역

-국토지능화 방향제시

-장기적 도시지능화의 방
향제시
-도시공간구조 및 장기발
전방향 제시
-상하위계획 연계방안 제
시

-지자체의 통일된 체계적
사업추진 근거 마련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
간 명확한 책임부여
-상위계획 내용의 구체화
방안마련

- 매 5년마다

-유시티종합계획의 5년단
위 수립주기 감안 지자
체 자율로 정함

-개별사업자의 주관
-단,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u-인프라 및 u-서비스
관련 사업은 시설결정후
2년내 수립

◦ 현황 및 여건분석
- 각 공간권역별 현황조
사
- 각 분야별 현황조사

◦ 현황 및 여건분석
- 각 생활권역별 현황조
사
- 각 부문별 현황조사

◦ 현황 및 여건분석
- 각 사업별 관련 현황조
사

◦
-

◦
-

미래상
목표 및 기본방향
계획년도
지표설정
광역권 u-City 기능 상
호연계· 통합정비 방
안

◦ 미래상
- 사업명칭, 범위, 사업시
행자, 시행기간 및 시
행방법
-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 부문별 계획
- u-인프라 관련계획
‧ 구축,관리,운영 방안
‧ 물리적 기존인프라
유비쿼터스화 방안
- u-서비스 관련계획
‧ 서비스의 제공 및 상
호연계
‧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 지역특성 고려 서비
스 제공방안

◦ 부문별 계획
- u-인프라 관련계획
‧ 설치, 정비 및 개량관
련 사항
‧ 비용분담 계획 및 민
간투자방안
- u-서비스 관련계획
‧ 서비스의 제공 및 상
호연계
‧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 비용분담 및 민간투
자 방안

계획
주체

계획
범위

u-City기본계획

-건교부장관

계획 -전국 유시티 사업 통합
목표 및 연계
-하위계획 수립의 지침

수립
주기

미래상
이념 및 기본방향
계획년도
지표설정
도시간 u-City 상호연
계 및 체계적 정비
- 지역 특색있는 유비쿼
계 단 터스화
기
획과
내
◦ 부문별 계획
용 제 - u-인프라 관련계획
‧ 구축,관리,운영기준 관
련사항
‧ u-City 기술 표준화
‧ 정보 및 기반시설 보
호, 정보공개
‧ 전국 지자체 확충방안
- u-서비스 관련계획
‧ 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 운영성 확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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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방안

중
장
기
과
제

◦ 정책지원
- 연구․개발
- 산업육성
- 전문인력 양성
- 국제협력
- 도시간 격차 해소
- 법제도 기반조성
- u-인프라 및 u-서비스
의 구축,관리 및 운영관
련 기준

◦ 정책지원
- 지역 특화산업과 u-기
술접목하여 지역 산
업육성 및 진흥방안

◦ 정책지원
- u-기술 개발 및 활용체
계 마련

◦ 부문별 계획
- u-공간 관련계획
‧ 국토공간 유비쿼터스
화 방안
‧ 3차원공간,지하 활용
방안
‧ u-기술 개발 및 적용
방안
- u-시민 관련계획
‧ u-시민 규모설정 및
구현방안

◦ 부문별 계획
- u-공간 관련계획
‧ 도시공간 유비쿼터스
화 방안
‧ 3차원공간, 지하 활용
방안
‧ u-기술 개발 및 적용
방안
- u-시민 관련계획
‧ u-시민 규모설정 및
구현방안
‧ u-시민의 u-인프라
및 u-서비스 수요추
정 및 공간배분

◦ 부문별 계획
- u-공간 관련계획
‧ u-공간과 u-인프라,
u-서비스 연계방안
‧ u-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 용도융복합화 방안

◦ 재원확충 및 재원조달
방안
◦ 단계별 추진전략
◦ 협력 및 지원체계(역할
분담, 추진체계)

◦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 사업 재원조달계획(비
용분담 포함)
◦ 민자사업 추진전략

◦
계획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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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시민 관련계획
‧ 장래 u-시민 규모에
따른 u-인프라 및 u서비스 공급을 위한
실시계획

4. u-City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u-City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 및 사물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접목하여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u-City 계획대상 영
역인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획이 융합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u-City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

다. 첫째, u-City 계획대상 영역과 연관된 개별 법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방안과
둘째,「유시티건설지원법(안)」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제도들이 상호 공존하는 상태가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u-City와 관련하여 여러 법제
도들이 연관관계를 가지기는 하나 각 개별법들은 고유의 존재목적이 있는 만큼
u-City를 위해 모두 통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u-City 계획대상 영역을 통합하는 전담법률이 충분
히 성숙되고, 각 개별법에서 u-City의 구현과 관련된 조항들은 u-City 전담법률의
내용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기존 개별 법제도의 수정‧보완

먼저 u-City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
술계획들의 역할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
성이 있다.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획은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
되, u-City 구현과 관련해서는 각급 계획이 담당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City의 구현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획 등 다양한 법정 계획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정
계획들이 u-City의 구현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u-City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법제
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u-City 구현과 관련된 법제도들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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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u-City와 관련된 모든 법제도 및 계획체계를 개별
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제도
가 정비되어 실제 집행가능한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u-City와
관련된 개별 법제도들은 해당 법의 고유 목적과 관점에서 u-City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u-City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근본
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u-City의 구현과 관련이 있는 법률은 ｢국토
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과 같이 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등과 같이 정보기술계
획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그리고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과 같이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개별 법률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u-City의 개념이 태동하기 전부터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다. 비록 u-City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법제도에 u-City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u-City 구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들 법제도에 u-City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관련 법제도들에 u-City의 개념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
정‧보완하되, u-City 구현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u-City 법률을
독립적으로 추가‧제정하여 향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
다.

2)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정비방안

u-City 구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정비방안으로는 u-City

의 관점에서 기존의 개별적인 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획, 비물리적 계획보다 우
선하는 별도의 독립된 u-City 계획체계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
우 기존의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획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
서, u-City 구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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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u-City 구현을 위한 법률을 신설하고, u-City의 구축 및
운영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u-City의 구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u-City 구현을 전담하기 위한 고유한 법제도의 추진 현황으로는 건교부의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이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
결을 마친 상태이며,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상황을 볼 때 u-City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은 실질적으
로「유시티건설지원법(안)」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이와는 별도의 새로운 u-City 법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
에서 그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건교부가 제안한 법률(안)이 이미
입법 예고된 현실을 반영할 때, 이미 제안된 지원법의 내용에 크게 상반되는 법
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교부의 법률(안)은 본 연구
가 제시하고 있는 u-City 계획체계의 개념과 기본적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다
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u-City 계획체계의 발전방향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은 면이 일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위상, 기본방향과 큰 틀을 공유
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
우 「유시티건설지원법(안)」 내용상 미비되거나 온전한 효력 발휘를 위한 법령
으로서의 위상에 부적절한 내용에 관해 일부 수정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정비방
안을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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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u-City 구현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

먼저, 단기는 향후 1-2년 기간내에「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실효성을 확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u-City 계획체계 및 내용에 대한 범위는 도시
시설물의 지능화 및 공공부문 u-서비스 제공이 핵심 목표이다. 현재 건설교통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유시티건설지원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통
과를 앞두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앞 절에서 제시하였다.
중기는 향후 3-5년 기간내에「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이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도시공
간영역 즉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도 u-City구현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단, u-City와 관련된 구체
적인 계획내용은「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종합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 내
용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기는 향후 10년 기간내에「유시티건설지원법(안)」이 물리적 계획, 비물리
적 계획, 정보기술계획의 u-City 관련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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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술 계획에서 독자적으로
u-City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고, u-City 계획체계 내에서 u-City구현과 관련된 제

반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u-공간의 구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물
리적 영역), u-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정보기술 영역), u-서비스의 구현
및 보급에 관한 사항(비물리적 영역)을 u-City 계획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내용 및 역할도 단계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신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중기적으로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기존도시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
기적으로는 도시간 기능적 연계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내용적 범위
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u-City에 대한 정
책을 시행해 가되, 중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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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맺는
말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
은 향후 수행될 u-City 관련 계획 수립에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u-City
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u-City 계획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u-City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줄이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u-City를 성공적으로 추진하
기에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연구
를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기대효과
1990년대 유비쿼터스란 개념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그 개념의 포괄성과 모호

함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1980년대 한때 반짝 유행했다 사라진 텔레포트
(Teleport)33)에 비유하며 이 또한 일회성일 것이라 전망하였다. u-City 구현 사업

초기에 개념 정립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제한적이나마 동탄신
도시가 만들어 지고 u-City의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

33)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항구를 뜻하는 포트(port)의 합성어로, 넓은 의미로는 ‘지역사
회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결합됨으로써 완벽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개발 및 경제개발
을 촉진하는 시설’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송수신용의 파라볼라 안테나 등을 구비한 지상국과 정
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설비 및 타지역과의 정보교환 및 주변 빌딩의 통신기능 제어를 위한 정보통제
관리빌딩을 구성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각 기업과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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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쿼터스 개념이 실제 신도시 계획에 적용이 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면
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향후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국가성장동력으로 u-City 구현 사업을 선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R&D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많은 관․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향후
u-City가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제2의 도약을 성취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연구 및 사업 실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계획적 측면에서 u-City 계획체계의
종합적인 틀을 정립하였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발의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률을 근거로 향후
u-City 관련 계획적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체계의 틀을 활용하면 u-City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불명확함과 혼란을 줄
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위상, 기본
방향과 큰 틀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법률이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 제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
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내용상 보완할 부문이나
온전한 효력 발휘를 위한 법령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일부 내용의 수정 및 개선
을 위한 중장기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유시티건설지원법의 단계
별 발전방향을 마련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는 u-City를 실제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u-City 계획체계
를 다루고 있다. u-City 계획이 u-City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u-City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u-City 계획체계

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개별적인 u-City 사업에 대한 불명확함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u-City계획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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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다른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보다 구조화되
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있는 u-City 계획 관련 내용들이
항목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계획적 의미를 부여하여 현황 및 여건분석,
미래상, 부문별 계획, 정책지원 등으로 세분하고 계획수립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의 제정목적이 건설사업 지원목적에
있어 주로 신도시 위주의 도시시설물 지능화와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
완하여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도시도 포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간 기
능적 연계도 가능토록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중앙
정부차원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의 참여
를 활성화하여 민간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u-City와 관련된 법34)을 나열해 보면 많은 타 법들과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다루어야 할 내용이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들 법
률은 u-City의 개념이 태동하기 전부터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제
정된 법률이다. 비록 u-City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들 법제도에 u-City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u-City 구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까지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다.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이 연구에서는 u-City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체계의 틀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u-City 구현을 위해서는 아직 제반 여

34) 도시개발관련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도시
개발법,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등 최소 6가지에 이른다. 서비스 적용 관련 법 역시 정보화촉진기본
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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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u-City 관련 계획 수립을 위
한 구체적인 수립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중에 우선적으로 u-City 종
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u-City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u-City의 공통적인 비전 및 지원책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체계적 접근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u-City 사업의 국가차원의 지침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u-City 계획수립지침을 조속히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각자의 여건 및 특
성에 부합한 u-City 계획, 건설,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u-City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업무처리지침 또한 조속히 수립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표준화된 추진절차, 사
업관리운영지침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효과적인 추진과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u-City 관련 건설지원법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u-City 기반 구

축과 관련된 제반 법제도 환경을 분석하고 그 정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u-인프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u-City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u-City 건설지원법의 발전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간, 중앙
부처와 지자체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역할정립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융복합을 근거로 하는 u-City 기반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 및 조
직체계의 개발과 운영지침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u-City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지원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마케팅기
법을 포함한 u-City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
며, 인센티브 등 물리적 계획기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기법, 재정
과 금융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기법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36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 방안 연구

4. 맺는말
u-City 구현은 물리적 도시건설과 첨단정보통신기술 등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융․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새로운 절차와 방법이 요
구된다. 기존의 도시를 계획․건설․운영하는 기준에 새로운 첨단정보통신기술
을 접목하기 때문에 법․제도․정책 및 기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u-City가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 u-City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시장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역시 과감히 융․복합시대에 걸맞는 대대적인 리
모델링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형 인재 확보 또한 우선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과감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세운 신(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u-City 구현에 적용된 신기
술을 표준화하고 실용화, 제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축
된 노하우를 비좁은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나아가는 전략 또
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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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Planning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Jung-Hoon Kim, Chun-Man Cho, Dong-Han Kim

Chapter 1. Introduction
This chapter describes the study background and purposes of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planning system for
u-City realization. The study purposes can be specifi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tudy is intended to display the theoretical bases regarding
u-City planning in order to set up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constituent factors of a u-City planning system. Second, the study chooses
u-Infra, u-Service, u-Space and u-Citizen as a target of a u-City planning,
and suggests basic concepts, directions to realization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each of them. Third, as a planning structure, main players
, areal scope, targets, establishment period, contents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planning are rearranged according to the planning
hierarch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municipalities.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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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se efforts, the study aims to maximize efficiency, convenience,
self-sufficiency and pleasantness of a u-City.

Chapter 2. Direction of a New Paradigm
This chapter contains the histories of the paradigm shift in planning,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T), and current moves towards
a new paradigm in planning, along with the need. From the 1960s when
people regarded urban planning as a pure physical planning to the 1990s
of the New Urbanism, by which the importance of human settlements
was revisited, the entire planning paradigm shift is reviewed in this
chapter.
In the meantime, the rapid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from the mid-1990s resulted in transformation of the society from the
industrial to information society, affecting citizens' overall life patterns.
The effects and role of IT in planning from the early 1960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960s, a period of data developments; 1970s,
information systems establishment 1980s, IT as a tool for communication
among planners and stake-holders; 1990s, IT as a tool for discussions
for consensus-building; and lastly, 2000s, change of a daily life through
IT.
The contemporary urban problems are so complicated that it is not
easy to find optimal solutions.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solution
alternatives, such as urban hi-tech informatization,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trengthening of urban
growth management, and 3-dimensional integrated land-use.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of future urban planning, it is crucial
to understand basic constituent factors of a city, especially those arising
from complicated problems mixing with each other. This is intended to
come up with comprehensive solutions against them. To achieve this,
it is desperately needed to lay the ground for a planning system for
the entire procedures from planning to construction to maintenance by

146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 방안 연구

utilizing hi-tech information technologies.

Chapter 3.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s for a u-City
Planning System
In this chapter, the concepts of u-City and u-City planning system,
the features and constituent factors of a u-City planning system are
suggested. u-City is a city that is realized by applying intelligence, cyber
geo-reference, and real/cyber network connections to the constituent
factors of existing urban space, such as citizens, activities, facilities and
land. Therefore, a u-City planning system is a practical device to be used
to realize ubiquitous cities.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s are, there have been a series of
u-City related projects and plans in the absence of proper foundations
of basic concepts and development scop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e u-City planning system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formalized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u-City plans. At the
conceptual level, the u-City planning system comprises planning
hierarchy, targets of the planning, visions and goals, contents, planning
bodies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At a more practical level, the
u-City planning system is divided into targets of the planning, planning
structure and planning hierarchy. Lastly, in order for u-City plans to
suggest the visions and support schem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o secure autonomy of local municipalities, a vertical hierarchy
is required. The hierarchy of the u-City planning system is defined
differently at the three level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municipalities
and individual projects.

Chapter 4. u-City Laws and Case Studies
In this chapter, the contents and types of u-City related plans and
laws are reviewed, and actual u-City related development projects are
investigated. First of all, in reviewing u-City related plans and law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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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are classified into physical, non-physical and information
technology-related areas. As a result, though part of the plans and laws
are related to u-City realization, they have their own planning purposes
and functions therefore, they are limited in fully undertaking the task
of actual u-City realization.
Then, u-City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u-Pusan, u-Gwangkyo
and u-Paju‧Unjeong have been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as
in u-City related plans and laws, none of the cases approached the u-City
development under specific planning frameworks. This means that it is
urgently needed to prepare a u-City planning system as a common
planning standard among local municipalities.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it is concluded that local municipalities
have been implementing u-City related development projects without
substantial standards or bases. As a means of solving these problems,
partial maintenance of u-City related plans and laws is still limited.
Several suggestions regarding this have been included in the measures
of maintaining the u-City planning system.

Chapter 5. Devices for U-City Planning System Maintenance
This chapter shows the basic directions to maintaining the u-City
planning system, to realization of four targets of the planning, to
rearrangement of the planning structure based on a vertical hierarchy,
and to maintaining related plans and laws. For the refurbishing of the
u-City planning system, it is essential to set basic directions, first of
all.
There can be two approaches to rearranging u-City related plans
and laws. One is, refurbishing and complementing each individual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targets of u-City planning, and the other is
refurbishing and complementing the 'u-City Development Projects
Supp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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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all, from the view-point of u-City realiza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roles and scopes of each of the existing physical,
non-physic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 planning, and to
rearrange related plans and laws.
While revising them with the consideration of u-City definition and
the need, comprehensive and detailed descriptions on u-City realization
are recommended to be provided afterwards by additionally enacting
separate u-City laws for further guidance.
Here, the role of the u-City planning system can be played by the
'u-City Development Projects Support Law'. The study only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short,

mid

and

long-term

revisions

or

improvements in the future.

Chapter 6. Conclusions and Policy Suggestions
This final chapter describes the expected effec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future research and policy-making
suggestions. Once the 'u-City Development Projects Support Law(draft)'
takes effect, the need for u-City related plan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n, utilization of the framework of the u-City planning
system suggested in the study is predicted to contribute to decreasing
ambiguity and confusion in u-City plan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aspect of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presents devices
for revising the u-City Development Projects Support Law(draft)', while
sharing the perspectives on its status, basic directions, and the
framework. Therefore, the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preparing
step-by-step improvement schemes for the law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still too many aspects of immaturity in current
situations to achieve successful u-City development, and preliminary
researches related to this should be followed in the future. First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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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lan-establishment

strategies

should

be

provided

for

implementing u-City related projects, which are stipulated in the 'u-City
Development Projects Support Law(draft)'. In order for the law to be
effectively promoted, it is necessary to further improve contents of the
law.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define role-sharing among u-City related
organizations based on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hierarchy,
develop institutions solely responsible for related tasks, and provide
management guidelines. Lastly, supporting models such as marketing
strategies, incentives for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financial
supports must be d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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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획주체 관련 법제도

<국가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종합계
획

법령 내용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지리정보
체계의구축및
활용등에관한
법률

국가지리정
보체계기본
계획

第5條 (國家地理情報體系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①政
府는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을 촉진하기 위하
여 5年 단위로 國家地理情報體系基本計劃을 수립·施行하
여야 한다.

정보화촉진기
본법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유비쿼터스도
시의건설등에
관한법률안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第5條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의 수립) ①政府는 情報化促
進등을 위하여 5年의 기간을 單位로 하는 情報化促進基
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
위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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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광역도시
계획

“

도시기본
계획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계획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
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
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내용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35)

도시계획
시설사업
계획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획

유비쿼터스도시
의건설등에관한
법률안

유비쿼터
스도시건
설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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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第3條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計劃的인 都市
開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지
정할 수 있다.
第4條 (開發計劃의 수립 및 변경)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
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는 者(이하 "指定權者"라 한다)
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都市開發
區域에 대한 都市開發事業의 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
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
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
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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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
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
행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 계획기간 관련 법제도
<국가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
계획

국가지리정보체
계의구축및활용
등에관한법률

국가지리
정보체계
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본
법

정보화촉
진기본계
획

유비쿼터스도시
의건설등에관한
법률안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

법령 내용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③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
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
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第5條 (國家地理情報體系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①政
府는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을 촉진하기 위하
여 5年 단위로 國家地理情報體系基本計劃(이하 "基本計
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5條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의 수립) ①政府는 情報化促進
등을 위하여 5年의 기간을 單位로 하는 情報化促進基本
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3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1항>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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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광역도시
계획

“

도시기본
계획수립
지침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계획

법령 내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
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
2-2-1.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
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예 : 2020년, 2025년)
2-2-2.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
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第3條 (豫定地區의 지정등<개정 1999.1.25>) ①건설교통
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宅地需給計
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宅地를 集團的으로 開發하기 위
하여 필요한 地域을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비정
기적>

<사업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
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계획

유비쿼터스도시
의건설등에관한
법률안

유비쿼터
스도시건
설
사업계획

154

법령 내용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정기적>
第3條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
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計劃的인 都市開
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
할 수 있다. <비정기적>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
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
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
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
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
행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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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내용 관련 법제도

<국가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
계획

국가지리정보체
계의구축및활용
등에관한법률

국가지리
정보체계
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본
법

정보화촉
진기본계
획

법령 내용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
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
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
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
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
선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第5條 (國家地理情報體系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①政
府는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을 촉진하기 위하
여 5年 단위로 國家地理情報體系基本計劃(이하 "基本計
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의 촉진을 위한 施
策의 기본방향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地理情報(이하 "基本地理
情報"라 한다)의 構築 및 관리
3.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관리에 관한 技術의 硏究·
開發
4.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관리에 관한 專門人力의 養
成
5.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活用 및 流通
6.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관리 및 流通에 관한 投資
計劃 및 財源調達
7. 地理情報體系의 標準化
8. 地理情報體系와 관련된 産業의 육성
9. 기타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의 촉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第5條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의 수립) ③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1>
1. 情報化促進등에 대한 施策의 기본방향
2. 行政業務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3. 産業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4. 財政·金融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5. 敎育·硏究·科學技術·環境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6. 地域·文化·生活 기타 분야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7. 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분야별 情報保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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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
의건설등에관한
법률안

유비쿼터
스도시종
합
계획

관한 사항
8. 情報의 共同活用 및 情報通信 標準化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個人情報 및 知的所有權의 보호와 情報通信利用者(이
하 "利用者"라 한다)의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10. 情報化促進등을 위한 法令·制度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11. 情報通信技術의 硏究·開發,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
成등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12.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에 관한 사항
13. 情報化促進등과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4.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財源의 調達 및 運用에 관한
사항
15. 기타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
(이하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
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
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
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유비쿼터스도시의 상호 연계 및 체계적 정비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
항
10.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11.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보호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도시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4.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에 관한 사항
15.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6.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 위계>
기존 법령
국토의계획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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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획
광역도시

법령 내용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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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관한법률

계획

“

도시기본
계획수립
지침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계획

각호의 사항중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
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
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
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
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 위계>
기존 법령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관련계획
도시계획
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법령 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개별 관련법에 따라 매우 상이함>
第5條 (開發計劃의 내용) ①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
는 사항은 都市開發區域의 지정후에 이를 開發計劃에 포
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1. 都市開發區域의 명칭·位置와 면적
2. 都市開發區域의 指定目的 및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期
間
3. 都市開發區域을 2 이상의 事業施行地區로 分割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그 地區分割에
관한 사항
4.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관한 사항
5.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6. 人口受容計劃

부록

157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획

유비쿼터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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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유비쿼터
스도시건
설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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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土地利用計劃
8. 交通處理計劃
9. 環境保全計劃
10. 保健醫療 및 福祉施設의 設置計劃
11. 道路, 上·下水道 등 주요 기반시설의 設置計劃
12. 財源調達計劃
13. 都市開發區域밖의 地域에 기반시설을 設置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負
擔計劃
14. 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土地·建築物 또는 土
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
業權, 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土地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1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
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06.5.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
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① 제12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
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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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수립절차 관련 법제도

<국가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
계획

국가지리정보체
계의구축및활용
등에관한법률

국가지리
정보체계
기본계획

법령 내용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
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
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
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
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
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에 대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
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
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
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5條 (國家地理情報體系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①政
府는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을 촉진하기 위하
여 5年 단위로 國家地理情報體系基本計劃(이하 "基本計
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이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第8
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地理情報體系推進委員會(이하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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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地理情報體系推進委員會"라 한다) 및 情報化促進基本
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情報化推進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친 후 이
를 확정한다. 확정된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
치는 경우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의 審議는 이를 생략한다.
⑤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理情報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施行에 있어서 第2
項 各號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6條 (施行計劃의 수립 등)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매년 基本計劃에 따라 소관 業務와 관련된 國家地理情
報體系의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 執行實績을 評價하여야 한다.
②企劃豫算處長官은 施行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 國家地理情報體系推進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施行計劃의 수립 및 그 執行實績의 評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地域別施行計劃의 수립 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은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에 따라 소관 業務와 관련된
사항을 管轄區域에서 施行하기 위하여 地域別施行計劃
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域別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하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地域別施行計劃이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地域別施行計劃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의 수립) ①政府는 情報化促
進등을 위하여 5年의 기간을 單位로 하는 情報化促進基
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②基本計劃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을 綜合하여 수립하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중간생략>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所管
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 있어서 第3項 各號의 사항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中央行政
機關別 部門計劃의 作成指針을 정하여 이를 關係中央行
政機關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1999.1.21>
第6條 (施行計劃의 수립)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基
本計劃에 따라 매년 情報化促進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前年度의 施行計劃 推進實
績과 다음 年度의 施行計劃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
化推進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審議를 받아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
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된 施行計劃의 施行에 필
요한 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施行計劃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등의 調整) 關係中央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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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機關의 長은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수행하는 情
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機關의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情報通信部長
官과 協議를 거친 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
委員會에 이의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
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
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행정자
치부장관이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계획을
말한다)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
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
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
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
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광역도시
계획

법령 내용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
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
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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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
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
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종합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
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
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
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
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
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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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
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
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
시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
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
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도시계획
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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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광역도시계획을 제1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
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
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
청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도시기본
계획수립
지침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
다.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
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
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
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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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
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
정 2005.3.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
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
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신설 2005.3.31>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계획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
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
획에 우선하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
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第9條 (宅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①施行者는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宅地開發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
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實施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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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
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신설 1999.1.25, 2002.2.4, 2007.4.20>
③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施行者 및 管轄市長 또
는
郡守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建設交通部長官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
의 收用을 요하는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施行者의
姓名, 事業의 種類와 收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官報에 告
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 實施計劃承認申請時까지 土地
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⑤施行者는 宅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
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사업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법령 내용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
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③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
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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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사업
계획

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
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
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생략>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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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개정 2007.1.19>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
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④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
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07.1.19>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
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
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
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
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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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
인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
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
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
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
지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
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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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
치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
수도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
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
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
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0.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
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
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
가, 신고 또는 협의
2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
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
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
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
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
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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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서류의 송달)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
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
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9>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
유권 외의 권리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
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중간생략>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
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
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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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
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
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
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
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
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
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계획

<생략>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획

<생략>
제3장 유시티 건설사업의 시행 등
<중간생략>
제11조 (유시티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등)

유비쿼터스도시
의건설등에관한
법률안

유비쿼터
스도시건
설
사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시티건설 사업계
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②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자 하
는 때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한 유시티사업협의회를 구성
하여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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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⑤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당해 유시티건설사업계획에 해당되는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의 내용반영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시티기술의 표준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사업계획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이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내용
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시티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시티건설 실시계
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시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이하 “실
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한 때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당해 유시티건설 사업실시계
획에 해당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계획의 내용반영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시티기술의
표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하는 실시계획의 내용에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내용
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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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
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
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
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
을 포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는 당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작
성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
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의 인가
2.「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
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
행의 허가
4.「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5.「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6.「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ㆍ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승
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사업승인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가 유시티건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승인권자에게 준공보고서
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업승
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사업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기타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준공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
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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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사업승인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때
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
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
의 내용을 포함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
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
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관리
청”이라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 민간사업시행자에 한하여 유시티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에 대해「국
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
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유시티기반시설, 유시티운영센터 등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
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공공시설의 관
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유시티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
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의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⑥ 기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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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수립의 재원 관련 법제도

<국가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
계획

국가지리정보체
계의구축및활용
등에관한법률

국가지리
정보체계
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본
법

정보화촉
진기본계
획

법령 내용
제31조 (비용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조사 등
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26條 (政府의 지원) 政府는 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
用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수
행하는 者에 대하여 補助金 또는 出捐金의 지급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地理情報體系關聯 技術의 硏究·開發
2. 地理情報體系關聯 專門人力의 養成
3. 地理情報體系關聯 專門知識 및 技術의 지원
4. 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의 構築 및 관리
5. 地理情報의 流通
6. 地理情報目錄의 작성
第5章 정보통신진흥기금 <개정 2004.12.30>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
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04.12.30]
第34條 (基金의 財源과 用途) ①基金은 다음 各號의 財源
으로 造成한다. <개정 1999.1.21, 2000.1.21, 2005.12.30>
1. 政府의 出捐金 또는 融資金
2.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
者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金
3. 삭제 <2004.12.30>
3의2. 「전파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
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
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
액
4. 基金運用등에 따른 收益金
5. 借入金 기타 收入金
②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전파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6. 「전파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
수할당대가
7.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第35條 (基金의 運用·관리) ①基金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
金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情報通信 硏究開
發業務와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부록

175

③삭제 <2004.12.30>
④기타 基金의 運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令으로 정한다.
第35條의2 (情報通信硏究振興院의 設立등) ①情報通信硏
究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硏究
振興院(이하 "硏究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硏究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委
託하는 基金의 運營·管理
2. 情報通信硏究開發 需要調査·技術豫測 및 硏究企劃
3.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에 대한 評價·관리
4. 기타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③政府는 硏究振興院의 設立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할 수 있다.
④第10條第2項·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硏究振興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情報通信硏究振興院"으로, "정보진흥원"은 "硏究振興院"
으로 본다. <개정 2006.10.4>
[본조신설 1999.1.21]

<기본계획 위계>
기존 법령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관련계획
광역도시
계획

“

도시기본
계획수립
지침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계획

법령 내용
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
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
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①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
사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재원관련 조항 없음>

<사업계획 위계>
기존 법령

관련계획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
시설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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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
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
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
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
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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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계획

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
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
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에 한한다)는 공공시설(당해 시
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한한다)의 관
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
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
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
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
정한다.
第53條 (費用負擔의 원칙) 都市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施行者가 부담한다.
第55條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①指定權者가 施行者
인 경우 그 施行者는 그가 施行한 都市開發事業으로 인
하여 이익을 받는 市·道 또는 市·郡·區가 있는 때에는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都市開發事業에 소요된
費用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市·道 또는 市·郡·區에 부
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行政自治部長
官과 協議하여야 하고, 市·道知事가 관할외의 市·郡·區에
費用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市·郡·區를 관할
하는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하며, 市·道知事間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決定에 따
른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가 施行한 都市開發事業으
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地方自治團體가 있는 때에
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都市開發事業에
소요된 費用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地方自治團
體와 協議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市·道知事의 決定에 따르며, 市·郡·區를 관할하는 市·道
知事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第1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
다.
第56條 (公共施設管理者의 費用負擔) ①行政廳인 施行者
는 그 施行者외의 者가 設置·관리하는 公共施設이 都市
開發事業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당해 都市開發事業에 소요된 費用의 일
부를 당해 公共施設의 管理者와 協議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
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당해 公共施設에 관한 中央行政
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決定한다.
②施行者는 共同溝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律에 의
하여 당해 共同溝에 收容될 施設의 設置가 義務로 되어
있는 者에게 共同溝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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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條 (都市開發區域밖의 기반시설의 設置費用<개정
2002.2.4>) ①都市開發區域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大
統領令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都市開發區域밖의 地域에
設置하는 경우 指定權者는 第5條第1項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計劃이 포함된 開發計劃에 따라 施行者로
하여금 이를 設置하게 하거나 당해 設置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
行者가 부담하는 費用을 제외한 나머지 設置費用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은 建設交通部
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정한다.
③指定權者는 第5條第1項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
計劃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實施計劃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都市開發區域밖에 추가로 設置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그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實
施計劃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追加設置를 필요하게 한
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④指定權者는 施行者의 부담으로 都市開發區域밖의 지역
에 設置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地方自治團
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
用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指定權者는 해당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 및 施行者와 協議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第58條 (보조 또는 融資)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에 소요되
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費用의 전
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다
만, 施行者가 行政廳인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融資
할 수 있다.
第59條 (都市開發特別會計의 設置 등)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
한다)는 都市開發事業을 촉진하고 都市計劃施設事業의
設置支援 등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都市開發特別會計
(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개정
2002.2.4, 2002.12.30, 2007.4.11>
1.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金
2. 政府의 補助金
3.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발행으로 造成
된 資金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
5.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된 過怠料
6. 「수도권정비계획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
에 귀속되는 過密負擔金중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比率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는 開發負擔金중 당해 地
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比率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規定에 의한 收益金
9. 「지방세법」 第2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되
는 都市計劃稅의 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의 금
액
10. 차입금
11. 당해 特別會計資金의 融資回收金·利子收入金 및 기
타 收益金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
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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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第60條 (特別會計의 운용) ①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用
途로 사용한다. <개정 2002.2.4, 2002.12.30>
1.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대한 工事費의 보조 및 融
資
2. 都市計劃施設事業에 관한 보조 및 融資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元利金의 償還
5.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計劃樹立 및 制度發展을 위한
調査·硏究費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特別會計의 造成·運用 및 관리를 위한 經費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에게 特別會計의 運用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特別會計의 設置 및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61條 (都市開發債券의 발행)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都
市開發事業 또는 都市計劃施設事業에 필요한 資金을 調
達하기 위하여 都市開發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
券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의 規定
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③都市開發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金
은 5年, 利子는 2年으로 한다.
④都市開發債券의 利率·발행방법·發行節次·償還·發行事務
取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2條 (都市開發債券의 買入)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者는 都市開發債券을 買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2.12.30, 2007.4.11>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외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7
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
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02.12.30, 2007.4.11>
③都市開發債券의 매입대상 및 금액과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획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
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제61조 (비용의 조달)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
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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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
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
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
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
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
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보조 및 융자) ①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
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
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
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
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유비쿼터스도시
의건설등에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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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위한 재원관련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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