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IAEBS Vol.14, No.6, December pp. 565-576

Received: October 12, 2020

Revised: November 9, 2020

Accepted: November 9, 2020

Ⓒ 2020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KIAEBS 2020 December, 14(6): 565-576

https://doi.org/10.22696/jkiaebs.20200048

pISSN : 1976-6483

eISSN : 2586-0666

OPEN ACCESS

Journal of KIAEBS Vol. 14, No. 6, 2020 ∙ 565

RESEAR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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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chieve the smart city development successfully, smart city servic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Smart city service is a way to implement the concept in the business 

area, but the services should also include the key values of the smart city such as smart 

technologies and user-centric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evaluated 

individual smart city services from private sectors. This study suggested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smart city services based on the axiomatic design method and social needs of the 

smart city. Indicators were selected as three higher-level design parameters and ten lower-level 

design parameters. These indicators represent the technical, operational, and governance 

attributes and each has criteria of evaluation by four scores; 0, 0.33, 0.67, 1. The suggested 

indicators were applied to five existing services as a case study.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showed that indicators distinguished the services according to attributes, and the criteria were 

established within the range of existing services’ characteristics. The suggested indicators are 

expected to apply to evaluate the individual services and help make policy to develop and 

support the smart city services.

주요어 : 스마트시티 서비스, 지표 평가, 공리적 설계, 스마트시티 에너지

Keywords: Smart City Service, Indicator Evaluation, Axiomatic Design, Smart City Energy

서 론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서, 최근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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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높아지고 있다(MOLIT, 2019a).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 세계 도시의 약 15%에 스마트시티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 또한 현재 연간 110조원 규모에서 2030년경에는 연간 3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Hwang, 2017; Navigant Research, 2019).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

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기존의 U-City정책 및 개발 사례를 기반으로 “스마트도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ICT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술적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스마트 기술

을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도시 운영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구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

나로 꼽힌다(Monzon, 2015). 특히 국내에서는 기존 U-City 정책이 공공 주도로 ICT 인프라

를 구축한 후에 활용성이 낮았던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스마트시티 정책에서는 민간 주도의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hin et al., 2015; Ahn et al., 2018). 스마트

시티 서비스에서는 기업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과 공공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향식 서비스 개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이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에서 운용되는 민간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은 스마트시티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도시 단위의 개발 정책 및 개념 

정의가 주로 논의되는 특성에 따른 결과로, 국내외의 스마트시티 사례가 실증 단계에 접어들면

서 개별 서비스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Woods, 2019).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며,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 사업 투자의 효과성을 예측하고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

다(Lee and Leem, 2019). 또한 서비스의 분류 체계(taxonomy) 평가는 기존 서비스의 동향을 

분석하고 스마트시티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bol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개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평

가 방법과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평

가 방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선행 연

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공리적 설계를 이용한 평가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평가 지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서

비스의 대상과 적용 방법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시티 평가 방법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 개발 시 그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지

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서비스의 특성 비교에 따라 지원 사업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선행연구 조사 및 이론적 고찰

스마트시티에서 민간 주도의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 내 사용자의 수요를 충

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가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형의 스마트시티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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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기존 도시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이나 단기적인 사업에 비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서비스들은 개발과 운영 단계의 특성이 광범위하여 서비스 

분류 기준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평가 체계 연구에 대한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내 개별 서비스 평가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비한 편이며, 그 개념과 평가 방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서 접근하는 평가 방법은 서비스의 가치와 효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경영학 부문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여러 연구에 응용되고 있다(Tanda and De Marco, 2019). Abbate et al. 

(2019)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방법을 이용하여 가치 제안,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

너, 4개 요소를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요소에서 스마트시티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4단계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21개 스마트시티 IoT 플랫폼 서비

스를 평가하였다. Walravens (2015)는 비즈니스 모델 매트릭스 방법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공공-민간의 참여도와 공공 이익 기여도에 따라 10개의 스마

트시티 서비스를 평가하여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공공 민원 서비스인 NYC311은 공공참여

도가 높고 간접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반면,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소규모 사업서비스 중개 애

플리케이션인 App van’t Stad은 민간참여도가 높고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를 보여

주어 여러 특성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은 복잡한 사업 계획 중 핵심적인 요소만을 요약하기 위해 개

발된 것으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려면 분석 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Ryou and Lee, 2016). 스마트시티의 연구 사례에서는, Diaz-Diaz et al. 

(2017)과 Quak et al. (2014)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방법의 구성 요소가 도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내 개별 서비스

의 적용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삶의 질 향상 등 사회환경적 외부성과 도시 정책의 공공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 포맷의 수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요약적인 분석을 위

해 개발된 도구를 분석 대상에 따라 임의로 확장하고 보완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므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연구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평가 지표를 이용한 방법은 스마트시티를 도시 단위 정책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므로 설계, 평가, 

사례 적용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풍부하고 확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스마트시티 

사례에 대한 지표 설계를 제안하는 연구는 인증 제도 개발, 정책 제시 등 여러 목적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나 세부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Han et al., 2018; Choi and 

Chun, 2019). 한편, Lee and Leem (2019)는 도시 이하의 단위에 대한 평가 방법이 국내에 전

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마트시티의 실증 사업 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 지표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스마트시티를 정부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평가 지표 방법이 스마트시티 내 개별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가 드물고, 서비스 평가 지표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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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기존 정책인 녹색 

도시, U-City 사업에 대해서 선행된 평가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에 적

용할 수 있다. Kim et al. (2012)는 U-City 개발 사업의 평가 방법으로 기술 요소, 서비스 요소, 

도시 운영 요소를 선정하고 요소별로 세부적인 지표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스마트시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Shin et al. (2013)은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시설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체계와 지표를 개발하였다. 녹색 도시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과

정을 공학적인 설계로 접근하여 공리적 설계(Axiomatic Design) 방법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지표 선정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

한 것이 특징적이다. 공리적 설계 방법은 도시 정책이 가지는 여러 속성을 독립적으로 구성함

에 따라, 평가 지표의 중복적인 선정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필요 및 기능적 요구에 

근거하여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도시 평가지표가 개념적인 속성으로부

터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연구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분석으로의 접근 방식

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를 응용하는 접근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선행 연구에서 정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단위와 유사하므로 서비스 평가 속성 및 범위를 설정할 때 비즈니스 모델 분석 사례를 응용할 

수 있다. 반면, 평가 도구에 있어서는 평가 지표 설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의 국내 스마

트시티 또는 유사 정책의 평가 연구와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때, 공리적 설계 방법을 이

용하면 소비자의 요구사항으로부터 평가 지표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즈니스 모델에

서의 분석 방법과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서 논의한 두 가지 접근방식을 융합할 수 있

는 연구 방법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 지표 개발

공리적 설계를 이용한 지표 개발 방법

Suh (1998)에 의해 제안된 공리적 설계 이론은 복잡성을 줄이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이루

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 지표 선정을 위한 공리적 설계의 응용 방

법을 이용하였다. 공리적 설계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자 요구(Customer Needs)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기능적 요구(Functional Requirements, FRs)를 정한다. 이 때, 기능적 요

구는 특정한 해결 방안을 전제하지 않은 중립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능

적 요구에 사상(Mapping)된 설계 인자(Design Parameters, DPs)를 설정한다. 설계 인자는 

설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요소 또는 소프트웨어 모듈 등으로 나타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근거로서, 국내에서 발행된 스마트시티 

계획 자료와(MOLIT, 2019a; 2019b), 미국 교통부에서 시행한 Smart City Challenge의 핵심 

비전을 이용하였다(U.S.DOT, 2015).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정책의 목표는 

국가와 도시별로 상이하므로 국내에서 사회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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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Challenge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벤

치마킹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던 해외 사업의 스마트시티 관점을 반영하고자 활

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나, 현재 국

내외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실사용자인 시민 및 기관의 실제 수요에 대한 조사 자료가 미

비하여 정책 문서를 활용해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기능적 요구 및 설계 인자는 사용자 요구를 만족하도록 선정되고, 독립 공리 조건에 따라 

기능적 요구가 설계 변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능적 요구와 설계 

인자의 관계는 Figure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성(Coupled), 비연성(Uncoupled), 비연성

화(Decoupl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독립 공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비연성 또는 비연성화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성화 행렬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출된 기능적 요구와 설계 인자의 

순서를 재배치하고, 독립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 지표 선정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는 국내 스마트시티 주요 정책 계획 및 미 교통부의 

Smart City Challenge의 비전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Table 1).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는 기술 요소, 도시 운영 요소, 거버넌스 요소로 분류하였다. 기술 요소는 ICT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적용 요구를 나타내며, 도시 운영 요소는 기술 및 인프라를 기

반으로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요구이다. 거버넌스 요소는 민간 주도

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과, 민간-공공-시민의 협력적 참여가 요구되는 점을 의미한다.

사용자 요구에 대응하는 기능적 요구 및 설계 인자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정하였

다. FR1, DP1 등은 상위 계층의 기능적 요구 및 설계 인자에 해당하며, FR11, DP11 등은 하

위 계층에 속하며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로 결정된다. 또한, 선정된 기능적 요구와 설계 인자

는 비연성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Figure 2와 같이 배열되어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FR1은 기술 요소로, 스마트시티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신기술이 활용되어

야 하는 기능적 요구이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 인자 DP1은 빅데이터 수집 및 관

리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기술을 선정하였다. FR2는 도시 운영 요소

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도시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교통, 의료 등의 세부 분

야의 운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이용되어야 하는 기능적 요구이다.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 

위한 설계 인자 DP2는 데이터 공유 활용도,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도,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 

(a) Coupled design (b) Uncoupled design (c) Decoupled design

Figure 1. Design matrices of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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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대한 기여도로 제시하였다. FR3는 거버넌스 요소로 스마트시티가 기존의 기술 중심

의 하향식 개발 방식을 넘어서, 민간과 시민이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기능적 요구이다. 이를 위한 설계 인자 DP3는 민간,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의 서비스 개

발 과정에서의 참여도, 운영 과정에서의 협력 체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비즈니스모델 

구현 정도로 선정하였다. 

Table 1. Customer needs for smart city services

Customer Needs Description

Technology

Smart Technologies (IoT, Cloud, Big Data, Mobile)

Test-bed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telligent urban infrastructur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mart City Operation

Solving urban problems related to citizens

Interconnection urban services

Environment for data-based activities

Governance

Sustainable financing and business model

Private initiators and business model

Living lab or platform service for engaging citizens

connected- and engaged-governance

Table 2. List of FRs and DPs

Functional Requirements Design Parameters

FR1 Apply innovative technologies DP1 Smart technology

FR11 Data collection DP11 Automatic sensing

FR12 Data sharing DP12 Cloud-based data sharing

FR13 Data analysis DP13 A.I. based real-time analysis

FR14 Data application to problem solving DP14 Data-driven decision making

FR2 Improve the city operation DP2 Smart operation of city services

FR21 Improve the quality of life DP21 Contribution to achievement of goals

FR22 Improve the connectivity DP22 Connection to other services

FR23 Improve the data management DP23 Multiway data sharing

FR3 Build the smart governance DP3 Private-People engagement

FR31 Bottom-up development DP31 Participation of private initiator

FR32 Various stakeholder DP32 Collaborative management model

FR33 Sustainable business model DP33 Independent private financing

Figure 2. Decoupled desig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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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점수화 기준 수립

설계 인자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되므로, 평가 대상을 점수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은 서비스의 이상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개별 서비

스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적인 달성도를 점수로 차등화하는 선행 연구의 연구 방법을 차용하

여 설정하였다(Walravens, 2015; Abbate et al., 2019). 기능적 요구에 대응하여 달성 할 수 있

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댓값을 ‘높음’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달성 수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없음의 4단계의 기준을 수립하여 각각 1점, 0.67점, 0.33점, 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

위 설계 인자의 점수 평가 기준은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없음(0점)은 낮음 이상의 내

용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부여한다.

평가 지표 활용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사례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공리적 설계를 이용하여 개발된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 체계의 활용성을 검증

Table 3. Evaluation Criteria of DPs

Design Parameter Evaluation Criteria Description

DP11

Low Data collection without automatic sensing

Medium Automatic sensing from key facilities

High Automatic sensing from all facilities and environment

DP12

Low Partial data share in local system

Medium Data share in small group

High Cloud-based data share in wide area

DP13

Low Conventional statistical analytics

Medium A.I. based data analytics

High Real-time data analytics

DP14

Low Data offering to users

Medium Partial decision making based on data

High Data-based decision making

DP21

Low Indirect contribution to key objective

Medium Achieve key objective

High Achieve multiple key objectives

DP22

Low Connect to another city service

Medium Connect to various city services

High Multiple connection via operation center

DP23

Low One-way data sharing

Medium Multiway data sharing in key users

High Multiway data sharing

DP31

Low Public initiator

Medium Private initiator

High Citizen-involved private initiator

DP32

Low Collaborative management

Medium Citizen involved management

High Public-private-people management

DP33

Low Public financing

Medium Subsidy or tax refund

High Privat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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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표의 평가 기준은 현재 운용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적합하도

록 설정되어야 하며, 여러 서비스의 평가 결과가 유의미한 격차를 드러내어 효과적인 비교가 가능

하여야 한다. 사례 연구는 평가 지표가 이러한 성능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사례 연구 대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내에서 여러 기술요소의 결합으로 비

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단위로 정의한다. 즉, 센서 또는 설비 장치 등 하나의 요소를 공급

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 범위이어야 하며, 도시 또는 지구 단위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이하의 

개별 서비스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사례 연구에서는 사례별 특성을 용이하게 비교

하기 위해서 동일한 분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및 지역간 서비스 제공 

환경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에너지 관리 분야를 본 연구의 대상 범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사

례 연구의 대상 서비스간 특성이 유사한 조건에서 비교가 가능하며, 사례 연구의 결과를 타 

지역의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구현이나 운영 성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기준으로 실증 또는 사업화가 진행된 서비스만을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선

정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Table 4에 나타난 5개 서비스로, 사례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ATALYST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과 

데이터 연산 처리량을 관리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에너지를 지역 공급망과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CATALYST, 2020). me²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 내 커뮤니티

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관리하고 효율 개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

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가정의 전기 사용패턴을 관리하는 리스본 대상의 서비스를 사

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Antunes et al., 2018). DOLL (Danish Outdoor Lighting Lab, 

덴마크 실외조명 연구소)의 실외조명 리빙랩 서비스는, 코펜하겐 인근 앨버트슬런드

(Albertslund) 시내에 가로등 조명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를 구축한 서비스 사례이

다(DOLL, 2020). ICT 기술을 이용한 가로등의 소비 전력의 제어를 통해 도시 내 에너지소비

량을 감축하고, 여러 기업과 제품의 리빙랩 경험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렝컴(Renkum) 시의 

스마트 공공 조명 서비스 사례는, 도시의 야외 공공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과 동시에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방식의 가로등을 설치

하는 프로젝트이다(Luminext, 2020). 또한, 민간 컨소시엄에서 투자와 설치, 운영을 담당하여 

지자체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참여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건물 리트로핏 서비스는 유

럽연합의 Sharing Cities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밀란시에서 수행된 것으로, 프로그램 중 민간의 

참여와 경제성에 대한 고려를 위해 민간 공동주택 적용 사례를 선정하였다(SharingCities, 

2020). 리트로핏 과정은 건물의 공동 소유주의 직접 디자인 참여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

이고 에너지 및 환경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Table 4. Selected services for case studies

Services Main Objectives

CATALYST Energy flexibility management in data centers

me² Marketplace and online community for energy efficiency

DOLL Living lab for intelligent outdoor lighting

Smart Public Lighting in Renkum Replacement with smart public lighting 

Building Retrofit in Milan Retrofit of privately-owned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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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결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 지표의 사례 연구를 위해 5개의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평가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평가 지표는 상위 및 하위 설계 인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위 설계 인자

의 평가 값은 하위 설계 인자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상위 설계 인자는 기술 요소, 도시 운영 

요소, 거버넌스 요소를 나타내므로, 상위 지표점수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각 스마

트시티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상위 지표를 축으로 사례 연구 대상인 서비스의 점

수를 시각화하여, 각 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기술적 요소에서는 CATALYST, me², 스마트 공공 조명 서비스가 각각 0.92, 0.75, 0.75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3가지 서비스 모두 IoT 센서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기능과 에너지 이

용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공유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술적 요구사항의 달성도

가 높다. 특히 CATALYST 서비스는 데이터센터라는 고도화된 설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적 요소에서는 CATALYST와 

me²가 각각 0.89와 0.78으로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하였다. 두 서비스 모두 개별 설비 또는 

이용자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어하고, 에너지 절감량을 타 서비스에 연계하여 편익을 얻을 수 있

Table 5. Results of case study evaluation

Indicators
Case Study

CATALYST me² DOLL Smart Public Lighting Building Retrofit

DP11 1 1 0.67 0.67 0.67

DP12 1 0.67 0.67 0.67 0.33

DP13 0.67 1 0.33 0.67 0.33

DP14 1 0.33 1 1 0.33

DP21 1 0.67 1 0.67 0.67

DP22 0.67 0.67 0.67 0.33 0

DP23 1 1 0.33 0.67 0.33

DP31 0.67 0.33 0.67 0.67 1

DP32 0.33 1 1 0.33 1

DP33 0.33 0.33 0.67 1 0.67

Avg. of DP1 0.92 0.75 0.67 0.75 0.42

Avg. of DP2 0.89 0.78 0.67 0.56 0.33

Avg. of DP3 0.44 0.55 0.78 0.67 0.89

Figure 3. Result of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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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의 주요 목표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데

이터 기반의 도시 서비스 통합 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 요소에서

는 건물 리트로핏과 DOLL이 0.89와 0.79로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DOLL은 민간기업의 제

품을 중심으로 리빙랩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며, 빌딩리트로핏 또한 주민 참여형 서비스 모

델을 구현하였으므로 민간 및 시민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높은 점수

를 획득하였다. 또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공공예산이 불필요하여 서비스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별로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CATALYST는 데이터센터 대상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

로 기술 및 운영요소가 뛰어난 강점이 있으나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가 취약한 것이 약점으로 

나타난다. me²는 기술 및 운영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민간 주도의 서비스와 비

즈니스 모델 개발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마트 공공 조명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의 평가점수를 취득하였으나, 타 서비스와의 연계 및 시민 협력형 참여 모델이 미비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DOLL은 리빙랩의 특성상 거버넌스 요소가 뛰어난 강점이 나타나고 기술 

요소와 운영 요소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데이터의 분석 및 양방향 공유 요소가 낮게 평

가되어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딩리트로핏 서비스 또한 시민참여

형 서비스로 거버넌스 요소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스마트시티의 주요 특성인 데이

터 활용이 미비하여 기술 요소와 운영 요소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례 연구에서는 각 

서비스의 평가 지표 값이 낮음(0.33)에서 높음(1)까지 골고루 나타나며, 개발된 평가 지표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위로 개발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3와 같이 평과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특성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다수의 서비스

를 대상으로 한 분류 체계를 도출하려는 본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평가 방법을 개발하

기 위해 공리적 설계를 이용한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공리적 설계 이론에 근거하여 스마트시티의 주요 정책을 반영한 사용자 요구와 기능적 요구

를 도출하고, 기능적 요구에 대응하는 설계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평

가 지표로 선정하였다. 평가 지표는 기술 요소, 도시 운영 요소, 거버넌스 요소의 상위 계층 지표

와 10개의 하위 계층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점수화를 위해 하위 계층 지표는 각각 높음, 중간, 

낮음, 없음 4단계 기준을 수립하였다. 선정된 평가 지표의 사례 연구로 에너지 관리 분야의 스마

트시티 서비스 사례 5건에 대해 지표 평가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에서 목표한 바와 같이 

평가 지표가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충분한 범위에서 개발되었으며, 서비스의 다양성

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가 다수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경향과 분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기존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도시 단위의 정책을 순위화하는 평가 방법이 이용

되거나,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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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도구에 비해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한 평가 지표 방법을 택했으

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주요 목표와 가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도시 단위 연구에서 미비

하였던 서비스 단위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다.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공리적 설계 과정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스마트시

티 실사용자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계획 정책의 수요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가 개발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특성이 상세히 알려진 사례가 

적어서, 사례 연구의 대상이 한정적인 점 또한 향후 연구에서 극복되어야할 과제이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 서비스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서비

스 참여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평가 지표는 공리적 설계에 의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계 인자의 변경 또는 추가 과

정에서 중복을 방지하는 강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고 반영하기에 용

이하며 더욱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평가체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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