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해외사례 및 주요기관

스페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ž녹색연구단, 2019.09.17.

스페인 정부는 유럽의 경제·사회 혁신전략인 ‘EU 2020 전략’1)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 국가 경
제개혁 프로그램(Plan Nacional de Reforma)을 발표했다.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중
요시하게 다뤄졌는데 특히 ICT 관련 디지털 부문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ICT 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
는 스페인 디지털 아젠다(Agenda Digital para España)는 향후 스페인 정부가 수립하는 모든 국가계획(특히 구
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건물 계획과 디지털 주택 계획)에서 일반산업계획 부문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스페인 스마트도시 정책
스페인의 스마트도시 관련 대표적인 국가계획은 ‘스마트도시 국가계획(2015-2017)과 ’스마트국토 국가계획
(2018-2020)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Ÿ 스마트도시 국가계획(Plan Nacional de Ciudades Inteligentes) 2015-2017
스마트도시 국가계획은 에너지관광디지털부(MINETAD)2)에 의해 2015년 수립되었으며, ‘표준화, 산업지
원, 거버넌스’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전략으로 내세운다. 공공 IT 정책 효과 극대화를 강조하며 주요 목표는
자국 ICT 산업의 GDP를 증대하고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도시

1) EU2020의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 20-64세 인구 기준 75%의 고용률, ② R&D: EU 총 GDP의 3%를 R&D에 투
자, ③ 기후변화와 에너지: 1990년 수준보다 20% 낮은 온실가스 방출, 총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 에너지
효율 20% 증가, ④ 교육: 조기 중퇴학생 비율 10% 이하로 감소, 30-34세 인구의 최소 40%가 고등교육 이수, ⑤ 빈곤과 사회
격리: 최소 2천만명 보다 적은 사람들이 빈곤과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
출처: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
itoring-prevention-correction/european-semester/framework/europe-2020-strategy_en/(검색일: 2019년 6월 24일), European
Commision.
2)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속되었으며, 해체 후 현재는 생태적 전환부, 산업무역관광부, 경제기업부 3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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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스템 개발, 스마트도시 표준화, 관련 관리지침 및 법제 마련에 집중한다. 국가계획과 더불어, 스마트
도시 관련 모든 업무는 표준화기술위원회(CTN) 178를 통해 통합되어 관리한다. 표준화기술위원회 178에서
는 약 700명의 전문가가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기술적 법규를 수립하고 개발하며 현재까지 29개가 발표
되었다3). 이후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도시 국가계획을 실행하며 배운 교훈을 통해 2017년 스마트국토 국가
계획을 수립했다.
Ÿ 스마트국토 국가계획(Plan Nacional de Territorios Inteligentes) 2018-2020
스마트국토 국가계획은 에너지관광디지털부(MINETAD)에 의해 2017년 수립되었으며, 기존의 스마트도
시 국가계획에 비해 지역적 범위와 대상, 의사결정체계가 확장되었다. 3대 주요 실천전략으로 ‘국토 실행방
안’, ‘지원방안’, ‘보완방안’이 있다. 국토실행방안은 6개 항목(도시 내 인프라(건물, 역, 항만, 공항), 5G, 호
환성을 갖춘 가상 실험실, 스마트 농촌, 스마트 관광, 도시·농촌 플랫폼의 공공서비스 4.0)으로 구성된다.
지원방안은 국토 실행방안을 촉진시킬 수 있는 5개 항목(표준화, 국제적 실행, 스마트국토 국가계획의 거버
넌스,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보급, 교육)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보완방안은 현재 개발 과정에 있는 2가
지 요소(스마트국토의 공공서비스(프라이버시와 보안) 제공을 위한 IoT 및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춘다.
[표 1] 스마트도시 국가계획과 스마트국토 국가계획의 차이

지역적 범위
위계

스마트도시 국가계획

스마트국토 국가계획

(2015-2017)

(2018-2020)

도시에만 집중

농촌, 섬을 포함한 전 국토에 집중

수직적 의사결정

수평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 플랫폼 형성

도시 내 인프라(건물, 역, 항만, 공
시내

항)의 데이터는 시 정부 관할이 아
니므로 정보 공유 불가능

종합적
비전

이동 차량 수, 운송 컨테이너 수, 항만 이용 방문객 수, 수질·오염·소
음 지수 등의 데이터를 시 정부와 공유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 형성
교통체증과 오염 등 도시문제는 각 도시의 개별 문제가 아닌 근교

시외

도시 간 연결 체계 존재하지 않음

도시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그 해결책을 도시 간 서비스 제공
등 연계를 통해 해결

스마트
관광

스페인에 거주하는 시민만을 대상

스페인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스페인 방문 관광객들 또한 대상으로

으로 설정

설정

3) 출처: https://www.une.org/encuentra-tu-norma/comites-tecnicos-de-normalizacion/comite?c=CTN%20178/(검색일: 2019년 6
월 24일), UNE Normalización Españ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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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도시 국토계획 2018-2020 실행방안 도식
[출처: Plan Nacional de Territorios Inteligentes (2017)]

◤ 스페인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
스페인 정부는 2011년 도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효율성 개선,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촉진 및 정보 공
유를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 전담기관인 RECi(Red Ciudades Inteligentes España)를 설립했다. 2017년 기준,
65개의 도시들이 스마트도시로 등록되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말라가 등 10개시4) 정부를 대상으로 2017년 실시된 스마트도시 관련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5). 80%의 시 정부는 스마트도시 전략을 갖고 있으며 도시 내 행정·경제·사회 관
련 기관들이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로는 효율성,
삶의 질 개선, 도시 서비스 개선, 인프라 최적화, 거버넌스 모델이 선정되었다. 반면, 스마트도시 발전에 걸림돌
이 되는 5가지 요소로는 자금조달, 지속가능성 및 실현성, 시 정부 재정비, 법률, 민관협력의 효과적 모델, 변화
에 대한 거부, 실행비용이 뽑혔다.

4) Vigo, La Coruña, San Sebastián, Bilbao, Madrid, Valladolid, Sevilla, Málaga, Barcelona, Las Palmas de Gran Canarias
5) KPMG가 작성한 Hacia la Ciudad 4.0(2017년 6월 발간)에 소개된 설문조사이며 스마트국토 국가계획(2017년 12월 발간) 수립
이전에 실시된 조사이므로 현재의 방향성은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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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페인 전역의 65개 스마트도시 분포도
[[출처: Hacia la Ciudad 4.0 (2017)]

현재의 스페인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첨단 기술은 스마트도시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매개체로 작동한다.
☞ 데이터가 가진 잠재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 구축 및 오픈데이터의 기능을
강조한다.
☞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섬을 포함한 전 국토, 또한 거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포함하며 스마트도시의 대상
범위를 확장한다.
☞ 주민의 의견을 활발히 반영하기 위한 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 수립한다.
☞ 형식적인 스마트도시 개발이 아닌 국가와 시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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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전 세계 80개국 17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IESE Cities in Motion(ICIM) 조사에 따르면, 세계 스
마트도시 중 스페인 도시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2] 스페인 스마트도시 순위(2019)

순위

도시

국가

점수

1

런던

영국

100.00

2

뉴욕

미국

94.63

3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86.70

⁝

⁝

⁝

⁝

12

서울

한국

78.13

⁝

⁝

⁝

⁝

24

마드리드

스페인

73.02

28

바르셀로나

스페인

72.25

⁝

⁝

⁝

⁝

61

발렌시아

스페인

61.52

76

세비야

스페인

58.57

80

말라가

스페인

57.59

88

팔마데마요르카

스페인

55.57

101

사라고사

스페인

52.53

102

아 코루냐

스페인

51.85

105

무르시아

스페인

51.19

107

빌바오

스페인

50.14

⁝

⁝

⁝

⁝
출처: IESE Cities in Motion Index(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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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2019년 1월, 국토교통부는 한국과 스페인 간 스마트도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카탈루냐 무역투자청과
한국 스마트도시협회 간 스마트도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스마트도시 관련 한국과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스페인 기관으로 red.es6)를 소개한다.
red.es는 경제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스페인 내 스마트국토 사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입찰을 총
괄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유럽지역개발펀딩(FEDER: Fondo Europeo de Desarrollo Regional)과 유럽사회펀
딩(FSE: Fondo Social Europeo)의 자금조달을 통해 대다수의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다양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화 사업으로 스마트국토(도시·섬·관광지 대
상) 프로젝트, 5G 기술 파일럿 프로젝트, 공립의료기관의 e-Health 프로젝트, 공공교육기관의 초고속 인터넷인
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사업으로는 ‘디지털컨설턴트(기업의 디지털화 지
원 컨설팅서비스 업체)’ 계약 금융지원, 디지털 분야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비디오게임 개발 및 유통 금융지원
등이 있다.
red.es의 공공입찰에는 스페인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스페인이나
유럽 내 법인을 두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정 품목이나 기자재 납품 외에도 설치·관리·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권장된다.7)

[그림 3] 관련기관 로고
[출처: red.es]

6) https://www.red.es/redes/en
7)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0811/(검색일: 2019년
6월 24일),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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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현재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 수출을 산업화시키고 세계 국제 스마트도시 표준이 되
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시도를 모색 중이다.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인 방법론과 표
준화 관점에서 공공정책 관련 리더십도 갖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가진 스페
인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만한 모범사례와 모델이 될 수 있다. 국제통신연합(UIT)이 스마트도시 서비스
플랫폼의 호환성을 위해 스페인 표준인 UNE 178104를 채택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스페
인이 표준화와 규범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공급자가 독립
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 자유롭게 호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을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며 도시 간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비스를 수월하게 개선하고 비용
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도시와 기술의 발전 속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기술 발전
속도는 도시 발전 및 일반 시민들의 기술 습득 속도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빠르며 시민들이 기술을 체화하지 못
한다면 최첨단 기술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스페인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며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다. 같은 맥락으로, 스마트도시 모델을 진흥하
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든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
요하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 –도시의 범죄율 감소, 이동 시간 단축, 관광객 증가 및 그들
의 지출 증가–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공공-민간 협력에 의한 생태계 모델은 스페인 스마트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큰 역할을 차
지한다. 공공-민간 협력 생태계 모델에서는 공급·수요 플랫폼을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민주적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참여자가 관계를 갖는 이와 같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충분
한 예산이 필요하며 스페인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기업이 시민들에게 결정권한을 양도
해야 하며 일반 시민들은 그들이 가진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도시 개발에 있어 사실상 가장 큰 도전과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도시는 10년, 30년, 50년 전의 도시와는 역학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이제는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오픈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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