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여는 도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창업혁신공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어반테크하우스

창업혁신공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어반테크하우스

http://www.kwater.or.kr
https://busan-smartvillage.com/

어반테크하우스 (창업혁신공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지역 스타트업 및 산학연 등 창업 혁신지원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유오피스 형식의 어반테크하우스 조성 및 운영 ('21.11 ~ 26.12 예정)

시설개요 공간구성  계획

입주대상 :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도입 

혁신기술 적용 관련 산학연 또는 중소기업, 인근 대학교 청년창업센터 등

입주대상 및 선정계획

입주·사용희망 기업

신청 및 접수

입주기업 모집 ('21.8)

2

스마트빌리지 홈페이지 

내 신청 화면 구축

홈페이지 구축 ('21.8)

1

URBAN-TECH HOUSE URBAN-TECH HOUSE

입주기업 선정 ('21.9)

3

URBAN-TECH HOUSE

협약체결, 보증급 납부,

입주자 사용규약 안내

공사완료 (‘21.10)

4

URBAN-TECH HOUSE

입주

(사용료 '22년부터 납부)

입주 (‘21.11)

5

URBAN-TECH HOUSE

프리미엄 및 입주기업 혜택

국가 시범단지 내 위치 

스마트시티 첫 입주단지 

스마트빌리지 인접

물·환경, 특화기술, 로봇,

헬스케어 등 스마트기술 

기업·연구소 선정 및 입주

※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2개월 무상이용,

인근 공유오피스 대비

저렴한 임대료 책정

스텝업 공용 회의실

특화 휴게공간 (3D 프린팅, 

힐링룸), 스마트공원

국가시범단지

혁신기업 클러스터 저렴한 임대료

All-in-One 특화 계획

01

03

02

04

혁신기술 실증

물특화·에너지 등 혁신기술 등

의 스마트빌리지 실증

① 혁신기업 지원공간

② 서비스동

③ 산학연 지원공간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술·연구성과 스마트시티 

실용화 지원

리빙랩 데이터 실용화 지원

1

4

2

3

평면도

스마트빌리지 혁신기술 도입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에너지 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실증사무공간으로 사용

입주기업 직원들의 휴식공간, 주민들의

리빙랩 교육 실시 및 상시 이벤트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혁신기업 지원공간 서비스동

1 2

입주민들의 창업지원 공간 및

인근 대학교 등의 청년창업, 산학연 대상 

입주 희망업체들의 공유오피스로 활용

국내 최초 비정형 건물로

벤치, 플랜트박스 등 3D 프린트를

활용한 스트리트 퍼니처

산학연 지원공간 3D 프린팅하우스

3 4

위 치 부산시 강서구 EDC (에코델타시티) C6 블록

면 적 대지면적 : 15,803.71㎡,  연면적 : 1,166.76㎡

시 설 철골도 2동 (각 429.7㎡) + 컨테이너 4동 (각 76.84㎡)

라운지

1F

1F

1F

2F

2F 샤워실

소회의실

휴게공간

사무공간

대회의실 카페테리아

공유오피스

프리미엄 및 

입주기업 혜택



세계 최고의 물종합 플랫폼 기업 "World Top K-water"
K-water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댐, 수도를 관리하는 물 전문 공기업이지만

지난 50여년간의 역사 속에서 K-water와 도시 개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홍수조절 95%, 재이용 69%, 용수공급 60%, 수돗물 생산 31%), 신재생에너지(8.6%),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 스마트빌리지

낙동강 하구 ▶

부산신항 ▶

맥도강

경남(김해, 창원)경남(김해, 창원)

부산 원도심부산 원도심
▲▲

평강천

0.02k㎡(약 0.6만 평)

약 200명(56세대)

스마트시티에 도입될 기술을

미리 경험해 보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실증단지

스마트빌리지

| 면          적 |

| 계획 인구 | 

| 개          요 |

| 사업시행자 | K-water,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K-water  그리고 도시

K-water의 주요 성과

조성목적

추진방향

주요일정

리빙랩 운영 (5년간 운영)

K-water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2018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발표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2000 친환경 수변·친수도시 건설중

- 부산 에코델타시티 

-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 송산그린시티

1980

1990

한국수자원공사 재편 기존 개발사업 고도화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사업 확산

- 시화지구 개발사업 기공

- 안산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 완료

1970 산업기지개발공사 개편 중화학공업 산업기지 건설

- 구미국가공업단지

- 여수국가산업단지

- 창원국가산업단지

- 온산국가산업단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실증단지로 출시 전 제품 등을 직접 사용해 보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국가 R&D 실증 및 리빙랩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 등을 참여시켜 구축 및 운영하고

거주자는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며 스마트시티 체험단(리빙랩)으로 참여

낙동강 하구지역에 조성되는 친수형 수변도시로서, 수자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기술 도입에 적합

국제자유물류도시, 부산연구개발특구사업, 서부산 복합산업 

유통단지 등 서부산대개조 비전과 연계하여 산업 발전 효과

스마트시티에서 실증한 신기술의 원도심 확산이나 대도심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의 재검증 등도 가능

김해신공항(5km),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12km) 등이 

인접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나 도시모델 수출에 유리

수변도시

산업연계

스마트시티

접근성

용수 공급량

홍수 조절 신재생에너지 생산
2,296백만톤/년

K-water가 댐을 통해 조절하는 홍수량(2017년)

*우리나라 댐을 통한 홍수 조절량

(2,482백만톤/연)의 89.5%(2017년)

2,437GWh
K-water가 연간 생산한 청정에너지(2017년)

*우리나라 전체 청정에너지 생산량

(22,604GWh/연)의 9.4%(2017년)

13,220백만톤/년
K-water가 댐을 통해 확보하는 수자원량(2017년)

*우리나라 전체 댐을 통한 수자원 확보량

(14,420백만톤/연)의 79%(2017년)

5,884백만톤/년
* K-water가 댐을 통해 공급하는 용수량(2017년)

1,112천톤/일
*K-water의 하수처리량(2017년)

  우리나라 전체 하수처리량

  (1,980만톤/일)의 2%(2017년)

4,075백만톤/년
K-water가 공급한 용수(수돗물과

원수)의 연간 사용량(2017년)

* 누수량(수도관에서 새어 손실된

   물의 양)을 제외한 순 사용량

* 우리나라 전체 연간 용수의

   60%(2016년)

3,439천m2

*K-water의 연간 수변도시

  분양면적(2017년)

재이용

※ 자료출처 : 우리나라 전체 통계결과는 발간시점을 고려하여 상수도통계(2016년), 하수도통계(2016년), 전력통계시스템(2017년) 자료 사용

4,093백만톤/연
* K-water의 연간 취수량(2017년)

  우리나라 전체 연간 취수량의 60%(2016년)

2,266백만톤/연
* K-water의 연간 생산(정수처리)량(2017년)

* 우리나라 전체 연간 생산(정수처리)량의

    32%(2016년)

1,809백만톤/연
* K-water가 취수하여 정수처리하기 전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하는 사용량(2017년)

수변공간 조성

저수량

댐 용수 공급

하수처리(시설용량)

취수

원수공급

수돗물 생산

민간기업 입주자 코디네이터 그룹

솔루션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사회 참여 자기계발

실증/체험 리빙랩 - 리빙랩 진행

- 흥미유발

- 민주적 의사결정

feedback
- 리빙랩 방향성 제시

-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 대표

- 정책수립 행정지원

- 네트워크 확산

<스마트빌리지 주민 리빙랩 운영 프로세스>

*운영기간 :  '21.12~'26.12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K-water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혁신기술(안)

2. 에너지
국내 최초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단독주택 단지

건물지붕, 홍보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전력생산

지중열과 인근하천의 열원을 

활용한 냉난방공급

외단열, 열교차단, 고성능 창호

고기밀 시공 등 단열 및 기밀 성능 강화

태양광 수열·지열 Passive 기술

5. 안전·로봇

단지내에 도입되는

기술을 모니터링

중앙택배보관소에서 

세대 현관앞으로 배송

공용 도로 청소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 운영

무인경비로봇 

시스템 운영

입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첨단 보안시스템 구축

관제센터 무인택배 관리 로봇 로봇 패트롤

7. 스마트홈·편의시설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및 가전 및 가구 빌트인 형식

바리스타 로봇 및 서빙 

로봇을 활용한 무인카페

메이커스페이스 및

스마트오피스 설치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24시간 무인 편의점 시범 운영

IoT 제품과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계한 고객맞춤형 환경 구축 및 생활편의시설 제공

홈IoT 로봇카페 메이커스페이스 무인편의점

3. 교통

충전소에 급속충전기 설치 

및 세대별 완속충전기 설치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차량 운영

온디맨드 방식으로

스쿨버스 운영

세대당 0.2대 배치

입주민만 활용

이동의 편리함과 보행의 안전을 고려한 첨단기술 적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차량 콜버스 PM 보관소

4. 생활

차량·사람의 움직임 감지 

가로등 밝기 및 동작제어

자동분리수거, 적재량, 

등 실시간 쓰레기 수거

태양광 충전 벤치로

핸드폰 충전 등 기능제공

단지내 안전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스마트폴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벤치 스마트 사이니지

1. 물·환경
물순환(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을 회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

단지 인근의 빌딩형 정수처리

시설에서 저염소의 용수공급

식생수로, 투수성 블록 및 빗물 

저류조 설치로 집수된 빗물을 

스마트팜 및 청소용수에 활용

각 가정의 물사용량을 

원격으로 계측,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 정수장 LID 및 빗물이용시설 실시간 워터케어

하천, 음수대 및 주운수로 등 

친수공간에 수질환경 

센서 설치 및 분석

도심형 고정밀 레이더 설치 

및 실시간 홍수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물공급 전과정 실시간 

수질·수량을 관리

첨단 도시 홍수 관제시스템 SWM친수정보 플랫폼

6. 헬스케어·스마트팜

주택내 헬스케어 장비 

구축을 통해 건강관리

지역병원 및 대학병원과 

연계한 비대면 진료

로봇 트레이너 등을 

활용한 체육센터 설치

빗물을 활용한 친환경 채소 

등 먹거리 자급자족 실현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종합 헬스케어 및 친환경 스마트팜 운영 먹거리 자급자족 실현

실시간 건강관리 웰니스센터 AI 체육센터 스마트팜

시민과 민간기업 제안을 통해 선정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에 도입될 다양한 기술을 사전구현 및 실증 스마트시티1번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시민 아이디어 제안 ('18)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혁신 솔루션 공모

혁신기술 공모전 ('20.7~8)

시민평가단을 통해
최우수과제 선정

혁신기술선정 ('20.9)

선정된 혁신기술을
스마트빌리지 내 도입예정

혁신기술도입 (~'21.12)

스마트빌리지
착공

('20.7)

입주자
선정

('20.12)

혁신기술
선정

('20.9)

스마트빌리지
입주식 

('21.12)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중심 지역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2018년 1월)되어

자연, 사람, 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로 조성

위 치 부산시 강서구 일원

면 적 약 11.8k㎡( 360만평)

기 간 2012~2023(2028)

계 획 인 구 약 75,100명 (3만세대)

도 입 기 능 주거, 상업, R&D, 물류 등

사 업 시 행 자
부산광역시, K-water,
부산도시공사

면 적 약 2.8k㎡(84만평)

계 획 인 구 약 8,500명(3,380세대)

장 점
주거, 상업, R&D 등
주요 도시 기능이 집약되어
다양한 첨단 기술 적용 용이

세 갈래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입지조건

부산항

김해국제공항

부산신항

부산역

엄궁~생곡간도로

국도 2호선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 배후철도

부산 지하철(확장)

BRT(경전철)

15km

5km

15km

16km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첨단IT,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등
사상스마트밸리

국제물류첨단도시

조선ㆍ해양기자재, 부품소재, 플랜트 등
녹산 국가산업단지

첨단 ICT 기계, 해양ㆍ바이오 산업 등
신평ㆍ장림 국가산단

국제물류ㆍ해운, 교육, 의료, R&D 등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융합부품, 부품소재, 해양복합산업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