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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 주요 내용

1.3  계획의 범위

1.4  추진 절차

1. 계획 개요



교통여건

경부선 전철, 경부
고속도로, 서부우회
도로 등이 교차하는
우수한 광역접근성

강남에서 자동차로
50분 내외 거리

오산대역, 세마역
의 수도권 전철역 2
곳, 오산역 및 오산
IC

1.1 계획 개요

I. 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소요택지의 절대부족으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이 필요하고, 주변 여건
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고품격 교외전원도시로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형성의 목적

3

오산시 및 오산신도시 위치도 및 여건

공간구조

Green Network : 가감이산을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 연계
Blue Network : 오산천, 가장천, 궐동천에서 서동저수지까지 수공간 연결

물 사람숲
역사
문화

자연형 친수공간
체계 확보

자연 및 생태보전
숲속쉼터

역사/문화
학습/체험

참살이
/건강

택지 개발 목표 및 개발 전략

개발

목표

개발

전략

우수한 입지적 여건(광역접근성)을 활용하여 쾌
적한 배후주거도시로 개발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여가도시로 개
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오산시의 중심 시가지로
개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고품격 교외전원도시
로 개발

가족형/생활밀착형 여가문화공간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 공급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여건 조성

오감만족형 도시환경 조성

* 오산신도시 : 오산세교1, 2, 3택지개발계획지구

강남

오산

판
교

광
교

동
탄



1.2  계획 주요내용

“오산신도시 U-City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은 2009. 01. 16 ~ 2009. 09. 15 까지 총 8개월 간 오산시 및 오산신도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등으로 , 본 보고서는 오산시 및 오산신도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서임

4

계획 개요 계획 주요 내용

용역명 오산신도시 U-City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수행사 포스데이타, 대우정보시스템

용역기간

총 수행기간 : 2009. 01. 16 ~ 2009. 09.15 (8개월 간)

- 계획 착수 기간
: 2009. 01.16 ~ 2009. 01. 31 (0.5개월 간)

-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기간
: 2009. 02. 01 ~ 2009. 05. 31  (4개월 간)

- 기본설계 기간
: 2009. 05. 16 ~ 2009. 09. 15  (4개월 간)

U-City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오산신도시 U-City 구축을 위한 여건분석 및 정보화전
략계획 수립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오산 세교 1지구, 2지구에 대한 기본설계

- 서비스 기본설계

- 정보통신인프라 기본설계

-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본설계

* 오산신도시 : 오산세교1, 2, 3택지개발계획지구

I. 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1.3 계획의 범위

본 계획은 오산시 및 오산신도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정보화전략계획 실행을 위한 오산세교1, 2지구 U-City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 및 구축”추진을 위한 발주서류 작성 등을 범위로 함

5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0년

…

‘15년

‘11년

‘09년

1
지
구

2
지
구

3
지
구

단계 내용 비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09.02.01~05.31>

환경 및 현황분석(국내외사례, 
이해관계자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U-City 모델 수립

관리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수립

오산신도시 U-City 정보화전략계획

오산 U-City 기본계획

기본설계

<2009.05.16~09.15>

서비스(정보시스템)

정보통신인프라

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세교 1,2 지구

“실시설계 및 구축”을

위한 발주서류 작성 등

<2009.07.01~09.15>

실시설계 및 구축을 위한 발주서류 작성

인허가 작성 방안 제시

동영상 제작

위치 : 경기도 오산시

면적 : 42.76㎢

건설호수 : 50,873호(2006년)

수용인구 : 183,456인(2006년)

2015년 수용 예상 인구 : 27만명

1지구

위치 : 세교동, 금암동, 내.오삼미동, 
수청동 일원

면 적 : 3,234천㎡

건설호수 : 16,253호

수용인구 : 49,653인

2지구

위치 : 궐동, 금암동, 가수동, 서동, 
탑동 일원

면 적 : 2,801천㎡

건설호수: 14,139호

수용인구: 39,591명

3지구

위치 : 금암동, 궐동,가장동, 서동, 
가수동, 벌음동 일원

면 적 : 5,197천㎡

건설호수: 22,900호

수용인구: 64,200명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 오산시 ▒ 오산신도시

I. 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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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1.4  추진 절차

본 계획의 추진 절차는 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
행계획 수립 순으로 추진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핵심성공요소
도출

비전 및 목표
수립

U-City
구축 전략 수립

외부환경분석

내부환경분석

이해관계자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종합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서비스 모델 선정

u-서비스
모델 수립

현황분석

도입방안 수립

구축방안 수립

기본 모델 정의

현황분석

구현방향 수립

구축방안 수립

운영방안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산정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대응방안

통합추진체계
수립

U-City
발전 방안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제1장. 지역적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

1.1  환경분석 개요

1.2  환경분석 목적
1. 환경분석 개요

2.  외부 환경분석

3.  내부 환경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국내/외 사례 분석

6.  환경분석 종합



1.1  환경분석 개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1. 환경분석 개요

오산시 U-City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내외부의 다양한 환경을 분석하고, 현안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시사점 종합

정책환경 분석정책환경 분석

경제환경 분석경제환경 분석

사회/문화환경 분석사회/문화환경 분석

기술환경 분석기술환경 분석

상위계획 검토상위계획 검토

택지개발계획 분석택지개발계획 분석

정보화 역량 분석정보화 역량 분석

인터뷰 결과 분석인터뷰 결과 분석

서비스 수요 분석서비스 수요 분석

국내사례 분석국내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해외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체계이해관계자 분석체계 시사점 종합시사점 종합

비전체계
수립

부문별 현황 분석부문별 현황 분석

9



오산시
U-City 구축

내부환경, 외부환경, 

이해관계자, 국내외사례

등 전체 환경분석을 통해

오산시 U-City 구축

사업이 추구하는 비전 및

핵심 서비스 도출

시사점 도출

각 환경요소에 대하여 오산시

U-City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 및 시사점 도출

1.2  환경분석 목적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1. 환경분석 개요

환경분석은 오산시 U-City 구축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 및 기술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비전, 전략 등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필수 고려사항을 도출함

환경분석의 목적

오산시의
정치,경제,사회 문화
,기술 등 거시적
외부환경

오산시 정책 등
택지개발 내부환경

오산시
U-City 추진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국내 및
국외 U-City 관련

사례분석

10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제1장. 지역적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

2.1  외부 환경분석 개요

2.2  외부 환경분석 체계

2.3  정책환경 분석

2.4  경제환경 분석

2.5  사회/문화환경 분석

2.6  기술환경 분석

2.7  외부 환경분석 결과

1. 환경분석 개요

2.  외부 환경분석

3.  내부 환경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국내/외 사례 분석

6.  환경분석 종합



2.1  외부 환경분석 개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외부 환경분석은 4가지 측면(정책, 경제, 사회/문화, 기술)의 환경 분석을 통해 오산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U-City 비전과 U-City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시사점 종합

국가 IT 정책 및 상위계획 현
황 검토

부처별 U-City 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

U-City 관련 법제도 현황

정책환경 분석

IT기술의 파급효과 및 경제발
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산시의 산업구조 및 경제 발
전 현황 분석

선진도시 경제성장 사례 분석

경제환경 분석

도시의 성장과 관리에 대한 트
랜드 현황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동향 분
석

사회/문화환경 분석

국내 IT 트랜드 및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보 서비스의 현황
을 분석

u-IT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서
비스 기능을 파악 및 향후 서
비스 방향을 예측

기술환경 분석

오산시의 U-City 구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변수들을
통해 기회와 위협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U-City 구축 방향 및 전략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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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부 환경분석 체계

2. 외부 환경분석

오산시 U-City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산시를 둘러싼 정책,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 거시적 환경요인 분석을 통하여 오산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여 사업의 비전수립과 핵심성공요인 도출에 활용함

정책적 환경(Political Issues), 경제적 환경(Economic Issues),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Issues), 기
술적 환경(Technological Issues)의 외부환경 변수를 개념화하고, 각 요소별 외부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PESTs 분석

외부환경 분석 절차

정책환경
분석

경제환경
분석

사회문화환경
분석

기술환경
분석

정의 하위 변수

U-City 구축 관련
국가의 정책 및 상위계획

u-Korea 전략 등 국가계획에 대한 이해 및
분석

U-City 구축 관련 중앙정부 부처별 계획에
대한 이해 및 분석

오산시 내외부
경제적 기반 환경

IT 산업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분석
IT 기술과 경제활동과의 연관성 분석
변화된 기타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분석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에 따른 사회문화환경

도시 개념 및 기능의 변화 분석
오산시에 대한 사회·문화적 현황 분석
기타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사항

U-City 전분야에 걸친
IT기술 현황

IT 기술의 발전 동향과 국내 IT환경의 변화
IT 839정책상의 주요 기술 별 환경 분석

항목별 변수 정의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외분환경 변수 개념화
PESTs 분석을 정의하고 각 환경 별 하위변수를

정하여 세부분석의 기본적인 틀을 설정함

요소 별 외부환경 이해
세분화된 하위 변수에 따라 관련 외부환경을 분석함

외부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하위 변수별로 분석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산시 U-

City 구축 시 고려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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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책환경 분석 > 정책환경 분석 방향

2. 외부 환경분석

정책환경 분석은 국가 IT 정책의 추진 방향,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U-City관련 각 중앙부처별 IT 발전 전략, 국내 U-City 발전 추세
등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오산시 U-City구축을 위한 이슈사항을 도출함

정책환경 분석 포인트

국가 IT
추진방향

중앙
부처별
IT전략

국내
U-City
발전

분석 방향

u-Korea 기본계획을 통한 국
가 IT정책 방향 및 추진경과

U-City관련 중앙
부처 정책 방향 및
전략 분석

국내 U-City 발전
방향 및 법적/제도
적 추진근거 분석

IT839, u-IT839등 국가 IT발전 추이와 국가정보화 기
본계획 분석

국토해양부의 U-City실천계획과 u-Eco City 계획 및
추진동향분석

행정안전부의 u-Life21 등 중앙부처 U-City정책 추이
및 발전방향 분석

지식경제부의 New IT 비전 및 전략 분석 및 기타 부처
U-City관련 정책 방향 분석

U-City관련 법적/제도적 추진현황 및 U-City 발전 로
드맵 분석

“ 국가 IT정책 방향과 각 중앙부처의 U-City관련
발전 전략, 법적/제도적 기반조성 등의 분석을 통

해 오산시 U-City 적용 요소를 도출 ”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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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책환경 분석 > 정책환경 현황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음

국가의 다양한 시범사업 및 국비 지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추진 정책을 검토하여 u-서비스의 도출

시 검토

U-City건설법을 통해 지자체 자가망 설치에 대

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가망 설치에

따른 경제성 검토 필요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및 운영관리, 기반시설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필요

시사점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핵심 현황

IT839 -> u-IT839 -> New IT 전략으로 발전

민간주도, 시장창출, IT산업과 비IT산업과의 융합이 목표

행정안전부의 u-Life21은 4대 목표와 5대 추진전략을 수립
- u-Life21은 2009년까지 인프라 시범 구축을 하고 2010년 부터
확산 단계로 공통서비스 확산 보급, 지역정보통합센터 확산, 
평가 및 인증체계 확대 적용을 계획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U-City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추진
-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형 U-City건설을

추진함

국내 U-City는 2005년부터 U-City 추진체계 마련, 기반구축, 시
범적용 및 확산단계를 거쳐 2009년 현재 U-City 확산기에 있음

국토해양부는 U-City는 표준의 부재, 예산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준을 마련

법제도, 예산, 전담조직, 서비스표준,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유비
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가 IT
추진 방향

중앙 부처별
IT 전략

국내 U-City 발전

2. 외부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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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3  정책환경 분석 > 국가 IT 추진방향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정부는 U-Korea를
목표로 유비쿼터스
를 이용한 IT839, U-
IT839, New IT정책
을 통해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음

유비쿼터스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 및 국비를 지원
하고 있어, 오산시
U-City 구축 시 정책
적 지원 모색이 필요

사회 전분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산

해외 시장 비교 우위 확보

모든 사물에 칩 내장

IT와 BT, NT 융복합 활성화

유비쿼터스 사회 문화 정착

u-유통물류, u-헬스케어 등 유비쿼터스 서

비스 실시

u-산업 육성 및 시장 개척

BcN, USN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완성

IT와 BT, NT 융합 기술 확보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제도 정비

기본방향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회 실현
차별 없이 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IT환경
다종/다양한 컴퓨터 디바이스들의 유기적 연
결
국가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혁신을 일으키는
가치창조

U-비전 실현을 위한 단계별 세부목표

Source: u-KOREA 기본계획, 2006.3

구축단계(2006 ~ 2010)

정착단계(2011 ~ 2015)

정부는 유비쿼터스 IT의 융합화, 지능화, 실시간성 등의 특징을 살려 국가사회 운영시스템 혁신을 통해 사회, 경제, 행정 각 분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국가적 전략을 수립함

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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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위해 첨단 IT와 도
시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산업간의 융•
복합된 새로운 산업
분야(CIT*)에 대한 검
토 필요

행정안전부에서 추
진하는 u-Life 21을
통해 u-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단계
별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오산시 U-City
를 추진하기 위한 관
련 u-서비스의 중복
성 확인 필요

시사점

2. 외부 환경분석

2.3  정책환경 분석 > 중앙부처별 전략

주요 관련 부처별로 특화된 차세대 정보화 전략을 토대로 U-City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
해양부 등의 정책 자료를 분석 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행정안전부

(구)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정의: 21세기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

비전: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4대 목표

지방정부혁신 복지사회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주민참여중심 서비스 발굴

수요자중심 정책 협력 강화

생활정보중심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중심 정책지원 강화

세대/계층/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5

대

추

진

전

략

목

적

부처간 지역정보화
중복투자 방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공동이용도모

현정부의 “New IT비전과 전략”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시행령제정

•U-도시 종합계획

•표준화 등 지침

•통합플랫폼

•U-서비스표준

•u-city Test-Bed

•U-여수 Expo, 과기벨트

•선순환 U-City운영모델

•재정지원, 정보유통법

•고급인력양성

•기능인력양성

•교육포탈, 공무원교육

제도기반마련

핵심기술개발

산업육성지원

교육훈련

정

부

4

대

추

진

전

략

• U-City산업을 2010대에
국내 신 성장 동력산업
(50~80조원대)으로
육성하고, 100만 명의
고용창출 (전자부품 연구원)

• 2010년 세계 U-City시장
(7,025억$ 전망)을 선점
(일본 총무성)

• 민간활동을 위한 기반제공
원칙하에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U-
City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추진

추

진

배

경

“미래형 U-City건설”을
위한 실천계획IT839에서 U-IT839로

부처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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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3  정책환경 분석 > 국내 U-City 발전

2005년 공식적인 U-City포럼이 구성된 이후, 법제도 정비 및 시범사업 실시, 신도시에 적용 등을 거쳐 2009년 현재 U-City법을 통한 기
술적, 제도적 표준화를 거쳐 확산기에 접어 들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U-City건설법
을 통해 지자체
자가망 설치에
대한 부분을 허
용하고 있어 통
신망에 설치에
따른 경제성 검
토 필요

유비쿼터스 도
시개발 및 운영
관리, 기반시설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원활
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필요

시사점

Source: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1권 “U-City 사업전개와 추진동향”, 2006. 8

추진체계 정비

- U-City포럼구성

- 정통부, 건교부 공동의

추진협의체구성

서비스 모델 발굴

- 포럼 중심 초안 마련

정통부, 건교부 U-City 

추진 공동노력을 위한

MOU체결

기본법 제정 법제도

정비

기본법 제정 및

기존명령 개정

U-City 건설법

제정추진

U-City 구축

기본계획수립

U-City표준 모델 개발

유형/서비스 별

표준모델 개발

시범사업 과제발굴

요소기술/서비스 등

표준화 추진

시범사업 추진
표준모델 시범 검증
테스트베드 추진
U-City 인증제도 도입
RFID/USN기술의 U-

City   적용현장 시험
실험
신도시 및 기존도시
확산
- 우수 모델 본격 적용
국제 표준화 추진

- 요소기술, 서비스 및
표준 모델 등
수출상용화
도시계획, 건설, IT기술
등 패키지

U-City 전국적으로 확산

모든 도시에 적용

가능한 공동기반

서비스,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적용

2005년 2006년 2007년 ~ 2008년 2009년 이후

U-City 추진체계 마련 U-City 기반구축
U-City 시범적용

및 확산
U-City 확산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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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제환경 분석 > 경제환경 분석 방향

2. 외부 환경분석

경제환경 분석은 지역경제발전 현황,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 현황, 선진 경제 성장 사례 등 3가지 분석 포인트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
하여 오산시 U-City의 비전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함

경제환경 분석 포인트

지역
경제발전

현황

IT기술과
경제발전

경제성장
사례

분석 방향

오산시의 산업구조 및 경제
발전 현황 분석

IT기술의 파급효
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진도시 경제성
장 사례 분석

오산시의 경제발전 추이와 그간 도시개발 경과에 대한
분석

지역경제에서 문제되는 요소들과 현안에 대한 파악

경제침체 상황에서의 오산시 대응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 분석

오산시의 외부적 시각과 자립화 가능 경제 요소 파악

외부 경제 성장 사례 분석을 통한 오산시에 적용 가능
여부 들에 대한 분석

“ 오산시의 경제 발전 추이와 현재의 경제 상황, 
경제 성장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U-City 적용 요소를 도출 ”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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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제환경 분석 > 경제환경 현황

경제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음

오산에 U-City 구축시 늘어나는 거주민 및

유입 인력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여 인구유입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오산시의 서비스 및 환경조성에 반

영할 수 있는 서비스 검토

오산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적극적인 서

비스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

시사점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핵심 현황

오산시는 자족도시 기반 구축 및 첨단 산업 유치, 기업 경쟁력 강
화 지원, 서민 생활경제 안정 도모가 목표
가장 사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자족화를 계획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
립 계획
기업 SOS 지원단 운영 및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거처 디지털 컨버전스의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전

유비쿼터스 사회는 휴대인터넷(Wibro), 차세대 이동통신(4G)와
광대역 통합망(BcN)의 기술이 도입

경제환경이 IT 산업과 타 산업 간의 전면적인 융합으로 확산

영국의 밀턴케이즈
-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 친환경 중심의 도시설계 및 관리

싱가포르의 One North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
- 입주기업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One-Stop 행정 서비스

지역경제
발전 현황

IT기술과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사례

2. 외부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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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도시 기반 구축 및 첨단 산업 유치

• 가장 산업단지 조성

-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로 가장 산업단지 내 대
기업 유치 가능

• 오산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투자유치
- 도시지원시설 용지 : 514,521m2 

- 유치시설 : APT형 공장, R&D센터, 첨단 벤처
단지로 개발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의료산업 육성방안
등 연구용역 시행
- 2008년 서울대학교 병원 및 치과대학병원 유
치 양해각서 체결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공장설립 민원 One-Stop 처리, 기업 SOS 지원단
운영 등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

• 가장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책으로 공장설립 관련
T/F 운영

•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강화 및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으로 전략적 투자유치와 지역혁신

서민 생활경제 안정 도모

• 다민족 만남의 방, 특산품 판매코너 등 재래시장 고
객지원센터 설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고용촉진 훈련
실시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 등 고용안정을 위
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오산시 가장동 산업단지 내 건축연면적 3,472m2 의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

2.4  경제환경 분석 > 지역 경제 발전 현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오산시는 2009년 역점사업의 첫번째를 ‘경제도시 실현’으로 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구분 1지구 확대개발 2지구

사업기간 2008~2009 2008~2011

사 업 량
71,142.5m2

(442,965m2 514,108m2)
604,730m2

시행자 오산시,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오산시는 ‘살아있는 지역
경제’라는 민선 5기 시정
비전 아래 역점 추진사업
을 통하여 첨단산업도시
로서의 위상 고취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
제정책을 추진 중임

오산에 U-City 구축 시
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
단지 등으로 늘어나는 거
주민 및 유입인력에게 정
보요구수준을 충족시켜
줄 서비스 및 제공 방안
이 필요함

시 사 점

SOURCE : 오산비전 2009

오산시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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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제환경 분석 > IT기술과 경제발전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환경이 IT 산업과 타 산업 간의 전면적인 융합으로 확
대되는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음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경제 환경 변화

시 사 점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
여 다양한 기술들이 유기
적으로 결합되면서 산업
의 융합화·복합화가 진
전되고 있음

디지털 컨버전스가 IT 산
업 내 기술간, 제품간의
단순한 융합에서 벗어나
IT 산업과 타 산업 간의 전
면적인 융합이 필요

2. 외부 환경분석

Service

아날로그 시대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디지털 시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1995 2005 2010

유선전화

PC

모뎀

무선LAN

이동전화
(CDMA)

노트북,PDA

초고속인터넷
(ATM, xDSL)

휴대인터넷
(WiBro)

차세대이동통신
(4G)

차세대PC

광대역통합망
(BcN)

유비쿼터스 사회유비쿼터스 사회

텔레매틱스
DMB, IPTV
RFID

홈네트워크
지능형로봇

컨버전스 서비스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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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국제적 사례를 볼 때, 체계적인 경제 재도약 프로그램을 실행한 신도시 혹은 계획도시는 경제 및 삶의 질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음

영국
밀턴케인즈

(MK)

영국
밀턴케인즈

(MK)

성장하는 클러스터 육성과 우량/
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인프라 강화로 거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우수 인력의 유치/유지
친환경 중심의 도시설계 및 도시
유지관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정
책적 지원
신기술 연구분야에 대한 Test-
Bed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외국인과 기업, 입주기업과 입주
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One-Stop 행정서비스

주요 핵심 사항 도시경쟁력 지표

영국 내 도시 발전속도 1위
젊은 도시 (32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영국 내 실업률 최저 도시
전세계에서 친환경도시로 가장 많
이 벤치마킹 되는 도시

한해 의료관광객: 27만 명
2012년까지 의료관광객 100만 명, 
1만 3천 개 일자리 창출 예상

2001년 2002년

97억

47억

생산액
48%

싱가포르
One North

싱가포르
One North

밀턴케인즈는 입주
민의 생활수준 충족
을 위한 다양한 엔터
테인먼트 및 녹지조
성, 생태환경을 구성
함으로써, 인프라를
강화하여 인구유입
을 증가시킨 사례를
통해 오산시의 서비
스 및 환경조성에 반
영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한 검토 필요

One North의 사례
를 통해 공공서비스
의 치중이 높은 오산
시의 경우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 필
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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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문화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환경 분석방향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사회문화 환경 분석은 미래 도시의 발전 방향과 유비쿼터스 기술로 인한 사회문화적 도시생활의 변화, 오산시의 사회적, 문화적 현황
등 2가지 분석 포인트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오산시 U-City의 비전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함

사회문화환경 분석 포인트

도시의
발전방향

사회/문화
현황

분석 방향

지속 가능한 도시, 도시 성장 관리
등 도시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
과 유비쿼터스 기술접목을 통한
사회/문화의 변화 분석

인구, 주거, 문화예술, 환경 등 오
산시 사회문화 현황 분석

각종 도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도시 전략 추
진 방향에 대한 분석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관된 성장을 관리하기 위
한 도시 성장 관리 전략에 대한 분석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 브랜드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한 미래 도시 사
회의 변화 분석

오산시의 인구, 주거 등 도시 일반지표를 통한 오산시
사회 현황 분석

오산시의 문화예술, 환경, 범죄발생, 재난재해 발생 등
사회/문화지표 현황 분석

“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 및
방향성 분석과 오산시의 사회/문화지표를 분석

을 통해 U-City 적용 요소를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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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문화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환경 현황

사회문화 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음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주거

환경과 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융복합된 미래 도시에 필요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

시민의 생활 패턴의 파악과 요구를 파악하

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젊은 도시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환경생

태도시 구축에 따른 서비스 도출

시사점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핵심 현황

미래 도시는 기존의 도시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출

단순한 거주의 개념을 넘어 지식창출과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복합 디지털 주거 환경

자연친화적이고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계층이 생활 패턴 자체를
디지털화

PC를 통한 인터넷 쇼핑몰을 TV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양방향 쇼
핑몰로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

오산시는 지역주민 평균 연령이 32.4세로 경기도내 제일 젊은
도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매우 높은편에 속하며 신호
위반, 주정차 등의 단속건수가 저조

재난사고의 건수는 불규칙하나 발생시 많은 비용이 발생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차량 증가로 대기오
염이 점차 증가

도시의
발전 방향

사회/문화
현황

2. 외부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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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5  사회문화 환경 분석 > 도시의 발전 방향

미래도시는 디지털 웰빙, 유비쿼터스 주거환경 및 디지털 경제의 유비쿼터스화라는 새로운 사회문화양식의 확산을 통해 기존 도시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 의미가 있음

물질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계층이 생활패턴 자체를 디지털화 하는 현상

단순한 거주와 휴식장소의 개념을 넘어 지식창출과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복합 디지털 주거환경

사이버 APT
- 초고속
- 인터넷
서비스

u-IT
- 홈네트워크
- 인터넷
냉장고
- DTV
- etc.

유비쿼터스 APT

디지털 웰빙 유비쿼터스 주거환경

디지털 경제의 유비쿼터스화

+

쇼핑
- PC를 통
인터넷쇼핑몰을
넘어 디지털 TV를 통한

양방
향 홈쇼핑

금융
- 대면거래에서 비대면
거래로 전환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

인터넷
모바일뱅킹

DTV기반
홈쇼핑/뱅킹

웰빙 가전
인터넷 냉장고
당뇨폰/스트레스폰

안전한 식품
한우/수입식품
등에
RFID 부착 관리

디지털 홈
인포테인먼트 거실
홈 헬스케어

웰빙 가전
인터넷 냉장고
당뇨폰/스트레스폰

안전한 식품
한우/수입식품
등에
RFID 부착 관리

디지털 홈
인포테인먼트 거실
홈 헬스케어

Digital Well-being

Well-Being
- 친환경
- 레저활동
- 주거환경

Digital
- 핸드폰
- 홈네트워크
- RFID

+

유비쿼터스 化

미래도시의
디지털 문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미래 도시는 기
존의 도시에 유
비쿼터스 기술
을 접목하여 새
로운 사회문화
를 창출하는 것
임

유비쿼터스 기
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주거환
경과 경제의 활
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사점

디지털 미래 도시 발전 방향

26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2.5  사회문화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현황

미래도시는 디지털 웰빙, 유비쿼터스 주거환경 및 디지털 경제의 유비쿼터스화라는 새로운 사회문화양식의 확산을 통해 기존 도시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 의미가 있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시민의 욕구 또한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

예) 안전욕구증가 u-방범
쾌적한 환경 u-환경

시민의 생활 패턴의 파악과 요
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함

젊은 도시로 지역의 자원을 활
용한 환경생태도시 구축을 위
해 노력하는 도시임

사회/문화 요소별 개념의 변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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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술환경 분석 > 기술환경 분석 방향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기술환경 분석은 국내외 IT Trends와 u-IT 서비스 2가지 분석 포인트를 중심으로 오산시 U-City에서 활용할 IT 기술과 서비스 도출에 기
초 자료로 활용함

기술환경 분석 포인트

국내외
IT Trends

u-IT 
서비스

국내외 IT 트랜드의 동향
IT 서비스의 발전 방향
유비쿼터스 IT의 이슈사항
유비쿼터스 기반기술 로드맵

현재까지의 u-IT 서비스를 분류
u-IT 서비스 목록 확인

분석 방향

국내외의 IT 동향과 유비쿼터스 관련 IT 기술들의 동향
을 분석하여 U-City에서 사용할 IT기술 방향을 파악

오산시 U-City에서 활용될 기반 기술 들의 전망을 파
악하고 서비스 도출에 활용

유비쿼터스 IT 사회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본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u-IT 서비스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당 주요 서비스들
을 파악

“ 국내외 IT 기술과 유비쿼터스 IT 기술 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오산시 U-City에
활용할 기술 및 서비스 도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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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술환경 분석 > 기술환경 현황

기술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음

U-City 서비스 도출시 개인정보보호를 고

려하는 것이 필요

BcN, FTTH, RFID, 유무선 통합 등의 기술

을 U-City에서 활용 검토

U-City 시설물 들이 최종적으로 All IP 기반

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IPv6을 고려

u-IT 서비스는 충분히 검증된 서비스를 적

용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핵심 현황

유뮤선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편리한 디지털 기기와 솔루션이 인기

FTTH, BcN 등 유비쿼터스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사

RFID 및 센싱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서비스 확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법제도 등의 마련

다양한 분야의 많은 u-서비스의 등장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과 관련한 환경, 건강, 문화 분야의 u-서비스 들이 많이 등장

산업전반에 RFID/USN을 이용한 u-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 기술들이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 진행

국내외
IT Trends

u-IT 서비스

2. 외부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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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술환경 분석 > 국내외 IT Trends (1/2)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2009년도의 유비쿼터스 IT트랜드는 2008년에 이어 여전히 비즈니스 영역 이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과 관련이 깊은 User 
Interface나 HCI*의 중요성이 본격 대두됨

유비쿼터스
10대 이슈

IPTV

개인정보보호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Digital
Contents 

Life Solution 

RFID 적용
확대 및 시장

활성화

무선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지적재산권

디지털 컨텐츠

지적재산권

네트워크
고도화

User Interface

/ HCI

• IPTV는 Interactive를 활용한 T-
commerce시장 등 다양한 비즈
니스 모델 창출 기대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두
• 인터넷 실명제 정책, 개인정보보

호 법제도 마련

• 네트워크 인프라 성숙에 이은 통
합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의 비
즈니스와 관심 증대

•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변화 : 
Desktop 휴대폰

• Web2.0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
의 Contents개발 활발

•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디지털 기기
인 Life solution이 인기

• Digital Home, u-헬스케어, 러닝

• RFID가격하락으로 인한 민간
참여 확산

• 민간대량 생산 : 선 순환 구조
변환

• Wibro의 세계표준 채택으로
해외 무선 인터넷 시장과 신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증가

• Digital컨텐츠 확산으로 지적재
산권 문제 부각

• 규제와 제도개선, 인식전환 요
구

• FTTH, BcN 등 유비쿼터스 사
회 추구에 지속적 이슈

• 사용자 중심 기술 및 Life 
Solution 적용을 위한 HCI에
대한 관심 증대

Source : 2008년도 IT트랜드로 알아보는 유비쿼터스 사회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약자, 인간과 컴퓨터가 쉽고 편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U-City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기술중
FTTH, BcN 등이 지
속적으로 관심사임

RFID의 적용 확대와
u-서비스의 접목이
필요하며 유무선 통
합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함

U-City 서비스 도출
시 개인정보보호 준
수를 염두에 두어야
함

시사점

유비쿼터스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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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술환경 분석 > 국내외 IT Trends (2/2)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통신인프라는 광케이블 및 All IP기반의 전송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을 기반
으로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BcN, FTTH, RFID, 
유무선 통합 등의 기
술을 U-City에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U-City 시설물 들이
최종적으로 All IP 기
반으로 변화하기 위
해서는 IPv6을 고려
해야함

시사점

구분 Date Rate Bandwidth Repeater spacing

Twisted Pair 4Mbps 3MHz 2~10Km

Coaxial Cable 500Mbps 400MHz 1~10Km

Optical Fiber 10Gbps 2GHz 10~100Km

(자료source : IETF자료 재구성)

2010년

IPv4 주소 고갈

IP할당 속도

현재 인터넷
IPv4(32bit) 43억개

• 인터넷 사용자 증가

• 홈네트워킹 등 가전제어

• QoS, 보안의 문제점

현재 인터넷
IPv6(128bit) 무한대

• IPv4의 문제점 해결

• 이동환경에서도 유용

서비스 및
제어망

이 기종망간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개방형 통신망 구조로 발전

Core망
QoS, 보안이 보장되고 Tera급 전
송능력을 제공하는 구조로 발전

Access망

유선 가입자망 :
50~100Mbps
무선 가입자망 :
수십Mbps
홈네트워크
USN

Service 폐쇄형

제어망 개별망 제어

교환 ATM S/W, 라우터

전송 SDH/DWDM

보안 Host/Application보안

유선 xDSL/HFC

무선 2G/3G/WLAN

방송 아날로그CATV/위성

홈N/W 정보기기별 개별망 접속

USN 스마트카드(개별칩)

SSW 통합제어

MPLS/GMPLS

OXC/DWDM

통합 네트워크 보안

FTTH

WiBro/4G

디지털CATV/DMB

홈GW/유무선통합

RFID/UWB

폐쇄형 서비스

통신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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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술환경 분석 > u-IT 서비스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외부 환경분석

산업전반에 RFID/USN을 이용한 u-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 기술들은 Test 기간을 거쳐 상용화되고 있음. 오산시 U-City에서 적
용시킬때에는 충분히 검증된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함

SOURCE : Design u-World, NIA, 2008

식품/의약품

유통/물류

기록물/조달

재난/안전

환경/문화

농수축산

u-헬스케어

안전안심 u-먹거리

u-의약품 종합관리시스템

항공수하물RFID인프라

u-Port구축

u-기록물관리시스템
조달-검찰청 기록관리시스템

u-울릉도/독도 재난/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해양안전관리시스템
도시철도 및 지하도 상가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3대 하천 생태복원 모니터링 시스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농산물 관리체계 실용화 구현

u-포크 안전·안심 시스템

소외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 건강 증진 서비스

산업장 및 꿈나무 u-건강관리 서비스

항공수입화물통관시스템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귀금속/보석유통정보관리시스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국가 물품관리시스템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고속도로시설물 관리
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주요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기상·해양 관측 시스템
u-Sports 지능형 스키장 시스템
모바일 RFID 시스템

u-응급의료 서비스 및 u-방문간호를 위한
인프라

어린이 환우를 위한 Blue Band시스템

u-IT 서비스는 전 분
야에 걸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도출되
고 있으며 적용을 위
해서는 충분히 검증
된 서비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오산시 U-City의 차
별화된 서비스의 도
출 및 활용 측면에
검토가 필요함

시사점

분야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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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부 환경분석 결과

오산시 U-City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정책 및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주요이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분석 분야 시사점 종합 주요 추진 방향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주거환경과 경제의 활성화가 가
능할 것으로 보임
융복합된 미래 도시에 필요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
시민의 생활 패턴의 파악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젊은 도시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환경생태도시 구축에 따른 서비
스 도출

오산에 U-City 구축시 늘어나는 거주민 및 유입 인력에게 다양한 서
비스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여 인구유입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오산시의 서비스
및 환경조성에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검토
오산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
화 유도

국가의 다양한 시범사업 및 국비 지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추진 정책을 검
토하여 u-서비스의 도출시 검토
U-City건설법을 통해 지자체 자가망 설치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가망 설치에 따른 경제성 검토 필요
유비쿼터스 도시개발 및 운영관리, 기반시설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
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필요

경제환경

사회/문화환경

정책환경

국가 IT 추진방향

중앙부처별 IT전략

국내 U-City 발전

지역경제발전

IT기술과 경제발전

경제성장 사례

서비스

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국가의 U-City 서비스를 검토하여 오산시 서
비스를 도출
오산시의 인구중가를 대비한 확장성 있는 서
비스 및 인프라의 정의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성
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도출
융복합된 미래 도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
의 적용

BcN, FTTH, RFID 및 IPv6 기술들의 적용
및 활용을 고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확장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 수립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도입

비전/전략

유비쿼터스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을 고
려하여 전략을 수립

U-City 서비스 도출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BcN, FTTH, RFID, 유무선 통합 등의 기술을 U-City에서 활용 검토
U-City 시설물 들이 최종적으로 All IP 기반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IPv6을 고려
u-IT 서비스는 충분히 검증된 서비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기술환경
국내외 IT Trends

U-IT 서비스

도시의 발전방향

사회문화 현황

2. 외부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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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제1장. 지역적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

3.1  내부 환경분석 개요

3.2  내부 환경분석 체계

3.3  상위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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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부 환경분석 개요

3. 내부 환경분석

내부 환경분석은 3가지 측면(상위계획 검토,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정보화 역량 분석)의 환경분석을 통해 오산시의 시사점을 도출
하여 U-City 비전과 U-City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시사점 종합

택지개발과 관련된 상위 계획들을 식별

식별된 상위계획 들의 내용을 분석

상위계획 들의 분석한 내용에서 시사점을
도출

상위계획 검토

오산시 개발 관련 계획을 분석

오산시 뉴타운과 산업단지 개발 계획 내용
을 분석

택지개발 계획들의 분석한 내용에서 시사
점을 도출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정보화전략계획, 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등의 현황을 분석

정보화 역량을 분석한 내용으로 시사점을
도출

정보화 역량 분석

오산시의 U-City 구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부환경 변수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U-City 구축 방향 및 전략수립에 활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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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부 환경분석 체계

3. 내부 환경분석

내부환경은 상위계획 검토와 오산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오산시 정보화 역량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U-City 서비스 및 인프
라 기회를 도출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내부환경 분석 영역

상위 개발계획(제4차 국토종합계확, 경기2020)에서 오산
시 위치 및 공간적 비전 확인

오산시의 지구별 (오산시, 뉴타운, 산업단지 등) 도시 개
발 계획의 방향 및 세부 내용 검토

오산시의 정보화 방향, 정보시스템 현황, U-City 관련 통
신망과 상황실의 현황 파악

내부환경 분석 절차

상위 계획 검토

제 4차 국토종합계획 경기2020 : 비전과 전략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민선 5기 시정 및 공약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오산신도시 뉴타운 산업단지

상위 계획 검토

정보화 전략 계획 정보시스템 현황 통신 인프라 현황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보안 현황

상위 개발계획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오산시

정보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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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상위 계획 검토 방향

3. 내부 환경분석

경제환경 분석은 지역경제발전 현황,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 현황, 선진 경제 성장 사례 등 3가지 분석 포인트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
하여 오산시 U-City의 비전 및 전략과 U-City 서비스 도출의 요건을 파악함

상위계획 검토 포인트

경기권
도시계획

국토
종합계획

오산시
기본계획

분석 방향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향을 통해 오산시의 향
후 발전목표를 인식함

2020년 오산도시 기본계획을 분
석하여 오산시의 발전 목표와 전
략을 파악함

민선 4기의 시정 운영방향을 분
석하여 오산시의 방향과 여건에
대해 분석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오산시의 역할과
방향을 인식함
21세기 첨단도시모델인 유비쿼터스도시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오산시 계획에 반영함

경기권의 도시계획에서 지역적 위치를 파악하고 오산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함

또한 경기권 도시계획에서 오산시의 공간비전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하는 기본전략을 분석함

오산도시 기본계획에서 오산시의 목표와 전략을 파악
함

민선5기의 시정 운영방향과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분석함

“ 상위계획에서 오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하여 목표, 전략, 방향을 인식하고

U-City 서비스를 도출”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민선 5기
시정

2020년 경기권도시계획의 비전
과 전략 분석을 통해 오산시의
공간구조 및 개발 여건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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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유
비쿼터스
도시종합

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 준
수할 상위
계획으로
국가차원장
기적인 청
사진과 발
전방향을
제시함



3.3 상위 계획 검토 > 상위 계획 핵심 현황

3. 내부 환경분석

상위 계획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음

도시의 자립과 정주 도시로서 발전과 융합
할 수 있는 U-City 전략 수립

첨단 교통 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가감이산과 오산천 중심의 녹지 환경에 적
합한 시민 서비스 모색

인구에 비례한 시민 서비스 규모 및 구축
전략 수립

오산천을 중심으로한 환경수도로서의 차별
화된 U-City 서비스 도출

젊은도시에 맞는 체감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

시사점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핵심 현황

전분야에 걸쳐 공약과 시정 활동을 계획
특히 교육과 복지 부문에 시정 운영을 활발히 전개

계획의 비젼 및 목표, 추진전략 등 국가적인 장기플랜 제시

경기도 자족경제권에서 오산시를 경부축에 포함하고 물류와 첨
단제조 지역으로 분류
첨단 산업과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

기본 방향은 자급자족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첨단산업도시 및 문
화복지도시로 계획
2020년 계획인구는 27만, 계획가구는 10만호로 계획하여 현재
보다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인구분포는 젊은층이 73.7%로 젊은도시로 예상하고 2
차산업이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예상
주개발축에 오산신도시와 뉴타운을 포함하고 오산천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
국도1호선과 철도를 중심으로 시내 도로망의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계획
가감이산, 오산천 및 각종 하천 주변의 공원과 녹지 개발 계획

민선5기
시정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기도 2020

오산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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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기본 목표 ( 균형국토, 개발국토, 복지국토, 녹색국토, 통일국
토) 제시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자립, 네트워크 구축
및 정주도시의 발전을 강조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3.3 상위 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방향 및 추진전략)

3. 내부 환경분석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개발의 기
본방향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국토종합 계획의 기본 목
표와 6대 추진전략에 근
거한 U-City 정보전략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함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전략에 부합될 수 있
도록 오산시 U-City의 방
향을 모색해야 함

또한 아름답고 인각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오
산시의 개발계획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함

시사점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균형국토

개방국토

복지국토 통일국토

녹색국토

•다핵분산형 국토구조의 형성
•도시와 농촌 어촌의 균형발전

• 동북아
물류/투자/교류거점
으로 도약

• 쾌적한 국토조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 평화벨트 조성 및
북한지역의 개발협력 강화
• 통합인프라구축과

지원체계 확립

•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국토조성
• 깨끗한 물의 공급

Source: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2005.12

기본방향 및 6대 추진전략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각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의 구축 전략

6
대
추
진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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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경기도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는 경기도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 교육·복지·문화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준수하고 특히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오산시는 국제적 수
준의 정주환경과 교
육·복지·문화·환경
선진지역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
함

인간중심적이고 친
환경적 교통망에 필
요한 서비스가 예상
됨

오산시의 개발계획
에 따라 단계적 U-
City 구축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경기도

기본목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지역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 및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 정비

남북교류 및 통일준비의 거점 지역 교육·복지·문화·환경 선진지역

수도권-경기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발전방향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동북하 경제중심 기능 강화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의 전진기지 조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

2

3

4

5

환경 교통 도시 주택 토지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시 건설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Source: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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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3. 내부 환경분석

U-City의 비전과 기본방향, 국가차원의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실천과제 등을 담은 범정부적 계획으로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
방향을 제시

제1차 유비쿼터스도
시종합계획은 유비
쿼터스도시계획 수
립 시 준수하여야 할
상위 계획임

도시건설과 정보통
신 기술이 융합된 21
세기 첨단도시모델
을 제시

오산시의 유비쿼터
스도시계획에 따라
단계적 U-City 구축
이 될 수 있도록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비 전

추진전략

실천과제

제도기반 마련 핵심기술 개발

U-City 산업 육성 지원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Source: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09.11.2

41

시민의삶의질과도시경쟁력을제고하는첨단정보도시구현

목 표 도시관리의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육성 도시서비스의선진화

1. 원활한 U-City 건설/관리를위
한각종지침완비

2. 개인정보보호및재해/재난침
해방지추진

3. U-City기술기준및표준정립

4. U-City정보의유통및연계방안
마련

1. 정보수집기술개발

2. 정보가공기술개발

3. 정보활용기술개발

4. 기타기술개발

1. 국내성공적인 U-City 모델창
출

2. U-City 해외수출기반마련

3. U-City 전문인력양성

1. 지능형행정체계확립

2. 맞춤형교통서비스제공

3. 의료서비스선진화도모

4. 교육/문화/환경서비스제공

5. 글로벌물류체계구현

6. 기타다양한서비스제공



3.3 상위 계획 검토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09.11.2

42

유비쿼터스도시의 발전단계를 2013년까지를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규정하며, 1단계는 태동단계(~2010) 및 성장단계(~2013년)
으로 구분됨

태동단계에서는 공공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관리/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부분의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과 서비스 제공
성장단계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확대,고도화를 이루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유
비
쿼
터
스
도
시
종
합
계
획
의
단
계
별
추
진
전
략



3.3 상위 계획 검토 > 경기2020 (경기 미래상)

3. 내부 환경분석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 따라 경부축에 속해 있는 오산은 대중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에 집중할 수 있는 u-서
비스가 필요함

경기도 전역의 선진

교통체계의 확립을

전략으로 하고 있어

오산시도 교통에 관

한 체계의 개선이 필

요함

개발과 환경이 조화

되는 녹색경기에 부

합되는 오산시의 녹

지 보존 서비스가 예

상됨

시사점수도권 확산에 대비한 광역개발체계의 구축
강력한 순환성장축과 중추도시군 형성
첨단산업 및 R&D 기능의 입지벨트 설정
일극 집중형의 공간구조를 다핵연합형의 구조로 개편
간선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등의 대중 교통체계 강화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핵
동북아 항만·항공물류 및 해양관광의 전진 기지
문화관광산업의 메카 및 미래형 정원주거기능의 보고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기본 방향

경기 남부권 계획

자족기능 도시 공간의 정체성 기본전략

지식기반 제조 :

전통제조

안산

시흥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장치형
제조산업
근거지

전통적 산업의
고부가화 터전

전통제조에서
지식기반제조로의
정보기술(IT)화에 의한
고부가 창출
안산의 국가산업단지 및
평택항 배후 국가기간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로와
철도 등 기간
교통시설망의 조기 구축

<녹지 계획>

분야 목표 핵심전략

경제
디지털 경제의

중심
지식산업의 구축 및 클러스터 완성
문화관광산업의 지식기반화

기업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
기업관련 수도권 규제의 철폐
기업인프라(물류정보시스템) 구축

SOC
빠르고 편리한

선진 교통
물류체계 확림

경기도 전역의 2시간 통행권체계
달성
항만,철도,공항의 복합운송체계 완성

교육
교육환경 1등

경기
고품질의 교육 환경 및 여건 조성
세계화, 정보화 교육 수요 충족

문화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경기문화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
첨단문화산업 집적지 조성

환경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경기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경기
구현
자원순환형 및 제로배출화의 경기환경
실현

복지
균등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사이버 복지 네트워크에 의한 경기복지
달성
계층간 균등 복지 달성 및 건강한 노후
보장

여성
여성의 국가발전
참여를 실천하는

경기

사회 전 분야의 경기여성 완전 참여 보장
여성친화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

남북교류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북부
남북협력 산업의 전초기지 구축

대유럽 수출 화물의 교두보 확보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대표주자 경기

자율형 자치행정체계 구축

자족적,효율적 재정체제 확립

2020년 10대 분야별 경기도 모습

SOURCE : 경기2020 (경기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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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경기2020 (경기 공간기반 구축)

3. 내부 환경분석

경기2020에서 오산은 경부축의 벨트IV에 해당하며 첨단산업도시로 구상되어 있어 가장산업단지에 입주할 첨단산업 기업들의 오·폐수
와 폐기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예상됨

자족 경제권 중 경부

축의 물류·첨단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화

과제로 오산은 첨단

산업도시로 구상

간선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등의 대중 교

통 체계 강화에 중점

을 두고 있어 교통관

련 서비스 들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가장산업단지의 산

업 폐기물 들을 관리

감독에 필요한 u-서

비스들이 예상됨

시사점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오산

경기도 공간 골격

오산은 첨단산업도시

SOURCE : 경기2020 (경기 공간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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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목표와 전략)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는 자급자족도시, 환경산업도시, 환경전원도시, 역사문화도시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
고 있음

오산시의 산업과 도
시는 환경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 오산
천, 독산성, 세마대
등의 문화유적을 활
용한 문화도시의 건
설을 지향하고 있음

이에 따른 환경, 문
화, 복지 및 교통 등
의 분야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접목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시사점자급자족도시
도시기능 완비와 산업기반을 통한 자급자족도시 건설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증대하는 수도권의 인구유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건설
주거지역과 가장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도모한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조성

첨단·산업도시

환경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산업
- 사향산업, 공해성 업종은 전자·정보산업과 같은 IT·BT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

전환 유도
- 가장산업단지 확장 및 부산동 일원에 첨단 및 물류 산업을 유치하여 기존 주거위주의
오산시 이미지에서 산업과 주거의 복합도시로의 탈바꿈
교통 요충지를 감안 수도권 물류기능의 중심지로 육성
- 기업 물류기능 집적의 필요성에 따른 물류시설 및 화물터미널 구축

친환경생태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생활공간 조성
- 오산천, 독산성 세마대지를 비롯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녹생교통수단의 도입, 생태
공원의 조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순환체계 구축

도시개발시 생태환경에 중점을 둔 자연과 어울어지는 도시 조성

문화·복지도시

문화유적을 활용한 지역문화, 축제의 개발 및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도시 건설
- 문화는 인간의 감성,지성,신체적인 활동의 보람을 얻고, 생활에 여유와 정서를 가져
다 주며, 도시에는 매력과 활력의 중요한 요소이고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
- 독산성, 세마대지와 같은 상징적 역사·문화공간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 문화축
제 상품화 등 유·무형의 문화자원 발굴로 관광자원화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복지도시 건설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오산의 목표와 전략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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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계획 인구 및 가구)

3. 내부 환경분석

목표년도 2020년 계획 인구 설정은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 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 방식 등
을 종합하여 계획단계별로 적정 인구지표를 설정하였고 2020년 계획인구는 270,000인이고 계획 가구는 100천호로 예상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구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지표 121,326 130,000 210,000 260,000 270,000

연평균증가율 - 7.1 10.1 4.8 0.8

목표년도 계획인구 지표 (단위:인,%)

목표년도 계획인구 총괄표 (단위:인,%)

구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지표 121,326 130,000 210,000 260,000 270,000

합계 - 128,641 217,438 264,734 266,449

자연적증가 - 6,056 4,008 2,356 1,715

사회적증가 - 1,259 84,789 44,940 -

구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가구당인구
(인/호) 2.9 2.9 2.9 2.8 2.7

총인구(인) 121,326 130,000 210,000 260,000 270,000

계획가구
(천호) 42.8 44.8 72.4 92.9 100.0

가구계획

2004년 현재 42,817가구로 가구당 인구수는 2.9인이나, 핵가족

화 추세와 독신가구의 증가등으로 인해 목표년도에는 가구당 약

2.7인 규모로 전망되며, 가구수는 100천호로 예상됨

오산시의 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에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교통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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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인구구조 전망)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목표년도 2020년 계획 인구구조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73.7%로 가장 높아 일할수 있는
젊은층이 많은 도시로 전망할 수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인구구조 전망

구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총인구
인구(인) 121,326 130,000 210,000 260,000 270,000

A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4세 이하
인구(인) 30,657 27,800 38,000 40,000 37,500

B
구성비(%) 25.3 21.4 18.1 15.4 13.9

15~64세
인구(인) 84,488 93,000 154,100 194,000 199,000

C
구성비(%) 69.7 71.5 73.4 74.6 73.7

65세 이상
인구(인) 6,181 9,200 17,900 26,000 33,500

D
구성비(%) 5.0 7.1 8.5 10.0 12.4

부양률 % 43.6 39.8 36.2 34.0 35.7 (B+D)X100/C

오산시의 2004년 현재 인구구조는 14세 이하 인구가 25.3%, 15세~64세 인구가 69.7%,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로 나타나
고 연령별 인구구조는 65세 고령화인구는 5.0%에서 12.4% 증가하고, 14세 이하 인구는 25.3%에서 13.9%로 감소할 전망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젊은층에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아 오산시는 젊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U-City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기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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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경제활동인구 추정)

3. 내부 환경분석

2020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5.0%로 점차증가하고 2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삼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경제활동 인구 추정

(단위:인)

구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총인구 121,326 130,000 210,000 260,000 270,000

15세이상
인구 90,400 102,700 172,200 221,000 232,200

총인구비율 74.7% 79.0% 82.0% 85.0% 86.0%

경제활동
인구 55,800 63,700 108,500 141,400 150,900

참가율 61.7% 62.0% 63.0% 64.0% 65.0%

취업인구

계
51,900 59,900 103,100 135,700 146,4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산업
4,400 4,500 5,200 4,700 4,400

8.4% 7.5% 5.0% 3.5% 3.0%

2차산업
10,000 15,000 27,200 40,600 45,200

19.2% 25.1% 26.4% 29.9% 30.9%

3차산업
37,600 40,400 70,700 90,400 96,800

72.4% 67.4% 68.6% 66.6% 66.1%

취업률 93.1% 94.0% 95.0% 96.0% 97.0%

경제활동전망

2020년까지 15세이상 인구

는 232,200인이며, 경제활

동참가율은 인구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추세로

65.0%로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제활

동인구도 150,900인으로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됨

산업구조

2004년 현재 3차산업 위업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나며 2020년에는 2차산업

이 30.9%까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감소

감소

증가

증가

목표년도 2020
년까지 경제활동
에 참가하는 인
구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2
차산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차산업에서 발
생하는 오·폐수
및 폐기물에 대
한 감시와 대책
의 마련이 필요
함

시사점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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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환경 지표)

3. 내부 환경분석

환경지표는 도시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산시의 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지침상 제시된 내용을 고려
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생활환경, 복지환경 및 여가환경의 지표를 설정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생활환경지표

구분 단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

·
가구

계획인구 인 121,326 130,000 210,000 260,000 270,000

세대수 세대 42,817 44,830 72,410 92,860 100,000

세대당인구 인/세대 2.9 2.9 2.9 2.8 2.7

주택
주택보급률 % 89.9 87.0 90.0 98.0 100.0

주택수 천동 34.2 39.0 65.2 91.0 100.0

통신
우체국 개소 5 5 7 9 9

전신전화국 개소 1 1 2 2 2

교통
승용차보유 대/백인 24.5 27.1 30.4 33.0 35.3

도로포장률 % 100.0 100.0 100.0 100.0 100.0

상·
하수도

상수도보급률 % 98.7 99.0 99.0 100.0 100.0

1인1일급수량 m2 391 460 460 460 460

하수도보급률 % 89.0 90.0 98.9 99.2 100.0

하수처리장 개소 1 1 2 3 3

구분 단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의료

종합병원 개소 1 1 2 2 2

보건소 개소 1 1 2 2 3

의사수 인 171 190 378 650 811

병상수 상/만인 134 135 139 146 150

교육

초등학교 개소 12 12 17 19 19

중학교 개소 5 6 11 12 12

고등학교 개소 4 7 13 15 15

사회

복지

아동복지시설 개소 - - 1 2 3

여성복지시설 개소 - - 1 2 3

노인복지시설 개소 1 2 3 3 3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1 1 2 2 2

기타복지시설 개소 1 1 1 2 2

구분 단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체욱
종합운동장 개소 1 1 1 1 1

실내체육관 개소 1 1 1 1 2

문화

도서관 개소 1 1 4 4 6

박물관 개소 1 1 1 1 1

시민회관 개소 1 1 1 1 1

여성회관 개소 1 1 1 1 1

공원 도시자연공원 1 1 1 1 1 1

유원지 유원지 개소 - - - 1 1

복지환경지표

여가환경지표

목표년도 2020년에 의사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65세이상 노령화인구가 12.4%로 증가하는 것에 따른 원
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승용차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 및 교통혼
잡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예상됨

시사점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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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상)

3. 내부 환경분석

공간구조는 주축(1도심)은 행정·업무 중심, 물류, 첨단산업 중심으로 부축(오산신도시·궐동지구중심)은 환경친화적 주거 및 기능 중심으
로 부축(서북부지역)은 역사·문화자원 및 친환경 주거 중심으로 구상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공간구조 구상도

중심지 체계 특성
- 주축(1도심)은 행정·업무 중심, 물류, 첨단

산업 중심
- 부축(오산신도시·궐동지구중심)은 환경

친화적 주거 및 기능 부여
- 부축(서북부지역)은 역사·문화자원 및

친환경 주거

보전 및 개발축 설정
- 북부지역의 노적봉~양산봉~필볼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녹지 보전축으로 설정,
오산천과 황구지천 등을 수변 보전축으로
설정

-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2지구 및 서북부
지역 가장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개발축을
설정

- 오산신도시·궐동중심(주거,산업)~서북부
생활권(관광,휴약)의 연계성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화를 도모한 부개발축 설정

도시기능배분
- 주개발축인 동부, 오산신도시·궐동,서북부의

3축과 가장, 부산, 양산의 3개의 부개발축의
특색있는 기능 설정

주개발축과 국도1호
선이 같은 축상에 있
어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됨

또한 주개발축에 세
마역, 오산대역, 오
산역을 걸치고 있어
유동인구의 증가도
예상됨

우선적으로 교통혼
잡 해소를 위한 서비
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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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교통)

3. 내부 환경분석

신속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감소,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감
소 등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차, 2008.9

분야 개선 목표 세부시책

정체구간
소통증진

주간선도로
- 도로용량 증대
- 통행속도 증진
- 병목해소

보조간선도로
- 접근성과 이동성의 조화
- 주간선통행량 분담 증대

주간선도로
- 임계교차로 중점개선 : 기하구조 개선, 회전차로 설치
- 회전통제, 신호운영조정, 이면도로 접근관리
- 접근관리 강화, 병목구간 용량증대(차로불균형 해소)

보조간선도로
- 이동성 : 임계교차로 기하구조개선
- 접근성 : 집산도로 통행권확보 또는 유지

교통운영
체계효율화

신호운영개선

교차로 회전방식 조정

교차로 신호운영개선
- 현시축소 및 신호운영최적화
- 신호연동화운영 도입 검토
- 신신호시스템 도입 검토

교차로회전통제
- 좌회전통제, 회전방식변경 (P턴‧U턴 등)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대중교통간(철도‧버스 등)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의 이설 및 버스베이 설치

녹색교통
(보행/자전거)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이용환경개선

보행권 확보
- 보도설치 및 보행동선 연결
- 장애인 시설확충 및 보도 위 노상적치물 정비

자전거통행로 확보 및 시설정비

교통안전
향 상

교통사고율 축소

사망사고감소

안전시설 확충
-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 확충
-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 정비

도로기능별 안전대책
- 간선도로 : 소통에 중점을 두되, 안전을 최대한 고려
- 보조간선 : 소통과 안전이 상충될 경우 안전에 주안점을 둠

도로
안내체계

정보전달 체계의 일관성 유지
안내지명 정비, 문형식표지 확충
도로표지의 시인성 확보

기 타 불법주차단속 강화
과속차량단속 강화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설치(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CCTV)

교통혼잡지역 개선 목표

교통혼잡지역 개선
목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
요함

각종 시설물 도입시
U-City 서비스를 고
려하여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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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환경)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주요 생활환경인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 쾌적한 도시건설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대적 시설을 이용
한 운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생활환경의 향후 계
획에 부합되도록 U-
City 서비스를 도출
해 상하수도, 폐기물, 
무공해 에너지의 효
과적인 관리가 필요
함

기존 오산시의
CCTV 등의 인프라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

시사점

환경 계획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을 2004년 98.7%에서 계획년도인 2020년에는 100.0%가 되도록 계획
2004년 오산시 상수도 시설용량에 비해 2020년 인구 27만명의 용수용량이 124,2천m2/일으로 예상되
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용량 확보 계획
노후한 상수도 급배수관의 계획적 교체를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및 유실수량의 최소화 유도
송수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전산망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에너지 절감
및 상수도시설의 안정운영 도모

하수도

오산시의 하수도 보급률을 89.0%에서 계획년도에는 100.0%로 계획
기존 시가지의 오수와 우수의 합류식 관거를 점진적으로 분류식으로 교체를 유도하며 계획중인 택지개
발지구의 경우 분류식 처리방식을 설치토록 계획
현재 오산시의 하수처리시설은 오산하수종말처리장(57,000m2/일)이 운영중에 있으며, 2009년 준공예
정인 세마하수종말처리장(8,300m2/일)이 건설중에 있음
2020년 오산시의 계획인구에 비례하여 신규 택지개발시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인구 27만에 대한 하수
처리 계획 도모

폐기물

쓰레기의 발생원으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량제, 분리수거, 재활용의 생활화가 선행
되어야 하며, 쓰레기 매립시에도 소각단계를 거쳐 최소량만을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쓰레기 처리시 수거에서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업폐기물의 경
우는 공단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유도
재활용 및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이 정착화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 강구
분뇨수거차량의 현대화 및 분뇨처리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현대적 시설 설치 확대 방안 강구

에너지

에너지 사용 증대에 대비하여 수요관리, 수급, 유지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대책 수립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및 에너지 절약형 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추진
가정연료로는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도시가스를 적극 권장하고, 신시가지 조성시 도시가스의 급증
에 대비한 체계적인 공급계획 수립 필요
무공해 에너지 사용 증대를 통해 쾌적한 도시건설에 부합되도록 계획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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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안전)

3. 내부 환경분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교통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화재예방은 소방도로 확보와 소방시설물의 확충을 하며 범죄는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와 경찰서와 연계하여 범죄예방체계를 구축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분야 예방 대책

교통사고

도로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의 교차점 교통처리의 입체화, 기하구조의 개선, 신호체계 개선 등 TSM 제도를 적극

도입
- 도로의 사고다발 구간은 안전표지판 및 보호난간 설치와 도로 선형 및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 주택지, 학교주변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 통제 및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교통문화 정착
- 주민들에 대한 교통 홍보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예방대책 마련
- 홍보매체와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의 조기교육을 위한 교통공원 등 계획

화재

기존시가지내 주택재개발이 추진된 공동주택 입지지역은 주차시설과 소방도로 확보 문제가 해결되므로
법적기준에 의한 소화전(100m 이하) 설치
기존시가지내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지의 이면도로는 6m 이상으로 소방도로폭은 확보되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므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소화전 설치 간격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치
무질서하게 밀집된 건물과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각 건물마다 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 의무화
상가건물은 개별 난방기구 설치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건물용도 및 구조에 따라
공동난방 설치유도
위험물 저장소 및 화재에 취약한 제작공장 등의 시설물 내에는 연소차단벽을 설치하며, 주변 지역과의
차단녹지 설치를 의무화
시가지내 공원, 녹지, 광장 등의 공간에 화재시 피난공간, 방재활동의 거점, 연소차단대, 재해복구 활동기지
등의 역할부여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범죄

도시의 익명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 각 행정동별로 지구대를 설치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도시범죄 예방체계 구축
범죄다발지역 또는 예상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등을 설치하고 야간안전대책을 마련하며 방범활동의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
범죄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홍보 및 청소년 대상의 범죄예방 홍보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교통사고, 화재, 범
죄의 예방대책과 관
련한 과속단속, 화재
감시와 우범지역 감
시를 위한 CCTV 등
의 설치를 통한 서비
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예방 대책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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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복지)

3. 내부 환경분석

목표년도 2020년의 병상수는 인구 천인당 15.0상으로 설정하고 의사 1인당 시민 330여명을 진료 대상으로 설정함. 또한 보건소는 목표
년도 2020년까지 2개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3개를 운영할 계획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의료지표 설정

구분 단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인 121,326 130,000 210,000 260-,000 270,000

의료시설

종합병원 개소 1 1 2 2 2

보건소 개소 1 1 2 2 3

의사

의사수 인 171 182 378 650 811

의사당

인구수
인 710 714 555 400 333

의사기준 인/천인 1.4 1.4 1.8 2.5 3.0

병상

병상수 상 1,632 1,750 2,920 3,770 4,030

병상당

인구수
인 74 74 72 69 67

병상기준 상/천인 13.4 13.5 13.9 14.6 15.0

2004년 현재 병상수는
인구 천인당 13.4상에
서 목표년도 2020년에
는 인구 천인당 15.0상
으로 설정하여 총
4,030상으로 계획

의사수는 2004년 현재
천인당 1.4인에서 목표
년도인 2020년에는 천
인당 3.0인으로 의사 1
인당 시민 330여명이
진료대상

보건소는 목표년도
2020년까지 생활권별
로 1개소씩 확보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을 담
당토록 계획

2020년에는 보건소
가 현재보다 2개가
더 늘고 의사수도 지
금보다 많이 늘 것으
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장애인, 독거노
인 등을 위한 원격
및 맞춤형 의료 서비
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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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민선5기 시정 계획

3. 내부 환경분석

5대 시정운영 방향과 핵심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전분야에 대해 골고루 시정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교육과
복지 분야의 공약 들이 U-City 서비스들과의 접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정운영 방향과 공
약사항은 경제, 문화, 
환경, 복지를 공통으
로 하고 있음

특히 환경과 복지 분
야와 U-City의 서비
스 접목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시사점전국최고의 교육도시 실현

모범적인 교육도시

뷰티-코스메틱 산업기반구축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육성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SOURCE : 오산시 시장실 홈페이지 시정운영 방향 (2009.03월 현재)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시정 운영 방향 획심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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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Green city조성

풍요로운 문화공간 조성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

함께하는
참여도시
함께하는
참여도시

밝은미래
교육도시
밝은미래
교육도시

살기좋은
행복도시
살기좋은
행복도시

지속성장
경제도시
지속성장
경제도시

생활속의
문화도시
생활속의
문화도시



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방향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택지(오산신도시, 뉴타운 및 산업단지)와 교통 및 환경에 대한 개발 방향과 추진 계획을 분석하여 U-City와 연계 가능한 요건
들을 파악하고 U-City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파악함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포인트

오산신도시
개발계획

뉴타운
개발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분석 방향
오산신도시의 현황 및 개발
계획에 대한 분석

뉴타운 지구에 대한 현황 및
개발 계획에 대한 분석

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및 개발
계획에 대한 분석

오산시 택지(오산신도시, 뉴타운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목적, 개발 방향과 개발 계획을 분석

현재 택지 개발의 추진 상황과 U-City 서비스화 가능
한 요건들을 파악

택지 개발 방향 및 계획의 문제점 및 U-City 계획 수립
을 위한 방향 분석

부문별(교통, 환경, 녹지/하천 등) 현황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

“ 오산신도시와 뉴타운, 산업단지를
연계하고 교통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요건을

파악하고 U-City 적용 요소를 도출 ”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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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핵심 현황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택지 개발 계획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음

오산시를 관통하는 국도1호선의 교통량 통
제 방안 모색

오산IC 진출입과 성호대로의 교통혼잡 해
소를 위한 서비스 마련

역세권(세마역-오산대역-오산역) 주변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의 연계

역세권 주변의 활성화에 따른 체감형 서비
스 마련

가감이산, 오산천, 가장천 등의 주변 녹지
조성에 따른 시민 서비스 도출

가장산업단지 오·폐수 관리 및 야간 방범
체계 지원

지구별 개발 계획에 따른 단계별 U-City 구
축 방안 수립

시사점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핵심 현황

성호대로 등 내부 간선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상업환경과 주거환경의 공존 계획과 오산역 중심 개발 계획
오산천변 녹지축 조성 및 자전거 도로 확보 계획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하고 단지 내부에 공원 조성
대로2-11호선, 서부우회도로, 지방도310호선으로 주위 도로망 형성
단지 내 오·폐수 및 폐기물 발생으로 1,2지구로 유입 가능

오산신도시

뉴타운

가장
산업단지

1지구

2지구

3지구

1생활권(세마역 중심), 2생활권(공원과 주거지 중심), 
3생활권(오산대역 중심)
역세권 주변 도로와 국도1호선에서의 유입 차량 증
가 예상
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 이용 활성화 계획

가감이산 주변의 단독주택과 북쪽과 남쪽의 공동주
택 단지 조성
가감이산 중심의 녹지축 및 공원 조성
동서남북의 주 통행 도로 계획

면적은 1,2지구에 2배 정도이며 인구는 1,2지구보
다 20% 이상 계획
2지구와 연계되는 주거용지 조성
서부우회도로 및 국지도82호선 도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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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도시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가장산업1단지

개발기간 : 2003 ~ 2009.10

입주업체수 : 31개(2008.12현재)

사업예산 : 1,204억원

총면적 : 339천m2

가장산업2단지

개발기간 : 2008 ~ 2011.11

입주업체수 : 55개(2008.12현재)

사업예산 : 3,333억원

총면적 : 600천m2

뉴타운

개발기간 : 2008 ~ 2020

인구 : 5,372세대(24천명)

사업예산 : 20 ~ 30조원 (추정)

총면적 : 2,975천m2

세교1지구

개발기간 : 2004.3 ~ 2011.12

인구(예상) : 16,253세대(49천명)

사업예산 : 19,814억원

총면적 : 3,234천㎡

세교2지구

개발기간 : 2006.10 ~ 2012.31

인구(예상) : 13,401세대(38천명)

사업예산 : 24,505억원

총면적 : 2,801천㎡

세교3지구

개발기간 : 2009 ~ 미정

인구(예상) : 22,955세대(64천명)

사업예산 : 45,894억원

총면적 : 5,19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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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오산신도시 개발 계획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신도시는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갖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에 효과적인 U-City 서비스의 도출
이 필요하고 향후 뉴타운과 산업도시로의 생활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1지구

수도권 남부지역의 개발압력 해소
오산시의 균형적 발전방향 마련
계획적 개발에 의한 토지 이용 효율성
자족적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2지구

주택건설요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
으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의 안정
구현
녹지축 형성을 통해 자연환경과 늘 함
께하는 환경친화적 신시가지 개발
중부중생활권의 중심지로서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3지구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주택공급 도모
계획적 개발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택
지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주면 여건을 고려하고 개발계획을 수
립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형성
쾌적한 도시환경 및 자연과 사람이 공
존하는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오산신도시는 계획
도시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
거환경에 효과적인
서비스의 도출이 필
요함

뉴타운 및 산업단지
와의 생활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통, 환경, 
복지에 대한 서비스
를 우선적으로 도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사점

구분 개발 목적개요

개발기간 : 2004.3 ~ 2011.12
인구(예상) : 16,253세대(49천명)
사업예산 : 19,814억원
총면적 : 3,234천㎡

개발기간 : 2006.10 ~ 2012.31
인구(예상) : 13,401세대(38천명)
사업예산 : 24,505억원
총면적 : 2,801천㎡
개발 일정 (예정)
- 대지조성공사 착공일 : 2010년 하반기
- U-City 구축 착공일 : 2012년 하반기
- U-City 완료일 : 2013년 하반기

개발기간 : 2009 ~ 미정
인구(예상) : 22,955세대(64천명)
사업예산 : 45,894억원
총면적 : 5,197천㎡
개발 일정 (예정)
- 대지조성공사 착공일 : 2011년 하반기
- U-City 구축 착공일 : 2013년 하반기
- U-City 완료일 : 2014년 하반기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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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1지구 계획 (생활권)

3. 내부 환경분석

세마역을 중심으로 하는 1생활권, 지구내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수청초지구획정리 사업지구를 경계로 하는 2생활권, 오산대역을
중심으로 하는 3생활권으로 구분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생활계획도

SOURCE : 오산신도시 홈페이지

1생활권

국도1호선이 관통하고 세마역
주변의 상업지역과 터미널, 주차
장을 조성

2생활권

주거지역과 녹지 및 공원으로 개
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할 계획

3생활권

국도1호선이 관통하고 오산대역
중심의 상업지역과 인접한 물향
기수목원과의 연계로 개발 계획

주거와 녹지가 주류
를 이루고 있고 세마
역, 오산대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형성

세마역과 오산대역
(물향기수목원과 인
접)에 유동인구 증가
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
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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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1지구 계획 (인구배분 및 수용)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계획 인구는 약48,400인~64,500인 내로 설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약 15%로 계획되어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수용인구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상 일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용지(전용면적 60㎡) 확보와 더불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에 의한 수도권지역

의 배분비율 적용

수도권 개발 표본 신도시와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를 고

려하여 총밀도를 150~200인/ha내의 적정한도 범위로 설정하여 중

·저밀도로 개발토록 계획함

오산신도시의 계획인구는 약48,400인~64,500인 내로 설정

인구수용 계획

SOURCE : 오산신도시 홈페이지, 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구분 면적(m2)
주거지 면적(m2) 계획인구

(인)

인구밀도

(인/ha)소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산신도시 3,234,050 981,760 146,716 835,044 49,653 153.5

1생활권 890,985 144,261 46,956 97,305 6,684 75.0

2생활권 1,397,107 520,678 62,512 458,166 28,635 205.0

3생활권 945,958 316,821 37,248 279,573 14,334 151.5

구분 면적(m2)
수용세대

(세대)

수용인구

(인)
비고

계 990,875 16,551 49,653 단독 : 공동 = 14.9 : 85.1

단독주택 146,716
871

(573호)
2,613 호당2세대(단1,단3은 1세대)

공동주택 835,044 15,680 47,040
60㎡이하:60~85㎡:85㎡초과

= 32.1%:33.1%:34.8%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지 전체 면적(981,760m2)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거주민 안전에 대한 방범 강화
등이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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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 기존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하고 적정규모의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을 도입

어린이공원 : 안전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토록 보행자 도로 또는 공원/녹지와

연계하여 배치

체육공원 : 지구의 중심부에 체육공원을 배치하고 다양한 운동시설과 휴게시

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녹지 : 국도1호선과 수원~천안간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구간은 충분한 녹지공

간을 확보하고 필요시 지구 주변으로 5m이상의 완축녹지 벨트 형성

광장 : 역사와 인접한 상업지역에 광장을 계획하고 상업시설 및 철도역사의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역사공원 : 지역이 갖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무덤 지석묘를 활용하여 개성이

풍부한 도시 건설

수변공원 : 수변생태원과 각종 운동시설 등을 구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1지구 계획 (공원/녹지)

3. 내부 환경분석

지구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및 수변공원 등의 계획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공원/녹지 광장계획도 교통시설 계획

SOURCE : 오산신도시 홈페이지

세마역, 오산대역 주위에 유동인구와 차량의 혼잡이 예상
되므로 교통과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가 예상됨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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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2지구 계획 (인구 및 주택)

3. 내부 환경분석

수용인구는 13,401세대(37,521인)으로 계획되어 있고 2지구 중앙에 가감이산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녹지축을 구성하고 지구의 북쪽
과 남쪽에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인구배분 및 수용

구분
면적
(m2)

수용인구
(인)

수용호수
(호)

비고

계 919,257 37,521
12,921

(13,401세대)

단독주택 253,260 3,651
824

(1,304세대)

공동주택 640,738 33,005 11,788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25,259 865 309

단독주택은 면적 253,260m2, 수용인구는 3,651인(1,304
세대)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택의 수용인구가 전체의 약
9.7%를 차지함

단독주택 대부분이 가감이산 주위에 블럭형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독주택 거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북쪽과 남쪽에 대단지 주거지가 계획되어 있고 주거지 내
에 초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주택건설 계획도

SOURCE : 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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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2지구 개발 계획 (토지이용 및 녹지)

3. 내부 환경분석

2지구는 중앙에 가감이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학교 및 공공시설의 토지이용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녹지 계획토지이용 계획

구분 개소 면적

계 117개소 217,230 m2

완충녹지 101개소 183,039 m2

경관녹지 16개소 34,191 m2

SOURCE : 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서

2지구는 북쪽에 주거지역과 중앙에 가감이산의 녹지지역
동쪽에 공공시설 그리고 남쪽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 계
획이 되어 있음

2지구는 녹지가 지구 전체(2,801천m2)의 약 7.76%를 차
지하고 있고 주로 가감이산을 중심으로 녹지축이 구성되
어 있음

특히 가감이산을 중심으로하는 녹지축을 계획하고 있어
녹지에 대한 보존과 이용객의 증가를 대비한 편의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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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2지구 개발 계획 (도로)

3. 내부 환경분석

2지구내 도로의 노선수는 134개에 해당하며 2지구 전체 면적의 약 0.0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 주통행 도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 관리가 필요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도로계획

SOURCE : 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서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m2) 비고

총계 134 28,658 588,610

가각 및
가감속차
로 면적

포함

소계 93 27,748 581,603

일반도로

광로 1 243 13,331

대로 7 8,072 248,060

중로 45 12,754 253,111

소로 40 6,679 67,101

소계 41 910 7,007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41 910 7,007

도로는 지구 전체 면적(2,801천m2)의 약 0.02%에 해당함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주통행 도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입구에 실시간 교통 정보, 우회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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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3지구 개발 계획 (개발지표)

3. 내부 환경분석

3지구는 계획인구를 64,274인(22,955호)로 개발지표를 설정하고 단독주택의 비율을 20%~30%로 설정하였으며 도로의 경우 전체 면
적의 14%내외(보행자전용도로 포함)로 설정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개발 지표

SOURCE : 3지구개발계획설명서

구분 개발지표 비고

인구/가구

계획인구 64,274인 - 123.7인/ha (총밀도)

계획가구 22,955호
- 2.8인/호(2020 오산도시기

본계획)

토지이용

주택건설용지 41%내외
- 아파트 : 연립/다세대: 단독

= 60~75 : 5~10 : 20~30

상업․업무용지 2.1%내외
- 주거용지․전체면적대비 비

율

근린생활시설용지 17,000㎡내외 - 6㎡/세대 이하

도시지원시설용지 3.3%내외 - 가장산업단지 고려

교통시설

도로 14%내외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32,300㎡이상
- 최소면적 45㎡이상, 전체면

적의 0.6%이상

공원/녹지
시설

공원․녹지 25%이상

-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적용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경관녹지 등

어린이공원
15,000㎡이상

2개소이상
- 1,500㎡/개소 이상

구분 개발지표 비고

완충녹지 6~20m

- 보조간선도로변 단독주택접도변 : 
5m

- 보조간선도로변(단지내) : 10m 
- 서부우회도로, 대로2-3호선변 : 15m

교육시설

유치원 2개소 - 600~1,000㎡/개교 내외

초등학교 5개소 - 11,500㎡/개소

중학교 3개소 - 12,500㎡/개소

고등학교 2개소 - 14,500㎡/개소

기타공공
시설

종교시설 2개소

공공청사 5개소 - 동사무소, 종합청사(우체분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교육청, 세무서

문화시설 2개소 - 시민, 문화, 여성, 복지회관 등 복합화

저류시설 1개소 - 기존 2지구와 인접하여 설치 공원화
하여 커뮤니티의 장으로 계획

기타공공시설 각1개소 - 기타공공시설은 협의․반영

계획인구가 1,2지구에 비해 높으므로 교통과 안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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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3지구 개발 계획 (인구 및 주택)

3. 내부 환경분석

3지구는 계획 수용인구가 64,274인(22,955호)로 1,2 지구보다 20%이상의 인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의 면적도 1,2지구의 2배이
상을 계획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3지구개발계획설명서

주택건설 계획도 수용인구

구분
면적
(m2)

수용인구
(인)

수용호수
(호)

계 2,162,154 64,274 22,955

단독주택 527,738 2,873 1,026

공동주택 1,590,778 60,444 21,587

주상복합용지 25,434 957 342

근린생활시설용지 18,204 - -

주거지역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면적이 3지구 전체면적
(5,197천㎡)의 약 40.8%에 해당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
함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지역(단독주택,공동주택) 전체의 약
24.9%로 오산신도시중 가장 높은 단독주택 비율을 가지
므로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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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3지구 개발 계획 (토지이용)

3. 내부 환경분석

3지구는 환경친화적인 신주거지, 주거-상업-산업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루어진 복합도시 조성, 상충된 기능의 분리, 보완적 기능의 집
적으로 용도간의 결합성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3지구개발계획설명서

기본방향
- 자연순응형 특화단지 계획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신주거지 계획
-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루어진 복합도시 조성
- 상충된 기능의 분리, 보완적 기능의 집적으로 용도간의 결합성 유지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지는 지구내 북측 및 남측지역에 배치하여 2지구와의 계획적 연속
성 유지

교통․동선 체계
- 서부우회도로, 국지도82호선, 대로2-3호선을 지구내 진출입 도로로 활용
- 내부가로망 체계는 인접 2지구 계획내용을 수용하여 도로폭원의 연속성 유
지

공원․녹지 체계
- 생활권별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조성
- 서부우회도로에서의 영향(소음 등)을 최소화하기위해 폭원 15m의 완충녹지
를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인 방음둑(높이1.5m)설치 등을 계획

토지이용 계획도 계획 내용

2지구와 연계되는 교통, 동선 체계를 고려하여 시내로의
진입이 원할하도록 교통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가장천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의 개발로 인한 환경 감
시 및 보존이 필요하고 시민 편의 서비스가 예상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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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뉴타운 개발 계획

3. 내부 환경분석

뉴타운은 오산신도시와 차별화하고 녹색교통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래형 주거지, 공원 및 녹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음. 특히 환
경분야에 대한 계획이 다수임

오산역 주변 구시가지의 도시문제 발생
도시공간 노후화 및 상권 약화
오산시로의 인구유출로 도임공동화 우려

기반시설 확충 둥 주거환경 개선
오산 역세권 활성화 및 중심기능 회복
주변환경의 변화 대처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뉴타운은 오산신도
시와 차별화된 중심
지, 녹색교통 체계, 
미래형 주거지, 공원
및 녹지 조성의 방향
을 설정하고 있음

뉴타운은 상업환경, 
주거환경 등 환경에
대한 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
통환경, 생활환경,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에 효과적인 서비
스의 도출이 예상됨

시사점

과제 계획 내용

주변지역

주변 지역의 문화 요소를 지구내로

연계하고 접근성 확보

오산천을 남북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경부선

전철과 지역 대중교통을 활용한 효율적

교통 시스템 계획

환승역세권 정비 유도

상업환경

환승역세권과 재래시장을 각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오산시 아이덴티티 확립

테마형 광장 및 거리, 주차장, 

문화복합타운 등 경쟁력 있는 상업환경

조성

과제 계획 내용

주거환경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거유형 공급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주거 공급

주거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교육여건

교육시설과 연계된 공공복지타운 조성

역세권 부근 유흥시설에 대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설정

중교1개소, 고교1개교 신설 검토

상업환경

하천정비 및 복원시 각 지역 성격에 맞는

계획 요망

찬수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 경관의 새로운

매력 창출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계획의 배경 계획의 목적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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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뉴타운 개발 계획 (계획 과제)

3. 내부 환경분석

뉴타운은 오산역 중심의 미래형 주거지를 조성하고 오산천과 주변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지역을 특성화할 계획으로 계획과제에 따른
계획방향을 수립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오산역 중심의 차별
화된 신시가지 조성
이 목표임

교통에서 대중교통
정보와 자전거 고속
도로에 필요한 서비
스가 예상됨

오산천을 중심으로
친환경과 공원녹지
를 위한 수질 측정, 
u-공원 등의 서비스
가 예상됨

시사점

계획 과제

신시가지와
차별화된

중심시 조성

오산 구심 정비 육성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생활권 중심센터 육성

신시가지와 차별된 주거지 형성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개성있는 주
거타운 조성

간선도로 확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고속도로

커뮤니티 생활가로 조성

오산천 및 하천 복원

공원녹지체계 연계

환승 역세권 기능강화 및 구심 이미지 탈피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

오산중앙 재래시장의 현대적 상업시설과 기능적, 환
경적으로 조화 구성

주거 생활에 필요한 근린 생활시설 확충 및 연도형
상가, 커뮤니티 복합 상가 등 계획

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과는 차별화된 일반 상업지
역에서의 주거가능 공간 마련

기존 주거지의 정비 및 오산대학타운 등 지역 특성를
활용

주간선도로를 확충하여 주변 신시가지와 연계 및 기
존 남북간, 동서간 가로망 확충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중 교통 계획

차량보다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오산지구 내 보도가 협소 개선 및 오산천변과 연계
녹지축을 구성

오산시 특성을 살린 친수 환경 조성 및 하천 복원을
통한 경관 연출 및 친환경 이미지 창출

오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합치되는 공원 녹지 조
성 및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형
주거지 조성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조성

지역성이 있는
매력적인 공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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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가장산업단지 개발 계획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U-City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며 오산신도시나 뉴
타운 지구와의 연계성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
지 및 경기남부지역의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
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오산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
제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유도하고 경기남
부지역의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을
고려해야 함

사후관리(분양용지, 
환경, 안전)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 도
모를 계획하고 있어
지원 U-City 지원 서
비스가 필요함

시사점

분양
용지
관리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 산업단지 관리지침, 오산가장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관리권자 ․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
는 경우 최소 1,650㎡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 용수 ․ 상하수도 ․ 전기 ․
가스 ․ 고속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함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전
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여야 함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산업시설용지는 제외가능)

환경
관리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산업단지의 오․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배출토록 하고 배출수질은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안전
관리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
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산집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

SOURCE : 오산 가장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기본 방향 입주대상 업종

사후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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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가장산업단지 개발 계획 (교통)

3. 내부 환경분석

가장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차량은 서부우회도로, 지방도 310호선, 대로 2-11호선을 주통행 도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단지의
주출입구는 남북으로 각 1개소가 건설될 계획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오산 가장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장산업단지 주변도로현황 가장산업단지내 도로 계획

< 단지내 도로 계획 >

주요 통행로 역할을 수행할 대로는 산업단지 북측의 대로 2-11호선

와 남측의 지방도 310호선, 동편의 가장산업1단지를 연결할 계획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합계 17 5,229 3 453 8 3,113 6 1,663

대로 2 1,436 - - - - 2 1,436

중로 9 3,249 1 136 8 3,113 - -

소로 6 544 2 317 - - 4 227

대로 2-11호선, 지방도 310호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서부우

회도로, 서수원-오산간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음

산업단지 진입로 부근과 오산신도시 택지 개발지 구축 교
차로 부근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가장산업단지 출입 차량에 대해 오산 진입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가장산업단지 주변 교통량 분산이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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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분석 > 가장산업단지 개발 계획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 기본계획에 따라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전자 전기 및 정보분야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업체들의 적극
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오산 가장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유치 예정 업종 현황

<유치 예정 업종 현황>

정밀기계, 신공정분야는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 기타 기

계 장비 제조업종을 유치할 예정

전자 전기 및 정보분야는 의료, 정밀, 전자 부품 ,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의 업종을 유치할 예정

구 분 업 종

식음료,인쇄화합

물, 기타분야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기타 제품 제조업(33)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자 전기 및

정보분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코드번호임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393,734 100.0

식음료, 인쇄 화합물, 기타분야 67,933 17.3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184,769 46.9

전자 전기 및 정보분야 등 141,032 35.8

< 분야별 유치업종 비율 >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의 유치업종 비율이 46.9%로 가장 높고 전

자 정기 및 정보분야 등이 35.8%를 이루고 있음

전체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위주로 업체가 분포되어 있음

분야별 유치업종 비율

첨단산업 중심으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업체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서비스가 요구됨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재산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범기능과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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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화 역량 분석 방향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정보화전략계획, 정보시스템 현황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문제점 및 조직 구성 현황을 분석하여 U-City 비전 및 전략을 수
립에 활용하고 U-City 서비스 도출의 요건을 파악함

정보화 역량 분석 포인트

정보화
전략계획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방향
오산시 정보화 전략 계획의
추진 방향 및 목표 모델오산시에서 운영

하고 있는 시스템
현황 파악

오산시에
서 운영하
고 있는 정
보시스템
운영 조직
현황 파악

오산시의 정보화 전략 계획의 추진 방향과 목표 모델
에 대한 내용 검토

정보화 전략 계획 내용중 U-City 서비스와 연관이 있
는 목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 검토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목록 및 현황
을 분석하고 관련 운영 조직의 운영 현황 및 조직 구성
에 대해 분석

정보화 조직의 업무 및 현안에 대해 U-City 통합운영
센터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보안 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여 U-City 서비스에 활용 여부를 파악

“ 오산시의 정보화 관련 계획 및 현황을
분석하여 목표 모델과 운영조직 등의

U-City 적용 요소를 도출 ”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정보보안
현황

시스템
운영(조직) 

현황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오산시의 정보통신 인프라 도입
현황을 파악

오산시의
정보보안
활동 및 도
입 장비 현
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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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화 역량 분석 핵심 현황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정보화 역량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종합할 수 있음

정보화 전략계획의 목표 서비스 중 U-City 
서비스와 관련 과제 고려

전산실, 시스템 및 통신인프라를 도시통합
운영센터에 통합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광대역 통신망과 무선
통신망의 도입

각 서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체
계 개선

기계실 공간 확보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범 상황실 등의 통합
지휘체계 확립

시사점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핵심 현황

PC, 서버, 통신장비에 대해 오산시 전부서(동사무서 포함)에서 보
안 점검을 년2회(상반기,하반기) 실시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 및 관리 실태 점검
정보통신 보안 인식도 및 개인정보보호 상태 점검

정보보안

U-City와 관련된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CCTV, 환경감시 및 재난관
리 서비스 및 인프라 운영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광대역의 통신망 도입 및 무선 통신망 도입

전산실의 장소가 협소하고 운영 조직이 적어 업무 수행 어려움
각 서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체계 미흡
기계실의 공간 확보 및 개선이 필요하고 통합적인 지휘체계 미흡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및 부서별 정보시스템을 관리만 해주고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담당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조직)

u-플랜카드 관리, 교통정보 서비스,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및 u-헬
스 서비스 등의 U-City와 관련되 정보화 과제를 정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u-인프라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

부서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
GIS 시스템 등의 U-City 구축시 고도화 병행 추진 계획

정보화
전략 계획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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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화 전략 계획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 정보화전략계획은 행정, 문화생활, 산업, 도시, 환경, 복지별로 서비스를 도출하고 정의하고 있으며 u-IT 서비스 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사업의 서비스 도출시 검토가 필요함

u-IT 서비스 들을 분
야별로 도출하여 목
표로 선정하고 있음

본 사업에서 u-IT 서
비스 도출시 중복되
는 서비스의 경우 참
조가 필요함

정보화의 비전과 전
략을 U-City 비전과
전략들과 연계가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사점
분야 계획 내용

행정
정보화

민원통합관리, 시책관리, 지식관리서비스, 
모바일행정서비스, 평가관리서비스, 
시민관계관리서비스

문화생활
정보화

u-교육서비스, u-문화생활포털서비스,   
u-Home서비스, u-문화레저서비스,
u-카드서비스

산업
정보화

기업정보포털, 기업지원센터, u-컨벤션서비스, 
u-메디컬존, 공동물류센터

도시
정보화

도시관리서비스, 용지보상관리, 
RFID 가로수관리,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공간정보서비스, u-플랜카드관리 서비스, 
재해방지서비스, 교통정보 서비스, 
모바일교통행정서비스, 공간DW서비스

환경
정보화

환경모니터링서비스, 환경생활정보서비스, 
u-Blue서비스, 폐기물통합관리서비스, 
환경시설통합관리서비스, 상하수관리서비스, 
클린로드서비스

복지
정보화

u-헬스서비스, 복지포털서비스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정보화 목표 서비스

SOURCE : 오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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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시스템 현황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는 부서별로 정보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U-City 서비스를 도입할 때 고도화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들이 존재하
며 U-City 서비스 정의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구분 시스템명 처리업무 관련부서

내부망

전자결재 전자결재 처리
정보통신과

인터넷 민원처리 인터넷 민원처리
행정종합 분배서버 시군구행정종합 분배서버

행정종합정보화
시군구행정종합 1,2단계
주민등록등 18개업무

행정정보 디스어레이 행정종합, GIS DB저장
지리정보 지상 및 지하시설물 관리

지리정보-LMIS 지리정보-토지관리정보관리
서버관리 서버성능관리(SMS)

백신PC서버 PC백신관리
재정관리 재정관리,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관리

통합백업라이브러리 통합백업장치
통합백업시스템 통합백업관리

GPS서버 GPS 측량
지리정보블레이드서버 지리정보 웹서비스

네트워크 자원관리시스템 네트워크(IP) 자원관리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인사,재정,세정,건축, 시군구고도화

e-ring 서비스 전화 발신음 서비스
방화벽서버 전산실 방화벽 관리

전자결재 디스크어레이 전자결재 DB저장
민원팩스시스템 웹 팩스민원 처리

종합민원 SMS 발송시스템1 내부망 SMS 발송처리
재택전자결재서버 재택전자결재를 위한 보안관리
IPT 관리시스템 IP 전화 운영․관리

3차원 활용시스템(GIS) 지리정보3차원 활용
USB 보안관리시스템 USB 보안관리
오산시 자료관구축 자료관리

자치행정과
초과근무서버 초과근무관리

지 방 세 지방세 관리 세 무 과
새 주 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 시 민 과

토지종합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관리 시 민 과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필지관련 토지정보관리 시 민 과

소방재난대응GIS서버 소방재난대응 업무관리 재난관리과
보건정보 보건정보 보 건 소
도서관리 도서관리 도 서 관

오산시는 부서별로 정보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들중 U-City 서비스 도입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들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구분 시스템명 처리업무 관련부서

외부
망

DNS 서버 인터넷 도메인관리

정보통신과

민원처리인터넷공개 민원처리과정공개
오산시홈페이지 홈페이지 및 DB관리

웹 메 일 웹메일 서버
웹메일 스토리지 웹메일 DB저장

새주소 및 지도서비스 새주소 및 관내지도 서비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차단(방화벽)관리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스팸메일 차단
다량메일 서버 다량메일 및 SMS 관리
동호회 서버 웹메일 동호회관리

외부망백업서버 외부망 백업관리
외부 라이브러리 외부망 백업장치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관리
종합민원 SMS 발송시스템2 외부망 SMS 발송처리

웹방화벽 웹방화벽 관리
생활지리정보시스템(GIS) 생활 지리정보 활용

인터넷방송국시스템 인터넷방송 관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무 홈페이지 세무 홈페이지 관리 세 무 과

쓰레기봉투 관리시스템 쓰레기 봉투 전산관리 청 소 과
가로등 관리시스템 가로등 관리 건 설 과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관리 도 서 관
의회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관리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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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불법주정차 단속)

3. 내부 환경분석

불법주정차 단속응 25개의 CCTV를 이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는 운암지구대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주간에만 1명의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불법주정차의 25개소의 운영은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을 통해 DATA수집 및 처리

인프라 특징 및 현황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구성도

주요 이슈사항

불법주정차 CCTV는 기존 구도심 및 향후
신도심이 구성될 경우 확산 불법주정차
구역대상지구 검토 후 확산 필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가통통신망 확보가 필요

시사점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들이 단속용 CCTV를 위
해 자가통신망을 검토하여 확대구축 중에 있으
며, 오산시 또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광대
역의 통신망 도입이 필요

메인제어기
스위칭
허브

ONU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25개소)

검지용카메라 비디오서버

단속용카메라

스피커

계도전광판

다기능
전원장치

앰프

통신사업자

전용회선

차적정보
요청

국토해양부센 터

운영단말
(단속*7)

외부연계
서버

(차적조회처리)

광전송장비

운영단말
(관제)

통신서버자료처리
서버

차적조회서버

영상저장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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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하천감시 및 방범 CCTV)

3. 내부 환경분석

하천감시 및 방범용 CCTV는 현장에서 재난상황실과 화성동부경찰서 운암지구대로 통신사업자 전용회선을 통해 연결되어 운영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방범용 CCTV는 전용회선을 통해 화성동부경
찰서 운암지구대로 연결
오산천의 수위를 감시하는 CCTV 전용회선을
통해 재난 상황실로 연결하며 영상은 2일간 저
장가능함

인프라 특징 및 현황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구성도

CAMERA

CODEC

재난상황실재난상황실 화성동부경찰서화성동부경찰서 운암지구대운암지구대

오산시오산시 오산천오산천 수위감시수위감시 카메라카메라

CAMERA
RS-232C

영상신호(NTSC)

방범용방범용 카메라카메라

CODEC

통신사업자

전용회선

통신사업자

전용회선

DSU

Router

영상

저장장치

DSU

Router

영상

저장장치

주요 이슈사항

방범용 CCTV는 오산시민의 확대요구가 크지만
회선비와 운영의 부담으로 서비스 확대가
지연됨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가통신망 확보가 필요

대역폭의 한계로 인해 영상 품질이 매우
낮음으로 광대역 통신망으로의 수용 필요

시사점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를 위
해 자가통신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산시 또
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광대역의 통신망
도입이 필요

상황판(2)

영상신호(NTSC)

RS-2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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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대기오염 감시)

3. 내부 환경분석

대기오염측정을 위한 통신망은 현장에서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대기오염 측정센서는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용
수질 및 대기환경의 원격측정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운용비의 부담 및 인프라의 제약으로
확대가 어려움

인프라 특징 및 현황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구성도

주요 이슈사항

향후 계속적인 원격측정 감시시스템(TMS)의
확대를 계획 중이나 통신인프라 확보와 그에
따른 운영비가 가장 큰 걸림돌 임

시사점

서비스 설치 시 즉시적인 수용이 가능한 무선
망 구축이 요구됨

대기오염측정 현장설비

대기측정
센서

FEP
(통신장치)

오산시오산시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책과환경정책과/ / 맑은물정책과맑은물정책과

모니터링 PC

Router

대기질
관리서버
(TMS)

대기질
관리 DB

Data 
Logger

DSU

수질측정 현장

측정소 외관 측정소 외관

2.4Kbps
(9.6Kbps)

DSU

인력에 의한 측정

통신사업자
전용회선

오산시
행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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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조직)

3. 내부 환경분석

정보화 조직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적임. 향후 U-
City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인력과의 통합이 필요함

대부분의 정보시스
템을 정보통신과에
서 운영을 하고 있지
만 일부 시스템은 해
당 부서에서 관할하
고 유지보수를 담당
하고 있음

향후 U-City 통합운
영센터의 운영조직
과의 역할 정립 및
논리적, 물리적 통합
이 필요함

시사점
부서 역할 및 책임

정보기획팀

- 시민정보화교육/통계업무의 종합계획 추진 및 PC 
관리 등

- 지역정보화/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사이버축제 등
- 과서무, 예산, 회계 업무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웹메일시스템관리,
통합백업관리 등

지리정보팀

- 도로 및 지하매설물 DB구축 및 유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 H/W 및 S/W 도입관리,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교육
추진 등

- 지하매설물 조사, 탐사 및 원시자료 정비 입력
-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통신팀

- 행정전산망 신.증설 계획 수립 추진 등
-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통신장비 신설/계획 수립 등
- 업무용 전화보급,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검토, 네트워크망 유지관리, 통신장비
유지관리, 동사업소 및 네트워크망 관리 등

- 통신교환 중계업무, FAX 문서접수 발송 담당 등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정보통신과(1)정보통신과(1)

정보기획팀(5)정보기획팀(5) 지리정보팀(3)지리정보팀(3) 통신(4)통신(4)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인원 13 1 3 4 5 1 2

구분 기준

현원

계

직렬 소속

전산 통신 기타
조직
내

조직
외

시

인구 20만 이상 ~ 

50만 미만
30.5 14.3 7.3 8.9 20.4 10.1

인구 10만 이상 ~ 

20만 미만
19.3 9.9 4.0 5.5 13.9 5.4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인력 현황

(단위:명)

[자료출처 : 자치단체 정보화조직·인력진단 완료보고서]

정보화 조직 소관 업무

SOURCE : 오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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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상황실)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에서 기 운영중인 상황실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업무별 독립적인 형태 운영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가 미진하고, 상황실의 물리적 환경, 운영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구분 방범상황실 재난상황실 주 정차 단속상황실

운영형태 09:00~18:00 근무시간 내 09:00~18:00 근무시간 내 07:00~22:00

인력

경찰 1명

(근무시간 외 지구대에서

수시 관리)

재난상황근무자 1명

(근무시긴 외 당직인력)

10명

(시직원1명, 기간제근로자

9명)

주요기능

방범용CCTV 설치 지역

모니터링

지역 방범상황관리 총괄

수위모니터링

재난상황관리 총괄

불법 주 정차 단속 및

고지서 발급

주요정보 CCTV영상정보

하천수위 정보, CCTV 

영상정보

중앙기관(방재청)연계 재난

상황 및 관리정보

CCTV영상정보

상황표시 방범감시 은계/탑동대교 수위 감시 불법주 정차 감시

상황판현황 대형모니터 : 2대
대형모니터 : 1대

소형모니터 : 3대
대형모니터 : 1대

서버운영현황

서버

- CCTV 영상저장(1개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1대

서버

- CCTV 영상저장(없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1대

서버

- CCTV 영상저장(1개월)

고지서 발급 프린터

각 서버 운영/유지보수 등 관리
체계 미흡

중요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백
업 여건 대부분 미흡

기계실 공간 확보 및 개선 필요

종합적인 지원정보 구축 및 전
문성 강화의 한계

통합적인 지휘체계 확립 필요

시 사 점

상황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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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보화 역량 분석 > 정보보안 현황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는 정보보안을 위한 기본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안 관련 시스템 들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구분 세부추진계획
주관
부서

보안
지도점검

점검시기 : 년2회 (상반기,하반기)
점검대상 : 오산시 전부서 (동사무소 포함)
점검분야 : PC, 서버, 통신장비
중점 점검사항
- 보안진단의 날 운영 및 자체보안교육 실시 여부
- 비밀문서 보관관리 및 정리 상태
-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 및 관리 실태
-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자 교체시 인수인계
실태

- 수시 보안 및 정기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상태
- 정보통신보안 중요성 인식도 및 개인정보보호
상태

- 도청방지를 위한 통신단자함 시건장치 설치 여부
- 기타 직원 복무 전반 등
서버 : 담당자가 매일 아침 점검

정보
통신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매월 3째주 수요일 보안진단 실시 ( 2008.11월 ~ )
전산장비 일체 보안점검 시행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개인PC 패스워드의 영·숫자 혼용 6자리 이상 월
1회 이상 변경

일반(문서) 
보안

점검실시 : 사이버보안진단의날과 통합하여 실시
( 2008. 11월 ~)

자치
행정과

보안 교육
교육주기 : 년 2회
교육대상 : 각부서 보안담당자
교육내용 : 보안전반, 개인정보보호, 이슈사항

정보
통신과

정보보안 활동을 체
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U-City 
구축 운영시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보안
활동 및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사점서버명 수량 CPU
도입

년도

보안장비

(VPN)
2 - 2006

스팸차단

서버
1 3GHz 2005

바이러스

통합관리
1 2GHz 2003

방화벽 1 3GHz 2006

보안서버 1 3GHz 2006

정보보안 기본 활동 보안관련시스템 현황

SOURCE : 오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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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법제도 현황 분석 방향

3. 내부 환경분석

U-City와 관련된 법제도의 조사하고 식별하여 문제점과 현안을 도출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정보화 역량 분석 포인트

법제도
식별

분석 방향

오산시 U-City와 관련된 법제
도 조사

서비스별 주요 법제도 식별

오산시의 U-City를 추진함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점을
파악

U-City 서비스 제공에 법제도적 현안 및 문제점 파악

U-City 관련 법제도의 조항 내용 확인 및 개선 방향 확
인 및 종합

“ 오산시의 U-City 추진에 따른 관련
법제도의 식별 및 현안을 도출 ”

법제도
현안

U-City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

U-City 관련 법제도의 진행상
황 및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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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법제도 식별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입법 추진 기관 및 이슈 영역을 고려한 유관 법/제도를 사업 지원 및 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 U-City 건설, 기업도시 건설의 관점에서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대상 분야 분석 절차

총괄

영역

서비스

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서비스

영역

U-City 구축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해소

분석 대상 법제도

대상 분야별 법제도 식별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

현안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오산시 U-City를 추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식별

식별된 법제도별로 조항
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현안을 파악

도출된 문제점 및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의료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파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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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수립 후 승인 문제실시계획 수립 후 승인 문제

3.6 법제도 현황 분석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1/2)

U-City 사업의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조항 현안

ㅇ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

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승인권자”인 오산시장

에게 승인을 받아야함

- 오산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 계획을 승

인할 때는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므로 경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승인권자”인 오산시장

에게 승인을 받아야함

- 오산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 계획을 승

인할 때는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므로 경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

을 때에는 시장·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

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

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

을 때에는 시장·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

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

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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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에 관한 문제운영비용에 관한 문제

3.6 법제도 현황 분석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2/2)

제25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유

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

제25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유

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

조항 현안

- U-City 운영 비용 보조가 되지 않아 서비스를 정

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시민에게 실

효성 있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U-City 운영 비용 보조가 되지 않아 서비스를 정

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시민에게 실

효성 있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문제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문제

- U-City의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해당시설과 관계되

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

고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

탁할 수 있음

- U-City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필

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U-City의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해당시설과 관계되

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

고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

탁할 수 있음

- U-City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필

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한다.

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비쿼

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

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한다.

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비쿼

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

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U-City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통합 관리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U-City 운영비용의 국가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축 후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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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보유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
란의 소지가 있음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범위 문제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범위 문제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조항 현안

- 조항에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

다고 규정

- 필요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논란

의 소지가 방지해야 함

- 조항에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

다고 규정

- 필요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논란

의 소지가 방지해야 함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

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

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

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

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

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

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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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소외계층(장애인·노령자 등)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서비스의
도출과 구축시 고려해야 함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

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안 내용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안 내용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
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
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를 말한다.

조항 현안

-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여건으로 인한 정보

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의미함

-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통신서

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함

-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여건으로 인한 정보

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의미함

-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통신서

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함

제7조(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
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
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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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1/2)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CCTV가 사유지 및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운영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개인영상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

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제4조(기본원칙) ①CCTV는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CCTV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CCTV는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CCTV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항 현안

-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해석에 따라
CCTV가 사유지 및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해석에 따라
CCTV가 사유지 및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영상물의 사용 문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영상물의 사용 문제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제공의 제한)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통계작성․언론보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정
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제공의 제한)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통계작성․언론보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정
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긴급한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논란

의 소지가 있음

- 동의를 얻지 못한 영상물의 긴급사용 기준을 명

확히하여 조례에 반영이 필요함

- 긴급한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논란

의 소지가 있음

- 동의를 얻지 못한 영상물의 긴급사용 기준을 명

확히하여 조례에 반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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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위해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30일이내에 삭제 또는 파기하게 되어 있어 도시통합
운영센터로의 통합 운영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관제센터 운영 문제관제센터 운영 문제

제14조(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관제센터를 운
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등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
임자 또는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영상
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관제센터를 운
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등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
임자 또는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영상
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현안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로 관제센터를 출

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책임자 및 담당자 이외

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함

- 관제센터의 출입통제로 인하여 U-City 도시통합

운영센터에 CCTV를 이용해 수집한 개인영상정

보를 통합하여 운영이 어려움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로 관제센터를 출

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책임자 및 담당자 이외

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함

- 관제센터의 출입통제로 인하여 U-City 도시통합

운영센터에 CCTV를 이용해 수집한 개인영상정

보를 통합하여 운영이 어려움

수집한 영상정보 보관 기간 문제수집한 영상정보 보관 기간 문제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해 수집된 개인영
상정보는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
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해 수집된 개인영
상정보는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
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후 30일 이

내에 파기 또는 삭제해야함

- 예외 사항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에 자

료로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후 30일 이

내에 파기 또는 삭제해야함

- 예외 사항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에 자

료로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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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전기통신기본법 (1/2)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자가망의 구축시 타인과 매개 및 정보를 연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타인의 통신말과 매개할 경우, 공중망을 사용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서비스의 구축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타인과의 통신 매개 문제타인과의 통신 매개 문제제21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
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
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제21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
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
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조항 현안

- 자가망으로 구축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과
매개 및 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 타인의 통신망과 매개할 경우, 공중망을 사용하
여 매개해야함

-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치안유
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에 사용하는 경우는 위
법이 아님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2호의 자가전기통
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에 따르면 (1) 자
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
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2)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됨

- 자가망으로 구축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과
매개 및 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 타인의 통신망과 매개할 경우, 공중망을 사용하
여 매개해야함

-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치안유
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에 사용하는 경우는 위
법이 아님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2호의 자가전기통
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에 따르면 (1) 자
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
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2)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됨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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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전기통신기본법 (2/2)

신도시의 통신망 구축시 기간통신사간의 공동구축을 위한 법률적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간통신사간의 공동구축에 대한 협의가 어려
울 경우 대응 법률로 사용이 가능함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 문제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 문제

제18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다른 기간통
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
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
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
요청을 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다른 기간통
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
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
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
요청을 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조항

현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 공동구축의 경우 기간통신사간의 협의가 안되었
으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함

- 오산시 지구별 구축과 타 시도와의 연계를 위한
공동구축에 필요한 조항으로써 대응이 가능하며
신도시 및 계획도시의 경우 의무화가 가능할 것
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 공동구축의 경우 기간통신사간의 협의가 안되었
으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함

- 오산시 지구별 구축과 타 시도와의 연계를 위한
공동구축에 필요한 조항으로써 대응이 가능하며
신도시 및 계획도시의 경우 의무화가 가능할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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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전파법

전파법에서 무선랜의 구축시 개설조건과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축할 수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CC인증을 받은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정원에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시 고려해야 함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

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무선랜 도입 문제무선랜 도입 문제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제48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
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19조제6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제48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
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19조제6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현안

-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조건과 기술조건의 만족하

에 무선시설(무선국)을 설치가 가능함

- 무선랜을 도입할 때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에 의하여 CC인증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통해 적

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도입 시점에 보

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함

- 무선랜을 사용할 경우 소통구간의 암호화나 인증, 

IP필터링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조건과 기술조건의 만족하

에 무선시설(무선국)을 설치가 가능함

- 무선랜을 도입할 때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에 의하여 CC인증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통해 적

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도입 시점에 보

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함

- 무선랜을 사용할 경우 소통구간의 암호화나 인증, 

IP필터링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
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
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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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보호 추진조직과 체계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
실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

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모호성정보보안 추진체계의 모호성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조항 현안

- 관리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자인 "정보보호책임자"

를 지정하게 되었음

- 물리적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조항이 있지만

추진 조직에 대한 조항이 미흡함

-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관리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자인 "정보보호책임자"

를 지정하게 되었음

- 물리적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조항이 있지만

추진 조직에 대한 조항이 미흡함

-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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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주이용 간판의 전기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의 시설물에 대한 제한으로 전자 현수
막, 미디어 보드 등의 정보통신 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

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지주이용 간판의 전기 사용 문제지주이용 간판의 전기 사용 문제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정하
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
이 표시하여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
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정하
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
이 표시하여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
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현안

- 지주이용 간판의 사용시 성명·주소·상호·전화번

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게 되어 있

으나 전기 사용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전기사용이

불법임

- 전기 사용을 통해 U-City 운영을 위한 수익 모델

의 창출이 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주이용 간판의 사용시 성명·주소·상호·전화번

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게 되어 있

으나 전기 사용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전기사용이

불법임

- 전기 사용을 통해 U-City 운영을 위한 수익 모델

의 창출이 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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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의료법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어 단순 상담 등의 원격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구축에 범위가 적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음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

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목적

원격의료인의 제한 문제원격의료인의 제한 문제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
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
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
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
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
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
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
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
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항 현안

- 의료지식, 기술 지원역할을 의료법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국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단순 상담 절차조차도 의료인이 필요

하므로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소요가 예상되어 국

민을 위한 다양한 원격의료 관련 서비스의 도입

이 어려움

- 의료지식, 기술 지원역할을 의료법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국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단순 상담 절차조차도 의료인이 필요

하므로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소요가 예상되어 국

민을 위한 다양한 원격의료 관련 서비스의 도입

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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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서 지방자체단체는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서비스 및 시설물 선정시 고려가 필요함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

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

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준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준수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
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할구역의 지
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과 생활이 국가전체의 녹색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사업자와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의 저탄소 녹색성
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
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할구역의 지
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과 생활이 국가전체의 녹색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사업자와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의 저탄소 녹색성
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항 현안

- U-City 서비스 구축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지역주민의 인식과 생활이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 해야함

- 관할 지역내에 사업자,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에

게 녹색성장 관련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의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U-City 서비스 구축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지역주민의 인식과 생활이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 해야함

- 관할 지역내에 사업자,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에

게 녹색성장 관련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의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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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설비에서 주택의 부대시설로 분류되어 기존의 설치·제공 후 시공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됨

이 영은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

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목적

홈네트워크 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홈네트워크 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
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
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항 현안

- 홈네트워크의 설비는 [건축법]상 건축설비로 분

류되어 설치·보급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설치 기

준에 대한 정의와 범위, 관련 범령이 갖춰지지 않

은 상황에서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제공하여

시공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옴

- 이에 국토해양부는 08년 11월 홈네트워크 설비

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

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 홈네트워크의 설비는 [건축법]상 건축설비로 분

류되어 설치·보급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설치 기

준에 대한 정의와 범위, 관련 범령이 갖춰지지 않

은 상황에서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제공하여

시공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옴

- 이에 국토해양부는 08년 11월 홈네트워크 설비

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

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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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제도 현황 분석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공익 업무의 성격상 예산 지원 등의 어려움이 발생함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

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

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 및 운영 문제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 및 운영 문제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조항 현안

- 지방자치법에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과 운영

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센터의 구축에 대한 법적 근

거가 없음

- 센터의 기능은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으나, 공

익업무의 성격상 향후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자

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

- 지방자치법에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과 운영

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센터의 구축에 대한 법적 근

거가 없음

- 센터의 기능은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으나, 공

익업무의 성격상 향후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자

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100



3.7 내부 환경분석 결과

3.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는 국도1호선, 성호대로 중심의 교통 체계와 오산천, 가감이산 및 독산성 등의 환경 보존 그리고 역세권 주변의 유동 인구 증가
에 따른 각종 u-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분석 분야 시사점 종합 주요 추진 방향

서비스

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국도1호선, 성호대로 등을 중심으로 첨단 교
통 체계 및 서비스
오산천, 가감이산 중심의 녹지 환경 감시 및
보존 서비스
주거지역과 학교주변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역세권 주변의 유동인구 증가를 대비한 특화
된 시민 편의 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현안을 고려한 서비스 도출

오산시 전체를 고려한 통신망 구성
광대역 통신망 및 무선 통신망 도입
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단계별 통신망 구축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선정, 운영 및 조직
구성
전산실과 방범상황실의 통합 지휘체계 및 개
인정보보호 준수

비전/전략

자급자족 도시로서 교통, 환경, 복지를 중점
으로 미래지향적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전략계획의 목표 서비스 중 U-City 서비스와 관련 과제 고려
전산실, 시스템 및 통신인프라를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통합 할 수 있
는 방안 모색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광대역 통신망과 무선 통신망의 도입
각 서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체계 개선
기계실 공간 확보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범 상황실 등의 통합 지휘체계 확립

오산시를 관통하는 국도1호선의 교통량 통제 방안 모색
오산IC 진출입과 성호대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서비스 마련
역세권(세마역-오산대역-오산역) 주변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
교통과의 연계
역세권 주변의 활성화에 따른 체감형 서비스 마련
가감이산, 오산천, 가장천 등의 주변 녹지 조성에 따른 서비스 도출
가장산업단지 오·폐수 관리 및 야간 방범 체계 지원
지구별 개발 계획에 따른 단계별 U-City 구축 방안 수립

도시의 자립과 정주 도시로서 발전과 융합할 수 있는 U-City 전략 수
립
첨단 교통 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가감이산과 오산천 중심의 녹지 환경에 적합한 시민 서비스 모색
인구에 비례한 시민 서비스 규모 및 구축 전략 수립
오산천을 중심으로한 환경수도로서의 차별화된 U-City 서비스 도출
젊은도시에 맞는 체감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정보화역량

상위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기 2020 계획

오산 기본개발계획

오산신도시

뉴타운

가장산업단지

민선4기 시정

정보화전략

정보시스템 통신인프라

운영(조직) 정보보안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범위, CCTV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
자가망으로 구축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과 매개 및 정보를 연
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법제도 현황

U-City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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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제1장. 지역적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

4.1  이해관계자 분석 개요

4.2  이해관계자 분석 체계

4.3  인터뷰 결과 분석

4.4  서비스 수요 분석

4.5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1. 환경분석 개요

2.  외부 환경분석

3.  내부 환경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국내/외 사례 분석

6.  환경분석 종합



4.1 이해관계자 분석 개요

4.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은 오산시 U-City 구축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인터뷰 및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오산시 U-City 구축의 비전과 구
축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시사점 종합

이해관계자 식별 및 도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체계

이해관계자 정의

인터뷰 대상 및 내용 정의

인터뷰 일정 및 인터뷰 수행 결과 종합

인터뷰 실행

이해관계자별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인터뷰 결과에 따른 시사점 종합

인터뷰 결과 분석

오산시의 U-City 구축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U-City 구축 방향 및 전략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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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해관계자 분석 체계

4.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들 중 오산시 U-City 환경분석을 위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해 인터뷰를 수행하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이해
관계자 분석 시사점을 도출함

도시민

무료 or 저가의 서비스
이용요구

신도시 Royalty

정부기관

표준화, 규격화, 
시행법률
주무부처

시공사(IT서비스기업)

장기사업에 따른 채산성
IT와 건설의 괴리

지자체

구도시와의 형평성
종합정보센터 운영조직 및
운영비용 조달방안

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 인계방안(조건, 시기
등)
효율적인 서비스모델

협력사

수익성확보(과다경쟁)
장기사업에 따른
환경변화(무상유지보수, 
원자재가격 등)

기타(현장감독, 감리, 
현장대리인 등)

건설과 IT간의 괴리
공동작업 일정 관리

분석할 이해관계자 식별

이해관계자 분석 범위 확인

인터뷰 계획 수립

인터뷰 대상자 식별

인터뷰 수행

인터뷰 결과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시사점 도출

서비스
수요
분석

이해관계자 전체 영역 이해관계자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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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해관계자 분석 체계 > 이해관계자 식별

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시행자 운영자 사용자

분야

대상

방식

내용

비전 전략 방향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센
터 인식도 서비스 기대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행정안전부

오산시청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도시계획과, 신도시정
책과, 회계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주
민복지과, 가족여성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재난관리과, 문화공보과, 
청소과, 자치행정과, 상하수과 )

보건소 및 화성경찰서 운암지구대

자문협의회

시민대표

직접면담 직접면담 직접면담 / 설문

U-City 비전 및 전략

U-City 추진 방향

U-City 핵심성공요소

지구별 특징 및 랜드마크화 현
안

오산 U-City 관련 비전 및 방향

분야별 업무 현황 및 및 U-City 
관련 개발 현안

분야별 서비스 도출
및 적용 방안

오산시민들의 U-City 
인식도 및 거주 의사

서비스의 기대감 및
기대효과

지구별 오산시 개발 현황 및 계
획

도시 개발에 대한 필요한 u-서
비스 식별

정보기술 (시스템, 통신망, 인
프라, 운영)에 대한 현황

이해관계자는 시행자, 운영자 및 사용자로 구분되며 해당 부서와 담당자들의 직접면담과 설문을 시행함으로써 오산시 U-City 구축 방
향과 기회 요소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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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분석

인터뷰는 오산시의 U-City 서비스 도출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U-City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
여 오산시에 최적화된 U-City를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음

인터뷰
목적

오산시의 자연환경 및 교통환경 등을 분석하고 오산시에 특화된 서비스의 도출을 통해 모범적인 U-City를 추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첫째, U-City 서비스 선정기준의 중요도 파악
- 둘째, 공공, 기업, 개인 U-City 서비스 중 유망 서비스 도출
- 셋째, 선정기준 별 공공, 기업, 개인 U-City 서비스 중 유망 서비스 도출

인터뷰
방법

인터뷰 (대면)
인터뷰
방식

사업에 대한 소개 후 자유 질의 응답식 인터뷰

인터뷰
대상

인터뷰 대상자의 자격요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U-City 관련 임원 및 사업 팀장
- 오산시청의 교통, 환경, 안전, 건설 등 분야별 실무 담당자
- 오산시청의 U-City 사업 담당자

인터뷰
내용

인터뷰 질의 내용
- 오산시 U-City에 대한 방향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 부서별 실무 담당자 들의 업무 및 U-City 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

- 오산시 U-City의 서비스 식별 및 우선순위 파악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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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분석

인터뷰는 오산시의 U-City 서비스 도출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U-City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
여 오산시에 최적화된 U-City를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음

인터뷰 결과 분석 포인트

부서별
업무파악

U-City
관련요건

도출

U-City
방향확인

분석 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및 관련 팀장 의견 파악
오산시청의 부서별 업무 파악

U-City 비전 및 전략, 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요건을 도출

오산시 U-City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오산시 U-City 사업에 대한 방향
및 사업 방향 인식

오산시청의 부서별 업무 파악 및 진행상황 파악

분야별 U-City 관련 요건을 파악하고 부서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

U-City 서비스 도출을 위한 기존 서비스 형태 파악 및
계획중인 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오산시 U-City의 추진방향 확인

“ 인터뷰를 통하여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기본 요건을 파악하고

향후 비전 및 전략을 도출 ”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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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터뷰 결과 분석 > 인터뷰 결과 분석 Framework

4. 이해관계자 분석

인터뷰 결과 분석 Framework을 이용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인터뷰 결과 분석

서비스

법제도
서비스 측면

인프라 측면

인프라
기초 인프라

통신 인프라

비전/전략

관리
통합운영센터

조직 운영

비전

전략

정보관리 인프라

센서망

교통 환경

복지 안전

행정

기타

오산시 U-City 의 비전과 전략에 관련한
인터뷰 결과를 그룹핑하여 정리

오산시 U-City에 대한 u-IT 서비스를 분
야별로 인터뷰 결과를 그룹핑하여 정리

오산시 U-City에 대한 인프라 (기초,통신,
정보관리 인프라,센서망)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그룹핑하여 정리

오산시 U-City 추진과 관련한 법제도 측
면에서의 현안에 대해 인터뷰 결과를 그
룹핑하여 정리

오산시 U-City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그룹핑하여
정리

인터뷰 결과 종합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Framework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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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오산시 임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린 IT로 부각이 가능한 아이템을 고려하여 기존도시(구도심)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함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단계에서 U-City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택지개발과 연계가 필요함

오산은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므로 교통 및 수도권 정보에 대한 특화가 필요하며, 공공서비스는 기존의 업

무, 형태 등이 U-City를 전환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실제 입주자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표준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

용자와의 직접접촉이 가능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녹색도시는 국민성의 문제로 홍보와 계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 교육을 통한 환경 중요성 인식이 필요함

U-City는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이 중요하므로 문화 컨텐츠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오산시

대상 인터뷰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팀장

오산은 면적,인구에 비해 문화/복지 인프라가 좋은 편이며 복지타운 2개, 도서관 3개 운영중이며 3개를 추가

건립할 계획임

향후 30년 5조 6천억 – 용역 ’09.6월 결정, 고양시와 오산시가 경쟁중이며 시의 방향은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를 최우선화 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양해각서 체결, 5월 서울대 치과병원 유치

양해각서 체결예정) 유치하여 관광 산업화 할 계획임

건물경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작업 진행 할 계획임

개별적인 특징보다는 오산시 등 큰 맥락에서 움직여야하며 오산시는 기존시가지와 연계성에 주안점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 

U-City 사업 담당자
자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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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교통관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교통

현재 도로의 신호체계의 문제로 도로의 연속성이 없어 교차지점에서 많이 정체됨. 현재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도로의 연속화, 물리적인 고가 및 지하도 등) 

오산은 지역 간선, 국가도로 4개가 지나가며(82, 310 등) 철도를 횡단 하는 구간이 3군데 뿐으로 우회로가

없어 교통량 체증의 원인이되며 도로확장 및 신호개수를 줄임으로 체증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현재 체증구간이 4차로 구간인데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므로 1개차선 감소로 체증 증가, 5일장터와 연계되어

노상주차장 없애면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노상주차장을 없애면 교통 체증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운전자에게 속도를 제시해 주는 시설은 규정속도 안내 표지판 외에는 계획이 없으며, 운전자에게 속도를 안

내하는 서비스는 가능하겠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이며 안전지역에 대한 예보가 중요

돌발상황(도로결빙 등)의 관리 필요성은 있으며 언덕, 고가(제설취약지역)에 상황관리가 안되고 있어

CCTV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금년 제설 사업시 어려움이 있었음)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는 CCTV 9대,  현장 7명(아침 7~밤 10시), 수기 단속 및 차량 단속 방법을 쓰고 향후 매

년 5~6대 CCTV 증설할 예정이며 인원 증원 계획은 없음

오산시 교통혼잡 해결방안으로 u-Bike에 대해서는 오산시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오산시가 4~5km이므

로 20~30분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규모를 고려. 자전거 도로 활성화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신도시에는 기본적으로는 신호등 전체 음성안내, 구도심 58개소에 대해 설치되어 있음. 음성신호기 리모콘

이 있어야 함(수급자 무료). 금년 전 시각장애인 1,2급에게 보급하도록 계획 중임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대상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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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복지관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복지

자전거 관리는 어려움이 많으며(대여후 반납 문제) 오산천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자전거 도로망도 택지개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며, U-City 관련 서비스도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접목 하는 것이 좋음

지구계획에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두개 구간, 자전거겸용도로-신도시, 세교2지구는 자전거도로를 주

간선, 보조간선 개념을 적용하여 축을 반영시켰음.)는 포함되어 있음

도보여행코스(85km, 80억)로 외산미동, 금왕동의 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4개코스는 개발 완료됨

독거노인, 진료실 방문 등 환자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관련 병의원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정보가 많으면 더 효율적일 것임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장애인 주차공간 및 이동편의(안내표지) 등 도로의 휠체어가 가능해야 함(도로

표면 1/12경사, 턱이 없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BT관련) 개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수도권의 장점을 살려 논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서울

대 병원(내삼미동) 건립 예정이고 의료산업단지를 만들어 볼 계획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를 하더라도

서울대병원과 연계를 하여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이 오산시 계획임

금년 물향기환경축제(물향기수목원, 오산천 중심) – 환경수도 오산으로 초점을 맞추고 시정을 진행하고 있음

환경기초시설이 1km 경계로 묶여 있으며 50m~100m 되는 전망 타워 설치 예정임 (홍보 및 환경견학 코스화

를 구상하고 있음)

교통행정과
농림과

도시계획과
문화공보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대상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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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안전

안전 및 행정관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신도시 지역보다 슬럼화(오산 롯데마트 일대, 남천동 성산초교일대, 문개동 지역 – 일반주택가 위주) 지역에

대한 CCTV가 우선시 될 것을 예상하나, 신도시 위주일 경우 아파트 지역으로 판단됨

물(하천)과 관련하여 수위정보의 실시간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현재 오산천 CCTV(3개)로 감시(수동), 인력

이 나가서 통제를 함

재난관리시스템-전파~복구지원까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방방재(재난 정보 문자메세지(주의보레

벨) 담당자에게 보고), 경기소방청, 오산시까지 연계 시스템이 있음

재난재해 전광판(시민회관, 송학동) 2대를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는 문자(크로샷) 및 음성, 민간

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전파하고 펌프장 연계 또한 유선상으로 연계하고 있음

재해 위험 시설물 대상은 14개 큰 노후 건물, 큰 공사 현장 오산종합시장, 오산 호텔 등 3개가 있음. 관리방

법은 별도 시스템은 없으며, 육안 모니터링 및 외부용역을 활용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결과를 통보

어린이 안심서비스, 독거노인 RFID 등 꼭 필요하다면 10억 범위 내에서 고려하겠으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음

행정

건축과
농림과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주민복지과

일반게시대 7년 위탁(2003~2010)중이며 기부체납으로 관리체계가 시로 들어옴 그때 현수막(일반,행정)에 대

한 현수막온라인 관리 시스템 계획

광고물 및 전기공사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며 1) 공공목적이어야 하며, 2) 설치위치 및 전기통신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3) 기타 도로점용허가 등

건축과

대상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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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터뷰 결과 분석 > 분야별 인터뷰 결과 (5/7)

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환경 관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환경

오산을 “환경”의 도시를 축으로 하여 축제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맑음터 공원에 “재활용 공

원”을 조성 계획중임. 축제기간 중 수청근린공원 디지털 기능을 분수대(예>조명)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음

방역소독에 대한 관리 및 작업은 4월초 ~12월 초까지 방역소독 인부 고용하여 주기적으로 방역활동 중이

며 월동기(잠복기) 때 사전 소독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실행 했음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야 함(GIS 자체 구축되어 있음 100% 모두 커버하지는 못하고, 데이터 갱신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누수 탐지 후 통합관제소가 생겨서 통합관제소에 자동통보가 필요함

총 6개의 배수지가 들어서는데 1개만 유인, 나머지 무인화 세교2,3지구의 배수지를 허브로 만들고, 나머지

를 무인화할 계획임

폐기물 흐름 및 수집운반에 대한 파악용으로 시스템화 되는 것은 좋음. 매일 쓰레기 발생량 통계도 내고 있

으며, 재활용재고 등의 통계를 내고 있음(일일) – 내부적으로 엑셀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고 있음

오산천 오염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오산시내, 오산상류, 오산하류로 구분 오산시내만 사람이 이용하고, 해당

부분만 공원화가 되고 있으며 농림-공원, 재난관리과 –하천유지관리, 환경위생- 수질관리를 담당하여 연계하

여 관리함

수질측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며 음이온측정은 대기오염측정에 포함함

대시민 데이터 제공 중 소음과 악취부분이 누락된 상태, 악취는 일부 있으나 소음은 중요도로 및 피해지역

자동 측정으로 데이터 적용(소음은 누적된 데이터가 없음) 

문화공보과
보건소

상하수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대상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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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터뷰 결과 분석 > 분야별 인터뷰 결과 (6/7)

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인프라

기타 및 인프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기선의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가로수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도시에서는 지중화가 필요함

산업단지와 유비쿼터스 접목으로는 환경중심 센서기술 적용, 장비 집중화(원가절감방안 등), 자가망 등의

구축시 기존도시와 연계가 필요하며 대기, 수질 문제를 원격 관리(24시간 실시간) 시스템이 필요

현재 년 1억(유지보수 포함) 통신망 비용 소요. 통신비 포함 3억~5억 이상이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자가망 이용 등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도시에 센터 건립후 자가망이 수용된다면, 뉴타운 시청, 구도심까지 자가망 연계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자가망을 위한 장비수용 등의 장소가 현재는 협소

신도시 자가망 구축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해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 책정은 파주, 동탄, 광교 등

타 시군과 동일하게 가장 고민적인 요소임. 투자대비 10%를 보조할 계획(국가보조 포함)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도시계획과
상하수과

정보통신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자치행정과

기타

태양광 같은 가로등 시설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등산로 및 오산천에 태양광 시설(축전지 교체등)을 했으나

초기 시설 비용 및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 태양광 시설 밝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옴

IT적용 아이템은 1지구 내 “특성화 거리를 만들자”(거리에 맞는 조경수, 도로명칭 등), 설왕동저수지(가족단

위 휴식공간 조정)등이 있음

U-City의 표준화 작업이 매우 필요하며, 표준화된 서비스의 정착이 필요함

사업시행자가 서비스 개념으로 수행하므로 지자체의 요구가 많아질 수 있는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U-City가 진행되어야 함

에너지 활용을 감안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너지-태양광, 건물의 생애주기 등)

건축과
농림과

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대상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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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터뷰 결과 분석 > 분야별 인터뷰 결과 (7/7)

4. 이해관계자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도시통합운영센터와 법제도 관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도시통합
운영센터

법제도

총론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중요하며 적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함

타 시도의 U-City를 제대로 분석하여 “비용과 편익”측면을 고려 및 단계별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U-City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실제 운영시점이 되면 장비 등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 결국 서비

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함

향후 통합운영센터 건축 후 BIS 상황실 통합이 타당하며 통합운영센터 건립 후 운영요원은 계획 수립 후 인

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운영센터에 전산시스템이 들어갈 경우, 서버 및 스토리지 이중화 및 DR을 고려하여 설계 넣어주고, 

서버는 시기적으로 늦게 구축, 서버는 윈도우보다, 리눅스 및 유닉스 기반으로 조성이 필요함

전산실을 구성할 경우 보안성이 좋아야하고, 향후 10년을 고려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도시계획과
자치행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수입은 주정차 단속(20억), 주차장단속(10억) 정도임

보건행정시스템, 예약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처방을 할 수 없

음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음

통합관리시스템 방재센터가 센터로 갈 것이면 상황실이 가는 것으로 조직과 조직개편을 고려할 필요 있음

상주하는 인원 발생 시 문제점은 공무원 or 위탁관리냐 하는 문제도 있으며, 소외지역은 세금을 받아 불필요

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인원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이 소외지역의 반발 해소가 가장

큰 고려 요소가 될 것임

교통행정과
보건소
농림과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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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비스 수요 분석 > 서비스 수요 분석 방향

4. 이해관계자 분석

오산시 U-City에 대한 이해관계자 들의 U-City 인식도 및 필요성, U-City에서 거주할 의향 여부, U-City에 시급한 서비스 분야의 우선순
위, U-City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

서비스 수요 분석 포인트

U-City
인식도
/필요성

U-City
거주의향

/의사

U-City
서비스
분야

분석 방향
오산시 U-City의 이해관계자들의 U-City 인
식 수준과 이해관계자 들이 느끼는 필요성
에 대해 분석

U-City에서 거주할 의향과 거주할
의사와 거주하지 않을 의사에 대
한 분석

오산시 U-City에서 서비스 할 분
야의 우선순위와 U-City 추진에
대한 의견 분석

오산시에서 2007년 11월에 실시한 U-City 사업에 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U-City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해관계자 들이 느끼고
있는 필요성 파악

U-City에에 거주할 의향과 거주할 의사, 거주하지 않
을 의사에 대한 분석

U-City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와 U-City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 파악

“ 오산시 U-City 이해관계자들의 U-City에
대한 인식수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U-City 서비스를 도출 ”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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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요 분석 Framework

4.4 서비스 수요 분석 > 서비스 수요 분석 Framework

4. 이해관계자 분석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분석 Framework을 이용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서비스 수요 결과 분석

수요조사 결과 종합

수요조사를 수행한

내용을 Framework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종합함

인식도

서비스

인식 수준

의견

필요성 인식

기대감

거주 의향

거주 요건

서비스 분야

오산시민의 U-City에 대한 인식도와 U-
City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
하여 정리

오산시 U-City 구축시 거주할 의향에 대
한 분석과 거주 의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사유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

오산시 U-City 구축시 우선적으로 도입
해야할 서비스 분야와 시민들의 U-City 
구축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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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비스 수요 분석 > U-City 인식도, 필요성, 거주의향

4. 이해관계자 분석

오산시민은 U-City에 대해 알고 있으며 필요성과 거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U-City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구 분 빈도(명) 비율(%)

잘 알고 있다 164 13.9

조금 알고 있다 532 45.1

1~2번 들어보았다 299 25.4

들어본 적이 없다 177 15.0

무응답 6 0.6

합 계 1,178 100.0

SOURCE : U-City 사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U-City 인식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편리성으로 반드시필요 629 53.4

유용하나 필요하지 않음 222 18.8

발전된 기술이나 유익할지 판단 안됨 211 17.9

잘 모르겠다 111 9.5

무응답 5 0.4

합 계 1,178 100.0

U-City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있음 246 20.9

대체로 있음 437 37.1

보통 266 22.6

거의 없음 85 7.2

전혀 없음 20 1.7

잘 모르겠음 101 8.6

무응답 23 1.9

합 계 1,178 100.0

U-City 거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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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비스 수요 분석 > U-City 서비스 분야, 의견

4. 이해관계자 분석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교통분야이며 향후 중장기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공공서비스의 확대 등의 의견이 있음

SOURCE : U-City 사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U-City 서비스분야 U-City 의견

구 분 빈 도(명) 비 율(%)

교 통 338 28.7

방 범 198 16.8

교 육 253 21.5

공 공 164 13.9

건 강 140 11.9

기 타 40 3.4

무응답 45 3.8

합 계 1,178 100.0

번호 의 견

1 100년 앞을 보고 보도블럭 설계하고, 도로부터 넓혀야 한다

2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체계적인 계획과 담당직원 증원

3 개인건강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됨

4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논란이 걱정

5 개인정보 노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규범 정비도 필요

6 개인정보 유출 방지수단을 철저히 한 후 실행 해야겠죠

7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제발 잘 좀 해주시길

8 계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9 공공기능 생활환경 서비스 추가 확대 요망

10
공공시설물 파손 방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세금으로 유
지 관리되는 부분으로 낭비 줄임 등 환경조성

11 교육환경 개선, 주거 환경이 첨단시스템 구축하길...

12 교통체증 너무 복잡하고 교육도 문제가 많음

13 구 도심지를 포함한 전 지역대상으로 확대

14 구체적인 계획 홍보요망

15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필요, 학교 직장에서 교육이 필요

16 그다지 유익하다고 보이지 않음

17 기본 인프라 시설 구축 경험이 있는 대형 통신사와 협력 필요

18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관리방안 필요

19 남들보다 늦으면 오산만 뒤처지는데, 빨리 추진해야죠.

20 너무 조급한 방향보다는 점진적 발전을 원합니다

U-City에 대해 시민들 대다수
가 알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U-
City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는 알수 없음

오산시 U-City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확
한 내용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
요하다고 판단됨

U-City에서 거주할 의향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보아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것으로 판
단됨

오산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U-City 서비스가 시급한것을
판단되며 교육, 방범, 공공에
대해서도 편의성을 고려한 서
비스의 도출이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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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4. 이해관계자 분석

오산시 U-City 구축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야별 효율적이고 체감형 서비스의 도출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분석 분야 시사점 종합 주요 추진 방향

U-City에 대한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 이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U-City에 거주할 의향이 매우 높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
서비스는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방안
U-City 구축은 단기 추진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으로 접근
시민에게 체감형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축

U-City 비전 및 전략은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구

도시간의 연계성을 고려

U-City에서 사용할 플랫폼의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검토

오산신도시와 오산시 전체에 대한 공통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의 도

출

타 도시에서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정의

기존 CCTV 및 각종 전광판 들을 교통, 방범, 홍보에 활용

오산천, 문화재, 공원 및 각종 복지 및 교육시설 들의 관리 및 활용

환경수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고 특화된 서비스의 발굴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방안의 서비스 도출

통신망을 지역별, 단계별로 도입하는 방안과 자가망 도입 검토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통합이 필요한 전산실, 각종 정보시스템 들을

식별하고 중앙 통제 차원의 운영 조직 및 비용에 대한 방안 마련

수요조사 결과

인터뷰 결과

비전/전략

서비스

인프라

인식도

기대감

서비스

법제도

서비스

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신도시와 오산시 전체의 공통 서비스와
지구별 특화 서비스
환경수도 차원의 특화 서비스
교육과 복지 시설의 관리 서비스
오산시 도로망의 교통체증 해소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및 관련 센터 장비의
현대화 방안

통신망을 지역별, 단계별로 도입하는 방안과
자가망 도입에 대한 계획

오산시 U-City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비전/전략

U-City 비전 및 전략은 지구별 택지개발 계
획과 연계
중장기적 안목의 비전 및 전략 수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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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제1장.  지역적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

5.1 국내/외 사례분석 개요

5.2 국내/외 사례분석 체계

5.3 국내 사례분석

5.4 국외 사례분석

5.5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1. 환경분석 개요

2.  외부 환경분석

3.  내부 환경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국내/외 사례 분석

6.  환경분석 시사점 종합



5.1 국내/외 사례 분석 개요

5.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오산 U-City 비전 및 전략수립의 방향성 및 도시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산 U-City가 지향해야 할 u-
서비스 구축모델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함

U-City 추진현황 분석

U-City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결과제
분석

U-City 서비스 추진계획 및 수요 분석

시사점 도출

국내 사례 분석 국외 사례 분석 시사점

국외사례 대상 정의

도시의 규모 및 현황 분석

도시별 성공요인 및 개발효과 분석

시사점 도출

국내사례 시사점 검토

국외 시사점 검토

시사점 종합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시사점 종합

국내/외 사례 분석을 오산시의 U-City 구축 사업에 비전, 전략수립의 방향성 및
도시의 장단점을 오산 U-City 구축에 활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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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U-City 적용 및 서비스 적용사례

5.2 국내/외 사례 분석 체계

5. 국내/외 사례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오산 U-City 비전 및 전략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도시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산 U-City가 지향해야 할 u-서비스 구
축모델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함

국내/외 U-City 서비스 및 적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성공요인 및 시사점 도출시사점

국외 U-City 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u-환경/재난
생태계 관리 : USN을 이용한 야생조류 생태 관찰
재난방재 : 공공안전 및 재난 구조를 위한 MESA 

화성 동탄 U-City 구축 사업 완료의 대표적인 사례

파주 운정
유비쿼터스 환경의 첨단정보기능을 갖춘 서북부 도시
개발

u-컨벤션센터
u-시설물을 중심으로 u-컨벤션, u-교통 기술을
융복합한 u-컨벤션센터 구현

u-태화강 태화강 중심인 U-City 서비스 대시민 정보제공

u-해운대 u-해운대를 통한 관광, 안전 환경에 최적화 진행

u-송도 u-도시기반인프라, 서비스 및 정보통합모니터링 구현

u-세종∙연기
유비쿼터스기술 적용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술 표준화 모델 수립.

u-청계천 서울시 U-City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

u-통합상황실
안산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U-City 
기반 조성

공공자전거 최근 U-City의 각광받고 있는 Green-IT의 대표 서비스

u-폐기물
쓰레기관리 : 독일의 RFID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관리
전자적재화물시스템 : 스웨덴의 RFID를 이용한 쓰레기

관리 시스템

u-교통

도로관리 : 지멘스의 GPS와 GIS를 이용한 도로 관리
도로/교통 정보 : USN을 이용한 도로관리 서비스
교통관련 자동인식 : RFID를 이용한 교통관련 자동인식

시스템

u-문화

소매점 : 독일의 RFID를 이용한 물류관리/결제
관광가이드 : RFID를 이용한 각종 관광정보 제공
쇼핑몰 가이드 : 일본의 모발일과 연결된 RFID를 이용한

쇼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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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개요

국내/외 사례 분석의 목적은 오산의 U-City 비전 및 전략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U-City가 지향해야 할 u-서비스 기회를 도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도출하는데 활용함

U-City 추진현황 분석

U-City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결과제

U-City 서비스 추진계획 및 수요조사U-City 서비스 추진계획 및 수요조사

시사점

U-City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
U-City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분석

추후 U-City를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
체 현황 조사
U-City 추진 시 주요 요구 서비스 분석

오산 U-City 추진 방향에 대산 시사점 도출

U-City 국내/외 서비스 및 적용 사례 조사
- 추진 일반현황 조사
- 각 사례별 상세 내용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5. 국내/외 사례 분석

국외사례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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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ity 서비스 추진현황

특별시/광역시 7곳 모두와 도4곳, 시/군 27곳에서 08년에 U-City 서비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광역단체는 추진경험이 많은 것
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U-City 서비스 추진현황

특별시/
광역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기초자치
단체

경기(10):고양,광명,김포,동두천, 

성남,수원,용인,평택,파주,횡성

강원(3):강릉,용평,평창

충청(5):공주,부여,아산,연기,충주

전라(2):익산,정읍

경상(6):경산,구미,창원,통영,하동

제주(1):제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2008년도 U-City 추진현황과 과제, 2008)

5. 국내/외 사례 분석

U-City 
구축 경험이 없다.

“사업수행경험을 가진 기초자치단
체 15곳 중 8곳이 경기지역”

U-City 구축경험을
가지고 있다.

“40.5%”

U-City 구축경험이
없다.

“전라도는 광역규모로 사
업수행경험이 없어 취약”

U-City 구축경험을
가지고 있다.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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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 방안 /관리주체

/운영인력/설치장소/서비스 모델 등 U-City 사업추진

근거 제시가 필요함을 지적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 

대기오염공정시험 방법(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법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

U-City 사업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에

수반되는 요금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정책 필요함을

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IT인프라가

미흡하여 서비스 구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등의

애로사항 발생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 제도와 서비스 모델 및

선도사례가 부족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불확신이

팽배

U-City 사업수행의 어려움(지방자치단체)

5.3 국내 사례 분석 > 사업수행의 애로사항 그래프

지방자치단체들이 U-City사업수행 중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법제도 미흡(74.1%), 예산부족(63%), 서비스 모델 부족(51.9%) 순으로
나타고, IT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예산부족(71.4%), 법제도 미흡(42.9%), IT인프라 서비스 모델·사례부족(35.7%) 순으로 나타남.

서비스
모델부족

사업자
기술력 부족

상호 운영성
결여

선도사례
부족

IT인프라
부족

예산
부족

법/제도
미흡

관계기관
협력결여

추진 로드맵
부재

시사점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2008년도 U-City 추진현황과 과제, 2008)

5. 국내/외 사례 분석

U-City 사업수행의 어려움(IT기업)

선도사례
부족

IT인프라
부족

예산부족 법/제도
미흡

서비스
모델부족

상호 운영성
결여

관계기관
협력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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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법제도 정비 그래프

5. 국내/외 사례 분석

U-City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제도 정비(87.8%), 서비스 표준모델(85.4%), 부처간 협력체계가(56.1%)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
고 제시함

시사점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마련
부처간 이해관계 정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추진 시 각종 법제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정비
지자체가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표준모델의 부재로 인한 인접
도시들간 상호운영 불가
서비스 모델 검증을 통한
표준화 추진 필요

각 부처별 다양한 실험 후 향후
통합관리 문제 및 고가의
시스템이 폐기되는 현상 초래
서비스의 융복합 특성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위한 조직 정비

법제도법제도

서비스
표준모델

서비스
표준모델

부처간
협력체계

부처간
협력체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U-City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법제도
정비

서비스
표준모델

현장검증 부처간
협력체계

U-City 사업수행
방법론

국내
원천기술 확보

기타

(SOURCE : 2008년도 U-City 추진현황과 과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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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특별광역시별 U-City 현황

5. 국내/외 사례 분석

`09년도 현재 특별광역시의 국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U-City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정보미디어 산업단지 기반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특화
신도시 건설

서울 (상암동 DMC)

동북아 IT허브 기능 담당
RFID/USN 시험단지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사업

인천 (IFEZ 송도국제도시)

u-스마트타운
u-R&D, u-ITS
u-웰빙도시

대전 (u-대전건설)

유비쿼터스 문화수도 지향
유비쿼터스 IT complex

광주 (u-광주)

`06마스터플랜수립
뉴타운/청계천/서울교통관리
센터/도서관 등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

서울 (u-서울)

미래형산업비즈니스 환경
제공
대구-칠곡-구미의 산업단지
연계 산업

대구 (u-대구)

부산의 항만/물류 인프라
활용
u-항만, u-컨벤션, u-교통
경제/문화/과학 중심도시
목표

부산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U-City 추진현황 2008 ~ 2009, 한국 U-City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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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도별 U-City 현황

5. 국내/외 사례 분석

`09년도 현재 도별 국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U-City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성남 판교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수원 광교 신도시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도

당진 경제자유구역
아산 신도시
세종도시 (행복도시)
태안 기업도시
충남 혁신도시

충청남도

U-전주
무주 기업도시
전북 혁신도시

전라북도

나주시
무안 기업도시
영암,해남 기업도시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라남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U-City 추진현황 2008 ~ 2009, 한국 U-City 협회)

u-강원 전략계획 및 확산사업
강릉 u-Blue Triple City
원주 기업도시
강원 혁신도시

강원도

uBio-City
충주 기업도시
충북 혁신도시

충청북도

u-경북
포항시 정보화전략계획
대구 혁시도시
경북 혁신도시

경상북도

u-Travel City (통영시)
유비쿼터스 체험관
u-울산
양산 U-City
김해 U-City
부산 혁신도시
울산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

경상남도

129



5.3 국내 사례 분석 > `08년도 U-City서비스 모델 현황

5. 국내/외 사례 분석

`08년도 U-City 표준 및 시범사업은 신규 및 안전 분야 9개, 시범적용 5개 서비스 모델로 추진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 U-City 추진현황 2008 ~ 2009, 한국 U-City 협회)

U-방범서비스 시범적용

서울 영등포 (시범적용) 

신 구도심 연계한 u-
Safety 통합시스템 구축

인천 (안전관리)

u-상수도 관망관리 구축

경기도 남양주 (표준모델)

u-Wellness기반 구축

강원 원주 (표준모델)

u-행정지원모델 개발

충북 청주 (표준모델)

u-방범서비스 시범사업

충남 연기 (시범적용)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전북 전주 (표준/안전관리)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광주 동구 (안전관리)

u-광주지하철
(u-Subway)

광주 (표준모델)

u-가야투어 가이드
서비스 구축

경북 고령 (표준모델)

Ubi-Glocal City 구축

경북 구미 (시범적용)

u-2011 프로젝트 지원

대구 (시범적용)

u-순천만 생태환경관리

전남 순천 (시범적용)

u-터널 통합관제

부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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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ity 적용 사례 > 화성 동탄 U-City 사업내용

5. 국내/외 사례 분석

사업 개요 및 U-City 내용 서비스 현황

단위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은 VMS, CCTV, 

RFID 등을 적용 중임

공공서비스인 교통,환경,방범/방재, 시설물관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함.

미디보드 설치에 따른 법적,행정적 해결문제 존재

통합관제센터 부지의 관련 임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고려

화성통탄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으로 U-City 구축사업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 면적 : 9,037㎦(2,734천 평)
• 사업기간 :2006년05월 ~ 2008년09월
• 인구 및 가구 : 120,730명 (인구밀도 : 134명/ha)

• 미래형 유비쿼터스 기술환경을 선도할 도시모델 구현
• 첨단산업과 연계한 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공정보서비스 제공

개요

개발목적

주요내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 공공정보통신망 구축
- 현장시설물과 정보상황실간의 고용량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통신 자가망 구축
- 이중화 구조의 안정적인 백업망 BBM/BBS 구축
- MSPP, LAN Switch 설치
• 공공정보상황실 구축
- 상황관제 및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반환경제공 및 공통관리 시스템 구현
- 화성동탄 U-City 정보센터 구축
- U-City 시설종합관리
- 통합관제플랫폼
• 공공정보서비스 구축
- 방범, 교통,상수도, 포탈의 우선적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선정 및 구축

(1차사업 구축실적)
- 안전, 대중교통, 환경, 미디어분야의 대시민을 위한 추가 공공서비스 확대 구축

(2차사업 구축실적)

사업구분 단위 서비스 주요장비 및 시스템 비고

1차사업
구축내용

공공지역 방범 CCTV U-안전

교통정보제공 VMS

U-교통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신호제어기

VDS

CCTV

상수도누수관리
유량계실,센서네트웍

U-환경
압력계실,센서네트웍

2차사업
구축내용

차량번호인식 CCTV
U-안전

불법주정차단속 CCTV

U-Parking
BIT

U-교통
주차관제시스템

외부연계도로 교통정보
VMS

VDS

환경오염정보
측정소

U-환경
전광판,센서네크웍

미디어보드 전광판
U-미디어

U-플래카드 전광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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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적용 사례 > 화성 동탄 U-City 적용서비스

적용 서비스

공공지역
방법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도시의 치안, 방범을 사전에 예방 및 감시 서비스
- 지능형 방범운영시스템을 통한 투망식 감시기능
- 범죄예방 및 사후 조치시 저장영상 활용(결찰)

5. 국내/외 사례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4시간 방범감시를 통한 시민의 안정한 주거생활의 보장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
범죄발생시 사후증거 확보

U-
안전

서비스

차량번호
인식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통해 차번정보를 분석을 이용한 범죄 단속 서비스
- 화성통탄 U-City 정보센터의 통합 플랫폼 및 시설물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상황판(멀티 큐브)은 공공정보상황실의 상황판 활용

범죄용의 차량 감시
차량흐름 파악
공공지역 방범서비스의 확장 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서비스
- 복잡한 주차 예상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 정해진 시간이 경과시 정차 상태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단속 사진 촬영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관리로 쾌적한 신도시 구축
차량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 문화의식을 고취

교통정보
제공

VDS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및 VMS를 통한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
- VDS을 통한 동탄 U-City 주변 연계도로의 교통정보 수집
- 인터넷, VMS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 매체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VDS을 통한 U-City 주변 연계도로의 교통정보 수집
주의/경고 등 정보제공을 통한 2차적 돌발상황 발생 억제

U-
교통

서비스

U-
Parking

동영상인식 기술 기반으로 차량의 자동인식, 주차요금 정산처리 등 제공
- 주차장 자동화, 첨단화 관리 서비스
- 영상인식기술적용을 통한 차량번호 자동인식

거주민의 교통정보 요구 만족도 향상
정보제공을 통한 혼잡 최소화
u-Ctiy의 이미지 제고

실시간
교통

신호제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흐름을 실시간 감시 및 능동적인 교통상황 대처
- 실시간 신호제어, 교차로소통상황 모니터링, 링크 교통정보 수집
- CCTV영상을 통한 교차로 소통상황 모니터링 및 소통상황정보 산출

동탄지구 도로 및 교차로 처리 교통량 및 통행속도 향상
실시간 교통류 통제효과
교통운송비용의 절감 및 주요 교차로 혼잡방지

상수도
누수관리

상수 관로상의 유수율 향상과 누수발생지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상수 관리
- 유량계와 압력계를 통한 누수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핸드폰SMS, 동탄포털, VMS 등을 통한 누수 정보제공

누수상황에 대한 신속대처로 거주민의 생활불편 감소
상수도관리 체계화로 비용절감
상수도 관련 민원 신속한 해소

환경오염
정보

수질/대기/폐기물 관련 정보 수집, 현황파악 및 분석을 통해 환경정보 제공
- 대기오염 모니터링, 환경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ARS, 환경전광판 운영, 환경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

과학적인 실시간 대기오염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인터넷을 통한 환경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거주민들의 건강피해 최소화

미디어
보드

동영상과 이미지 등 각종 정보를 대형 Display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시정정보, 긴급정보, 교통 및 환경정보 서비스
- 지역상인 및 기업 홍보 서비스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도시민에게 전달
각종 긴급 뉴스를 통한 재해 예방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자체 운영비 보조

U-
환경

서비스

U-
미디어

구분 단위
서비스

구성 내 용 기대 효과 관리측면 분석

효율적인 방범체계 수립 도모
범죄 사전∙후 관리 대응 확보

범죄용의차량 감시 대응체계
신속한 대응관리 체계 수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관리
쾌적한 공공지역 관리 도모

지역 교통정보 수집/분석/관리
정보제공을 통한 교통정보관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자동화
관리

실시간 교통류 통제효과
교통 운송비용 절감 및 혼잡
방지

체계화된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 관련 신속대응 관리

실시간 환경오염감시 체계
수립

각종 긴급정보 및 뉴스
효율적인 지자체 운영비 보조

통합관제
센터

상황관제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환경 제공 및 공통관리시스템 구현
- 방범상황실/관제상황실
- U-City시설종합관리 및 통합관제플랫폼

방범, 교통 및 기타 서비스 연계시 공통관리시스템 구현
도시관리시스템 확장시 통합할 수 있는 효과

통합
관제

예산 인건비 절감 효과
통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통신망
현장시설물과 공공정보상황실간의 고용량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통신 자가망

- 이중화구조의 안정적인 백업망
- BBM/BBS, MSPP,LAN Switch 설치

저손실, 광대역성
소형 및 경량화
환경영향 최소 및 긴수명

통신망 자가망을 이용한 비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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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사례 분석

사업 개요 및 U-City 내용

시사점

우선구축서비스로 50여 개를 도출하였으나, 2009년도 13개
단위서비스를 구축 진행중임. 
오산 U-City의 서비스 도출시 실현가능성 고려한 서비스 선정
요구됨.
단위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은 USN, GIS, 
LBS 등을 적용 중임. 

파주운정 신도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첨단정보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개발되고 있음.

• 위치 :   파주시 교하읍 일원
• 면적 : 9,407,766㎡ (285만평)
• 사업기간 : 2003. 5 ~ 2009. 12 
• 인구 및 가구 : 121,000명

•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등 주택난 해소에 기여
•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
• 지리적 특징을 살린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 남북교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개발

• 복합적 성능 향상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망 및 구내망 구축
- 유무선 정보통신망(BcN, Wibro, 이동통신망, FTTx 등) 구축
- IT키오스크, CCTV시스템, 디지털 전광판 설치 및 공공정보서비스 제공
- 향후 USN 구축을 고려한 유선망 구축

• 안전∙건강한 도시생활을 위한 첨단 IT기술 적용

- 환경오염∙재해감지시스템, 지하공동구관리, 에너지관리시스템
- ITS(BIS, GPS, GIS, LBS, Telematics)

•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홈네트워크서비스(국민임대) : 원격제어, 원격검침,시큐리티, D-TV, 노인케어

• IT복지도시 구현
- 장애인이동지원시스템(BIS), 노인구급시스템, 저소득층지원시스템(원격교육 등)

• 유기적∙통합적 도시관리 구축

-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 구축

개요

개발목적

주요내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서비스 현황

사업구분 단위서비스 주요장비 및 시스템 비고

사업
진행중

시설물관리 가로등원격제어,USN U-시설물

교통류관리 CCTV

U-교통자동단속 CCTV

교통시설관리지원 CCTV,LBS GIS

대기(환경모니터링) 대기센서,USN

U-환경
수질(하천모니터링) 수질센서,USN

소음(환경모니터링) 소음측정센서,USN

악취(환경모니터링) 대기질센서,USN

업무지원서비스 Wibro U-업무

피트니스 e-헬스케어 U-보건복지

U-커뮤니티 전광판 U-커뮤니티

헬스케어센터 RFID, USN U-보건복지

홈케어 D-T V,홈네트워크 U-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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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서비스 적용 사례 > u-컨벤션 센터

u-시설물을 중심으로 u-컨벤션, u-교통 기술을 융·복합한 u-컨벤션센터 서비스 구현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시 U-City기술의 체험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

u-컨벤션센터 서비스 기대효과

시사점
U-City기술을 확대 연계하여 향후 다양한 U-City기술의 발전을 가속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U-City서비스를 융·복합하여 U-City문화의 활성화를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됨
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은 RFID, USN, GIS, CCTV 
등을 적용 중임.

서비스 구분 성과측정지표 총추정편익 총 추정 비용 BCR

시설물관리 시설물 감시의 무인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831 600 1.39

주자관리
주차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효과
주차위치확인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294 176 1.67

단위 : (백만원)

관점 성과측정지표 측정결과 BCR

고객

서비스 시행에 따른 편의성 4.8

4.4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3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4.4

정책 공헌도

서비스 모델의 적절성 4.5

4.5
서비스 모델 표준화 기여도 4.2

서비스 상호 운용성 기여도 4.7

요소기술 개발/검증 기여도 4.4

운영프로세스
개발과정의 적정성 4.3

4.3
시스템의 유연성 4.3

미래지향

서비스 구현 위한 기술 수준 99.6

4.5요소기술의 적용능력 수준 95.2

정보기술 능력 향상 기여도 4.1

전체평균 4.5
※5점 척도: 1(매우 나쁨, 매우 낮음) ~ 5(매우 좋음, 매우 높음) 

u-시설물
보안 취약 지역의 문 열림, 화재 발생 여부, 파손 등을 무선으로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줌
시설물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력관리 함
시설물에 RFID태그 부착하여 시설물정보를 저장 및 시설물의 RFID태그를
인식시키면 시설물정보를 단말기로 전송

u-컨벤션
관람객이 RFID리더기를 통해 전시물 상세 정보 및 이벤트 정보 등을 수신
하여 확인할 수 있음
메타빌드의 고정형 리더기로 사용자의 입장을 확인하여 OIS서버내 입장시
간과 사용자 정보를 제공함

u-교통
주차한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이 임의로 이동될 경우 차주에게 SMS메시지
를 보내 차량이 이동하였음을 알려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위치 확인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배회시간을
최소화함

5. 국내/외 사례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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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중심으로 U-City를 구축함으로써 울산시민으로 하여금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의 편의성을 실직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대시
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진행함

u-태화강 서비스 기대효과

서비스 구분 성과측정지표 총추정편익 총 추정 비용 BCR

수질 모니터링
수질 측정 자동화에 따른 검사수수료 절감
시료 채수 요원 인건비 절감 효과

137 80 1.72

대기환경
모니터링

대기환경 측정시스템의 부서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14.4 10 1.44

단위 : (백만원)

관점 성과측정지표 측정결과 BCR

고객

서비스 시행에 따른 편의성 4.0

4.0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0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4.0

정책 공헌도

서비스 모델의 적절성 3.8

3.9
서비스 모델 표준화 기여도 3.8

서비스 상호운 용성 기여도 4.1

요소기술 개발/검증 기여도 3.9

운영프로세스
개발과정의 적정성 3.4

3.5
시스템의 유연성 3.5

미래지향

서비스 구현 위한 기술 수준 91.3

4.1요소기술의 적용능력 수준 95.0

정보기술 능력 향상 기여도 3.5

전체평균 3.9
※5점 척도: 1(매우 나쁨, 매우 낮음) ~ 5(매우 좋음, 매우 높음) 

수질 모니터링
서비스

수위 모니터링
서비스

교량 및 도로노면
모니터링 서비스

방범/주차 관리
서비스

생태공원 외출정보
서비스

태화강의 4개의 교각에 센
서를 설치하여 수질 오염을
모니터링 함
국내 최초로 RFID를 이용
한 연어실증실험을 통하여
연어 이동속도 및 경로 등
을 실험함

태화교 교각에 수위계 센서
를 설치하여 수위를 측정
및 홍수에 대비함
년,월,일 별로 수위 정보조
회가 가능하여 표 및 그래
프를 통하여 수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GIS기반 네트워크 카메라
를 설치하여 방범, 안전관
리 등에 활용하여 태화강
지역의 범죄율 감소
주차장 진입 시 주차 가능
한 곳을 입구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로 차량 유도

교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교량의
비틀림 및 흔들림, 노면 상
태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신
빙성을 확보하여 노면의 보
수시기 결정 등 교량 안전
관리에 활용

수질 환경 데이터 및 대기
환경 데이터 등의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가
공하여 해당 정보를 시민
들에게 제공

시사점

하천 살리기 정책으로 많은 개선을 하였으나 산업도시 특성상 언제든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여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
U-City구축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의 진화과정
의 모멘텀 확보와 실행력 높은 구체적 추진방안의 확보가 필요
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은 USN, GIS 등을 적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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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서비스 적용 사례 >u-해운대

u-관광과 u-안전 서비스에 적합한 센서기술과 무선 네트워크인프라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결합하여 해운대의 관광·안전 환
경에 최적화를 진행

u-해운대 서비스 기대효과

서비스 구분 성과측정지표 총추정편익 총 추정 비용 BCR

유람선
관광가이드

관광아내 서비스의 자동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

25.8 20 1.29

단위 : (백만원)

관점 성과측정지표 측정결과 BCR

고객

서비스 시행에 따른 편의성 4.7

4.6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6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4.7

정책 공헌도

서비스 모델의 적절성 4.5

4.5
서비스 모델 표준화 기여도 4.7

서비스 상호 운용성 기여도 4.4

요소기술 개발/검증 기여도 4.4

운영프로세스
개발과정의 적정성 4.5

4.4
시스템의 유연성 4.3

미래지향

서비스 구현 위한 기술 수준 99.5

4.4요소기술의 적용능력 수준 97.5

정보기술 능력 향상 기여도 3.9

전체평균 4.5
※5점 척도: 1(매우 나쁨, 매우 낮음) ~ 5(매우 좋음, 매우 높음) 

시사점

무선통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정보서비스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
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u-해운대의 워킹투어 서비스 기능과 내용 분석을 통해 오산시의 도보
여행코스에 접목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은 RFID,LBS 등을 적용 중임

미아 찾기
서비스

어린아이에게 RFID가
부착된 팔찌를 대여함
으로써 미아 발생시
RFID팔찌의 정보를 이
용하여 Receiver와
Tag간의 위치를 계산
하여 미아의 위치를
SMS 및 CCTV를 통해
미아의 위치를 알리거
나 확인할 수 있음

워킹투어
서비스

관광 단말기를 통해 현
지의 특화된 정보를 통
하여 도보로도 편안하
게 즐길 수 있게 하였
음
전시물 RFID Tag의 조
회에서부터 필요한 정
보가 자동 표출되는 개
인 특화 관광 도우미
실시

환경정보
제공 서비스

해상 관측 장비인 부이
에서 관측한 수온 및
파고 정보와 기온, 습
도, 자외선 정보를
VMS를 통해 상황전파
및 실시간, 일일, 주간, 
월간, 연간 통계정보를
취득함

USE존
서비스

사용자의 UCC동영상, 
음악으로 기획된 이벤
트를 실행 하는 참여형
이벤트 구역을 조성함

유람선관광
서비스

유람선 관광 중 특정
이벤트 지점 접근 시
대형 영상과 음성을 통
한 멀티미디어 기반 관
광 안내 도우미를 실행

누리마루
홍보관
서비스

누리마루 홍보관은 사
용자의 체험을 통해 자
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유발하는 형태로 구성
함
각기 다른 3가지의 서
비스로 다양한 체험 공
간을 마련하여 방문자
로 하여금 친숙하고 다
이내믹한 홍보관 관람
이 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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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서비스 적용 사례 > u-국제비즈니스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선도 U-City로써 u-도시기반 인프라, 서비스 및 도시정보통합 모니터링 구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
터스 도시의 모델을 제시함

u-국제비즈니스 송도 서비스 기대효과

서비스 구분 성과측정지표 총추정편익 총 추정 비용 BCR

지하 공동구
관리

지하 공동구 감시의 무인화를 통한 인건비
점감 효과

254 130 1.95

단위 : (백만원)

관점 성과측정지표 측정결과 BCR

고객

서비스 시행에 따른 편의성 4.3

4.4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5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4.3

정책 공헌도

서비스 모델의 적절성 4.4

4.5
서비스 모델 표준화 기여도 4.6

서비스 상호 운용성 기여도 4.3

요소기술 개발/검증 기여도 4.5

운영프로세스
개발과정의 적정성 4.6

4.4
시스템의 유연성 4.2

미래지향

서비스 구현 위한 기술 수준 98.3

4.0요소기술의 적용능력 수준 94.8

정보기술 능력 향상 기여도 3.3

전체평균 4.4
※5점 척도: 1(매우 나쁨, 매우 낮음) ~ 5(매우 좋음, 매우 높음) 

도시기반모니터링 서비스

도시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는 u-지하 공동구 관리 서비스와 u-하수
관/유수지/대기환경 관리 서비스로 구분되어짐

- u-지하공동수구 관리 서비스는 침입자 감시, 화재감시, 시설물/작
업자 위치확인 및 상수도 누수 감시

- u-하수관/유수지/대기환경 관리 서비스는 도시를 쾌적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송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시사점

u-도시기반 인프라, 서비스 및 도시정보통합모니터링을 구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모델을 제시함
설비 및 운영체제를 단일화한 통합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서 중복 투자
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장점 제시함
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은 USN,CCTV 등을 적용 중
임

미래형 도시 생활 서비스

도시정보통합 모니터링 서비스

주차정보수집 서비스(대상 주차장내 전체 주차면에 대해 실시간
검지하여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주차수요 예측 및 주차가능대수를
산 출)와 주차정보 제공서비스(주차가능 주차장 위치 안내 서비스)
를 실시함
생활 주변의 다양한 공간을 u-지능형 서비스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능화시켜 공간 속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

도시기반 정보 수집 서비스(u-지하공동구 관리 서비스의 데이터 수
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 주차정보 및 지능형 존 서비스의
정보를 연계함)와 도시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데이터 베이스 정보
를 Web Site 구축하여 실시간 USN 정보를 운영단말에 제공하고, 
갯벌타워 21층 홍보관의 대형PDP에 도시정보 통합 모니터링 운
영을 관람객이 체험 할 수 있도록 제공함)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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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서비스 적용 사례 > u-세종·연기

u-세종·연기 서비스 기대효과

서비스 구분 성과측정지표 총추정편익 총 추정 비용 BCR

지능형 가로등
선로 단선 파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고장 및 누전 파악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
1,471 892 1.65

단위 : (백만원)

관점 성과측정지표 측정결과 BCR

고객

서비스 시행에 따른 편의성 4.1

4.0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9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4.0

정책 공헌도

서비스 모델의 적절성 4.5

4.4
서비스 모델 표준화 기여도 4.4

서비스 상호 운용성 기여도 4.4

요소기술 개발/검증 기여도 4.4

운영프로세스
개발과정의 적정성 3.9

4.1
시스템의 유연성 4.1

미래지향

서비스 구현 위한 기술 수준 97.5

4.7요소기술의 적용능력 수준 95.8

정보기술 능력 향상 기여도 4.5

전체평균 4.5
※5점 척도: 1(매우 나쁨, 매우 낮음) ~ 5(매우 좋음, 매우 높음) 

u-3D공사현황관리
서비스

u-통합
모니터링
서비스

건축물폐기물 관리, 3D공사현황관리, 
세이프/램프, 수질관리 등 각 서비스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임

u-건축폐기물 관리
서비스

건축물의 2D CAD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모델을 구
축하고 WP설정 및 3차원
모델-WP연계 DB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와 Mobile 
PC를 통하여 당해 건축물
의 공사 진행현황을 3차원
데이터로 시각적으로 학인
할 수 있게 함

건설현장으로부터 나오는 산
업폐기물을 인가된 장소에 소
각할 수 있도록 차량의 무게
정보,이동경로,출발지,목적지,
운전자 등의 정보를 관리함
관련 담당자 및 차량지원 업
체에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Web기반 프로그램 개
발
GIS 맵상에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시사점
지능형 가로등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실시간 상태관리 및 유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 증진
수질감시를 위해 설치한 네트워크 CCTV는 재난재해 상황실과 연계
하여 우기에 하천의 범람 등을 육안으로 감시하여 비상시에 활용함
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은 USN, GIS, CCTV 등을 적
용 중임

u-수질감시
서비스

저장된 각종 데이터 자료와 저장된 임계 값을
비교하여 임계치의 미달 및 초과시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SMS전송함

u-세이프/
램프

서비스

지능형 가로등을 설치하여 가로등 상태
의 원격모니터링과 가로등의 스케줄 시
간을 선정하여 자유자재로 제어가 가능
가로등에 시·군정소식 등 알림 모니터
를 설치하여 군정소식, 뉴스, 날씨정보
를 제공함

수질관리를 위해 설
치된 계측기에서 실
시간으로 측정, 모니
터링정보를 서버에
저장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민과 외부 방문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술 표준화 모델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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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서비스 적용 사례 > u-청계천

서울특별시의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여 서울시 U-City 서
비스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u-청계천 서비스 기대효과

서비스 구분 성과측정지표 총추정편익 총 추정 비용 BCR

생태동영상
N/W CCTV의 무선화에 따른 구축 및 운영

비용 절감 효과
16.1 90 1.80

단위 : (백만원)

관점 성과측정지표 측정결과 BCR

고객

서비스 시행에 따른 편의성 5.0

4.4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1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4.5

정책 공헌도

서비스 모델의 적절성 4.3

4.3
서비스 모델 표준화 기여도 4.3

서비스 상호 운용성 기여도 4.5

요소기술 개발/검증 기여도 4.1

운영프로세스
개발과정의 적정성 4.4

4.4
시스템의 유연성 4.5

미래지향

서비스 구현 위한 기술 수준 94.7

3.8요소기술의 적용능력 수준 87.2

정보기술 능력 향상 기여도 3.0

전체평균 4.3
※5점 척도: 1(매우 나쁨, 매우 낮음) ~ 5(매우 좋음, 매우 높음) 

u-생태

수질/수위 : 센서와 게이트웨이 노드간의 Zigbee
통신, 게이트웨이와 AP간의 WiFi통신을 통해서 실
시가 수질/수위 정보를 전송함
청계천의 수중생태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압축하
여 WiFi통신을 통해 전송하고, 동대문구청의 e-
Seoul망을 경유하여 DVR플랫폼으로 전송함

시사점
U-City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체
험할 수 있는 서비스모델 발굴이 필요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필요
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은 USN, CCTV 등을 적용
중임

u-문화

미디어보드 : 멀티 Touch Screen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 동영상 및 실시간 검색결과 등을 다양한
동작으로 체험가능
프리보드 : Touch Screen을 이용하여 UCC제작
및 검색, 포토 e-Mail작성 및 인터넷전송을 WiFi무
선망을 통하여 수행함
첨단가로등 : 센터에서 무선망을 통하여 LED조명
제어 및 안내방송 서비스를 제공함
GPS 역사탐방 : 청계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
으로 각종 시설물 및 역사유물정보를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관광편의성을 제공

통합운영
플랫폼

인프라요소(무선망 등)를 통하여 Sensing 데이터 전송 및
통합 플랫폼 연계를 IP기반의 메시지 통신을 통하여 수행함
Sensing되 데이터 및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7개 단위 서비
스 통합 및 운영함
통합운영을 위한 다양한 S/W 및 H/W기기를 활용하여 구현
하였음

5. 국내/외 사례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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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서비스 적용 사례 > 안산 u-통합상황실

안산시 u-통합상황실은 교통, 안전, 방재, 시설, 통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U-City 조성의 기반 시스템임.

안산 u-통합상황실 센터 운영프로그램

u-통합상황실

교통과 방범을 공동 활용하여 사무실과 장비실 공
간을 절약하고 센터시스템과 상황판 등의 장비를
공동 이용합으로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최대 절감
주요기능 : 통합관리시스템

시사점

방범시스템,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은 물론 방재 및 도시관리시스템 등
확장되는 시스템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u-통
합상황실 필요함. 
오산 U-City 조성을 위한 인프라인 통신망 구축과 같이 u-통합상황실
조성시 확장될 U-City 서비스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시
스
템

구
축

현
황

5. 국내/외 사례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통합운영관리
- 기초정보관리, 시설물정보 관리 및 제어, 이력정보조회, 가공정보 분석, 

통계.패턴정보 분석 등의 교통정보 제공
VMS운영관리

- 도로에 설치된 가변정보표지장치(VMS)에 정보를 제공해 동영상을 통
하여 시설물 상태정보를 감시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 제공
시설물 관리

- 센터 시스템 및 현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상태정보를 모니터
링하고 각 시설물의 세부적인 장애정보를 유형별로 조회기능 제공
상황판

- 주요도로의 소통정보를 파악하고 CCTV, VMS, 영상검시기, 신호제어
기 등의 시설물 상태정보 제공과 버스위치정보 및 노선정보 제공

기대효과

교통, 방범, 재난, 재해 등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방범 CCTV, 불법 주정차 및 위반단속 카메
라 등에 동일 플랫폼 적용
예산 및 인건비 절감. 설비 활용 최적화 실현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UTIS에서 CCTV, VDS 등 이르기까지 ITS의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수집체계는 돌발상황에 대한 빠
른 대처의 기초자료로 됨
연관시스템

- 차량검지기, 동영상수집장치,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정체, 돌발상황, 우회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
으로써 교통 혼잡시 경로 선택 지원
연관시스템

- 도로전광표시(VMS), 인터넷서비스, 차량단말기

첨단 신호제어시스템 시간대별로 변하는 교통량을 검지하고 교통상황에
맞게 신호제어 함.
연관시스템

- 첨단 신호제어체계, 신호검지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정확한 버스 도착정보제공으로 대기시간 최소화하
여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연관시스템

- 정류장 안내단말기, 차내단말기(OBE)

방범시스템 안양시 u-통합상황실은 안양시 방범 CCTV와 연계
하여 통합관리 및 조치 대응 함.
연관시스템

- 방범 CCTV, 순찰자내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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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내 사례 분석 > u-Ctiy 서비스 적용 사례 > 창원 공공자전거 서비스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는 자동차 교통을 대체가 가능한 근거리 자전거 교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이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체계 망을 구축함

창원 공공자전거 서비스 구축 및 이용현황

공공자전거 서비스

창원시 공공자전거 운영현황
- 임의 자전거 보관소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

우 신속히 팀원을 파견
- 계획된 보관소별 자전거대수에 맞게 이동 배치함.
- 자전거 보험제도 정책 시행

자전거 장비현황
- 통신방식 : CDMA + GPS
- 베터리 : 충전방식(운행중 자가발전)

이용요금
- 대여 후 1시간 이하 : 회원 및 비회원 무료
- 2시간 초과 ; 회원은 이용제한, 비회원은 예치금

시사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공공 편익 서비
스로 Green-IT의 대표적인 서비스임.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교통 혼잡도가 우려되는 오산 U-City 구축시 고
려해야 할 서비스 항목임.
서비스에 적용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은 RFID, GPS 등을 적용 중
임

무인
정산

시스템

5. 국내/외 사례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속도 및
거리

표출부

태양열
전지판부

공공자전거
거치부

공공자전거
거치모습

무인
정산대

1일 평균 이용회수 : 300회 정도(최대건수 432회)
자전거 1대당 1일 이용시간 : 30분 이내 70% 정도
회원가입율 : 동별로 편차가 큼
자전거 분담율 7.5% 정도(2007년도)
구축비용 : 약 11억원
공공자전거 보관소 : 20개소
공공자전거 운행대수 : 430대(보관소별 20 ~30대씩 보관)

기대효과

도시환경 훼손의 발생 원인인 자동차를 감소시켜 대기오염물질 감소, 
소음 및 진도의 저감, 브레이크나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석면 및 분진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와 도시환경을 개선
자전거교통이 활성화되면 개인 승용차 이용의 감소로 에너지 부문에
서도 상당한 효과가 발생
도시 공간 활용에서도 효율적이며, 시민건강 증진, 교통개선에 따른
버스 난폭 운전 감속, 택시이용 불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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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외 사례 분석 > U-City 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 u-환경/재난

5. 국내/외 사례 분석

해외에서는 USN 등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연구 및 다양한 적용을 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해외 유사사례 u-환경/재난 서비스

시사점

해외에서의 U-City는 국내와 달리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

해외의 환경 및 재난에 관한 적용사례는 대학, 연구소를 중심
으로 이루어짐.

해외의 U-City 서비스 유사사례 중 u-환경/재난은 USN을 이용
하여 환경관리 및 안전 /재난 구조를 위해 적용되고 있음.

기대효과

USN을 이용한 생태계 관리는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
해 야생조류의 생태를 관찰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어 향
후 정보제공을 통한 수익 효과 기대

재난방재 시스템은 PSPP의 안전 및 재난 구조를 위해 연구되
어져 모바일을 통한 위험상황에 대처.

u-
환경

/
재난

생태계 관리

2002년 UC-버클리 대학과 인텔 공동으로 미국 메인주 Great Duck Island
에 무선센서 네트워크 설치
섬에 사는 야생조류의 생태를 관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 방재 시스템

PSPP(Public Safety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안전 및 재난 구조를 위한
MESA(Mobility for Emergency & Safety Application)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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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외 사례 분석 > U-City 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u-폐기물

5. 국내/외 사례 분석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서비스는 RFID를 이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방츌량 감소, 재활용 촉진 및 페기물 관리를 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해외 유사사례 u-페기물

시사점

독일과 스웨덴의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기술 요소
인 RFID를 이용함.

쾌적한 오산 U-City의 구축시 일반 쓰레기 뿐만 아니라 산업단
지에서 배출되는 산업용 폐기물까지 유비쿼터스 기술요소를
접목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리 필요.

기대효과

유지관리비용 감소

쓰레기수집행정비용감축

쓰레기방출량 감소 및 재활용 촉진

- 스웨덴 지방정부의 10% 정도가 쓰레기 무게별 세금 부과시스템
을 구축∙활용 중이며 향후 확대예정

U-
폐기물

쓰레기 관리

독일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으로 쓰레기 통에 태그를 부착하고 자동차의 리더
를 통해 무게 등을 측정
차량에 부착된 컴퓨터를 통하여 스마트 카드에 정보 입력
중앙 시스템에 스마트카드를 통한 데이터 입력 및 자동 요금청구

쓰레기통 RFID시스템(Botek : 전자적재화물시스템)

스웨덴에서 RFID를 이용한 쓰레기 관리 시스템
가정용 쓰레기, 산업 재활용 쓰레기 뿐만 아니라 연료 같은 대형 산적화물까
지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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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외 사례 분석 > U-City 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u-교통

5. 국내/외 사례 분석

해외의 u-교통과 유사한 서비스는 GPS와 GIS를 이용한 도로관리, USN을 이용한 도로/정보제공서비스, RFID를 이용한 교통관련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해외 유사사례 u-교통 서비스

시사점

교통관리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기술 요소인 RFID, USN, GIS 
등를 이용함.

국외에서는 u-교통에 관련 서비스는 단독적인 시스템으로 운
영되어 있어 오산 U-City 구축시 통합 관제시스템과의 통합연
계 고려 필요. 

기대효과

GIS, LBS를 이용한 도로상태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

민간버스 운송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만 버스 배치하는
상황을 억제하여 관청의 관리/통제/규제를 원활하게 함

보고타 교통국에서 민간버스 노선도 관리를 위해 버스 23,000
대에 태그를 부착을 의무화 규제`

USN을 이용한 도로변의 상황 및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대비 및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빠른 조치함.

U-
교통

도로관리

지멘스의 INSTAR 프로젝트로 도로상태를 점검하여 입력하면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GPS  및 실내 위치추적 시스템 장착의 PDA 사용
도로에 파인 구덩이를 현지에서 표시하면 GIS와 증강현실을 이용 보수공사
시에 쉽게 확인 가능

도로/교통 정보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관측장비와
도로표면에 박힌 습도/온도센서로
부터 도로 교통정보를 제공받아
운정자에게 사전통보

교통관련 자동인식 시스템

콜롬비아 보고타 버스태그시스템
구축
교통경찰에게 3m 시별 가능한
RFID 리더 내장형 PDA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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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외 사례 분석 > U-City 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u-문화

5. 국내/외 사례 분석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u-문화 서비스는 RFID 기술을 이용한 독일의 소매점 물류관리, 관광객의 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가이드, 쇼핑
몰 안내 및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해외 유사사례 u-문화 서비스

시사점

해외에서 u-문화는 문류관리 자동화, 관광안내정보, 쇼핑몰 정
보제공 서비스 등 RFID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을 적용 .

해외에서 u-문화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 보편화가 되
어있질 않고 있는 상황임 . 

기대효과

독일의 Store Initgiatives는 소매점의 RFID를 이용한 고가물류
관리 및 결제시스템으로 실시간 도난방지 및 CD 오배열 알림
서비스를 제공

이태리의 관광가이드 서비스는 많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 없이 RFID가 장착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각국의 언어로
각종 정보를 제공

일본의 R-Click은 모바일과 연결된 RFID를 이용한 상품 및 쇼
핑 안내를 제공

U-
문화

소매점

독일의 Metro의 Future Store Initiatives
웹페드/POS와 무선연동
Case와 Pallet 레벨의 RFID 태깅에 의한 물류관리 자동화
CD 등 일부 고가품의 Item 레벨 테깅에 의한 스마트 진열대

관광가이드

이태리 텔레콤에서 실내/외 여행
자 정보(박물관, 유적지, 식당, 주
차, 극장)제공

쇼핑몰 가이드

2003년 도입되어 일본 록본기 힐
에서 이용중
NTT DoComo의 “R-Click”서비스
로 RFID를 이용한 사용자 위치에
따른 정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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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 국내사례 시사점

5.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 지역의 U-City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추진사례에 대한 주요 시사점 및 U-City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결과제를 대해 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여 활용함

지역특성을 고려하되 다른 지역과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특화 서비스개발로 오산 U-City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U-City 기반이 되는 유/무선 통신망이 우선 구축되어야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음

오산 U-City의 서비스 도출 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선정하여야 함

첨단산업단지 및 오산시의 ITS, 오/폐수 처리 등의 연관 사업들과의 추진일정 및 현황을 오산 U-City 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연계를 고려해야 함

공공서비스인 교통,환경,방범/방재, 시설물관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함

판교신도시의 도시통합센터를 성남시 ITS센터로 기능을 확대하여 설치하는 것을 계획 중이므로,  오산 U-City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오산시 ITS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진사례에
대한

주요 시사점

U-City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결과제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 방안 /관리주체 /운영인력/설치장소/서비스 모델 등 U-City 사업추진 근거 제시가
필요함을 지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IT인프라가 미흡하여 서비스 구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등의 애로사항 발생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 제도와 서비스 모델 및 선도사례가 부족하고, 부서간 협력체계 정비가 주요 해결과제로 도출

U-City 기반인 통합관제센터 부지 관련 임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 보드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법적, 행정적 해결해야 할 문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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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사례 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해외 U-City 사례는 국내와 다르게 첨단산업을 위치하기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

해외 U-City 서스 관련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RFID, USN, GIS, LBS 등 주요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국외에서는 u-교통에 관련 서비스는 단독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어 오산 U-City 구축시 통합관제시스템과의 통합연계
고려 필요

쾌적한 오산 U-City의 구축시 일반쓰레기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용 폐기물까지 유비쿼터스 기술요소를
접목한 서비스를 이용한 관리 필요.

추진사례에
대한

주요 시사점

해외 U-City 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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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 시사점 종합

5.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도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향후 오산 U-City 비전 수립이나 서비스 기회 요소 도출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함

국내 사례 종합

국외 사례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지역특성을 고려하되 다른 지역과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특화 서비스개발로 오산 U-City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U-City 기반이 되는 유/무선 통신망이 우선 구축되어야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음

오산 U-City의 서비스 도출 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선정하여야 함

공공서비스인 교통,환경,방범/방재, 시설물관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함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 방안 /관리주체 /운영인력/설치장소/서비스 모델 등 U-City 사업추진 근거 제시가 필요함을
지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IT인프라가 미흡하여 서비스 구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등의 애로사항 발생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법 제도와 서비스 모델 및 선도사례가 부족하고, 부서간 협력체계 정비가 주요 해결과제로 도출

U-City 기반인 통합관제센터 부지 관련 임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 보드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법적, 행정적 해결해야 할 문제 존재

해외 U-City 사례는 국내와 다르게 첨단산업을 위치하기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

해외 U-City 서스 관련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RFID, USN, GIS, LBS 등 주요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국외에서는 u-교통에 관련 서비스는 단독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어 오산 U-City 구축시 통합관제시스템과의 통합연계
고려 필요

쾌적한 오산 U-City의 구축시 일반쓰레기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용 폐기물까지 유비쿼터스 기술요소를
접목한 서비스를 이용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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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제1장.  지역적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

6.1  환경분석 종합1. 환경분석 개요

2.  외부 환경분석

3.  내부 환경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국내/외 사례 분석

6.  환경분석 종합



6.1 환경분석 종합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6. 환경분석 종합

환경분석을 통해 비전/전략, 서비스, 통신망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부 환경분석

내부 환경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정책 경제

사회문화 기술

오산시 도시개발 계획

상위계획 정보화역량

국내 사례분석

국외 사례분석

인터뷰

설문

비전/전략

서비스

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오산시 내부도로망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서비스
오산천, 가감이산 중심의 녹지 환경 감시 및
보존과 관련된 환경수도 차원의 특화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와 목표인구 27만이 충분히 누
릴수 있는 맞춤형, 체감형 u-서비스
표준화된 특화 서비스 및 통합 플랫폼의 일원
화를 통한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및 관련 센터 장비의 현
대화 방안

오산시 전체를 고려한 도시개발 계획 준수, 광
대역 통신망 및 무선 통신망 도입
통신망을 지역별, 단계별로 도입하는 방안과
자가망 도입에 대한 계획
BcN, FTTH, RFID 및 IPv6 기술들의 적용 및
활용을 고려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선정, 효과적인 유지
관리 및 조직 구성
전산실과 방범상황실의 통합 지휘체계 및 개
인정보보호 준수

정부의 정책과 상위계획을 준수
중장기적 안목의 비전 및 전략 수립
자급자족 도시로서 교통, 환경, 복지를 중점으
로 미래지향적 비전 및 전략 수립
U-City 비전 및 전략은 지구별 택지개발 계획
과 연계

역세권 주변의 유동인구 증가를 대비한 특화
된 시민 편의 서비스
오산신도시와 오산시 전체의 공통 서비스와
지구별 특화 서비스
주변 지역과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
화된 특화 서비스 개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성화
를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도출
융복합된 미래 도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
의 적용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확장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 수립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최대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기술의 도입

오산시 U-City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통합 플랫폼의 표준화 및 중앙 통제 체계

택지개발을 고려한 도시간의 연계성을 고려
IT 기술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과적이
고 합리적인 실행전략 수립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간 정
보 격차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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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제2장.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추진

1.1  비전체계 수립 개요

1.2  비전체계 수립 목적
1. 비전체계 수립 개요

2.  핵심성공요소 도출

3.  비전 및 목표 수립

4.  계획의 단계별 추진



1.1 비전체계 수립 개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1. 비전체계 수립 개요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비전체계 수립은 핵심성공요소(CSF), 비전 및 목표, 서비스 분야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오산시 U-
City의 단계별 발전 방안과 지역별로 연계 방안에 대해 정의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핵심성공요소 도출 비전 및 목표 수립 U-City 구축 전략 수립 U-City 발전 방안

환경분석 결과 검토

핵심성공요소 정의

SWOT 분석

목표 수립

비전 수립

구축 전략 수립

단계별 발전 방안

지역별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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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전체계 수립 목적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1. 비전체계 수립 개요

방향성
제시

일관성
유지

실효성
적용

효율성
도모

비전체계 수립 목적은 중장기적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해 일관성 유지, 방향성 제시, 효율성 도모 및 실효성 적용을 목적으로 비전 및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함

U-City의 세부 사업들이 단계적
이고 계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계획 수립

U-City의 세부 사업들이 단계적
이고 계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계획 수립

오산시 U-City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함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함

오산시 U-City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함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함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센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계획을 수립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센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계획을 수립

오산시의 택지 및 환경 개발
정책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U-City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

오산시의 택지 및 환경 개발
정책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U-City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

U-City 비전 및 목표 수립

U-City 추진 전략 수립

오산시 U-City의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수립

상위 개념의 비전과

목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오산시 U-City 

사업의 추진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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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분석 결과 검토

2.2  핵심성공요소 정의
1. 비전체계 수립 개요

2.  핵심성공요소 도출

3.  비전 및 목표 수립

4.  계획의 단계별 추진



2.1 환경분석 결과 검토 > 키워드 도출 (1/2)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핵심성공요소 도출

환경분석의 비전/전략 측면에서의 시사점 종합 결과에 따른 키워드의 도출은 다음과 같음

Key Word

정부의 정책과 상위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정
책이 요구하는 사항을 U-City 구축 시 반영

중장기적 안목에서 U-City 계획을 수립하고 오
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오산시 U-City는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모니터
링을 통해 환경수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실천
이 필요

U-City 비전 및 전략은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구도시간의 연계성을 고려

향후 운영모델 및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실행방
안을 수립하여 U-City를 구축

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
고 있어 IT기술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주민참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방안과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수립이 필요

지역 주민간 정보 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취지
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비전 / 전략 측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이 필요

환경수도 만들기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도
출

오산천, 독산성, 세마대 등의 문화유적을 활성
화 및 복지환경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 도출

오산시의 맞춤형, 체감형 U-City 서비스를 도
출

공공기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고려

오산시 2020년도 목표 인구 27만이 충분히
누릴수 있는 U-City 서비스 도출

지역특성을 고려하되 다른 지역과 호환 및 연계
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특화 서비스개발로
오산 U-City에 필요한 서비스 모델 개발 필요

U-City에서 사용할 통합플랫폼의 표준화와 일
원화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
록 우선적으로 검토

서비스 측면

정부 및 상위 계획 준수

중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

지속적인 홍보

환경수도 만들기

신구도시간 연계성 고려

운영모델에 대한 합리성

IT기술 접목으로 시너지 창출

주민 참여 및 수요자 중심

지역 주민간 정보 격차 해소

문화 유적 및 복지 환경 활용

대중교통 체계 개선

맞춤형, 체감형 서비스

표준화 및 특화 서비스

통합 플랫폼 표준화 및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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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분석 결과 검토 > 키워드 도출 (2/2)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핵심성공요소 도출

환경분석의 비전/전략 측면에서의 시사점 종합 결과에 따른 키워드의 도출은 다음과 같음

Key Word통신망 측면 도시통합운영센터 측면

공공서비스인 교통,환경,안전, 시설물관리를 안

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망을 자가망으

로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오산시 전체를 고려한 도시개발 계획 준수, 광

대역 통신망 및 무선 통신망 도입

BcN, FTTH, RFID 및 IPv6 기술들의 적용 및

활용을 고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및 각종 전광판 들

의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정의

운영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조직, 장비

등)를 수립이 필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광대역 통신망 및 무선

통신망 도입 고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대적

인 기술 도입 등을 고려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하고,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상하수도, 폐기물, 무공해 에너지, 녹지네트워크, 
오산천과 각종 지천들의 개발 이후 U-City 서비
스를 이용한 유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

신구도심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을 고려

오산시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시스템 운영을 고
려하여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계획하고 향후
효과적인 통합 운영 방안이 필요

통합운영센터로 통합이 필요한 전산실, 각종 정
보시스템 들을 식별하고 U-City 서비스 등을
중앙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방
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 플랫폼의 표준화
및 일원화를 관리

자가망 구축

기존 인프라 최대한 활용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대적 신기술 도입

주민의 평등한 혜택 제공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관리

통합 관리의 운영비 절감

중앙통제 방식의 운영

통합 운영 조직 및 인력

통합 플랫폼 표준화 및 일원화

지역 주민간 정보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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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심성공요소 정의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2. 핵심성공요소 도출

오산시의 외부환경분석, 내부환경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Key Word를 종합하여 핵심성공요소
(CSF)를 정의함

핵심성공요소(CSF)Key Word Key Word

정부 및 상위 계획 준수

중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

지속적인 홍보

환경수도 만들기

신구도시간 연계성 고려

운영모델에 대한 합리성

IT기술 접목으로 시너지 창출

주민 참여 및 수요자 중심

지역 주민간 정보 격차 해소

문화 유적 및 복지 환경 활용

대중교통 체계 개선

맞춤형, 체감형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강화

중장기적 안목의 서비스

표준화 및 특화 서비스

통합 플랫폼 표준화 및 일원화

삶의 질 향상의 실현

자가망 구축

기존 인프라 최대한 활용

개인정보 체계 구축

현대적 신기술 도입

주민의 평등한 혜택 제공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관리

통합 관리의 운영비 절감

중앙통제 방식의 운영

통합 운영 조직 및 인력

정부, 상위 기관, 오산시의 계획 준수 및 법제
도를 준수하고 중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

정부, 상위 기관, 오산시의 계획 준수 및 법제
도를 준수하고 중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체감형 서비스와
오산시만의 특화 서비스 제공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체감형 서비스와
오산시만의 특화 서비스 제공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오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오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 및
정보화 격차 해소로 평등한 혜택 제공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 및
정보화 격차 해소로 평등한 혜택 제공

기존 인프라의 최대한 활용과 신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기존 인프라의 최대한 활용과 신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중앙집중식 관리 개념의 통합운영센터 조직
구성과 운영비용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중앙집중식 관리 개념의 통합운영센터 조직
구성과 운영비용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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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제2장.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

3.1  SWOT 분석

3.2  비전/목표 수립
1. 비전체계 수립 개요

2.  핵심성공요소 도출

3.  비전 및 목표 수립

4. 계획의 단계별 추진



3.1 SWOT 분석 >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분석의 내부환경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오산시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외부환경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함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내부
능력

외부
요인

경부고속도로, 국도1호선, 경부선철도 등
광역교통망의 요충지

수도권남부의 중심에 자리잡은 양호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 등의 관광자원

2020년까지 오산신도시, 가장산업단지 등
활발한 개발계획 수립 및 진행

문화와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삶의 질이
높은 생활환경으로 U-City 활성화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음

지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 부재

도시개발 규모에 비해 문화시설, 공원, 녹지 등
휴식공간 절대 부족

도로, 철도, 오산천 등에 의한 지역 단절로
토지이용효율 저하

도심지역이 남동측에 치우쳐 입지

교통체계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고 특정 도로의
교통정체가 상시 발생에 대한 대응이 미흡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수도권 기타 도시와 같이 개발 압력을 받고 있음

수원~천안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접근성 발달

오산천, 물향기수목원을 등 문화재 주변 지역
도시민들의 이용이 활발

인구구조가 젊은층이 많은 도시로 U-City 
활성화가 가능

가감이산 부근의 중앙공원의 계획으로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풍족해짐

주변의 수원, 화성, 평택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자체 경제권의 축소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베드타운 가속화 우려

화성 동탄, 평택 등 주변지역의 개발가속화로
인한 도시연담화 우려

오산천과 철도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 등이 있어
오산시 신구도시의 연계성에 장애

타 시도와 연계하여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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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WOT 분석 > 강점(S) 및 기회(O)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분석의 내부환경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오산시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외부환경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함

SWOT 매트릭스 강점/기회요소

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생태축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

전략방향

내부능력

외부요인
강점(S) 약점(W)

기회(O) WO

위협(T) ST WT

SO

오산신도시, 뉴타운, 산업단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과
개발이 U-City 개발과 일정상 연계가 가능한 시기에
있어 모범적인 U-City의 구축이 무난할 것임

주변지역(수원, 동탄, 평택 등)과의 접근성이 우수하
고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중간지점에 위치
해 있어에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U-City
의 서비스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임

오산천, 맑음터공원, 물향기수목원을 생태축으로 관
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주변 지역의 도시민
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
스의 제공이 필요함

수원~천안간 복선 전철 개통으로 현재보다 더욱 좋
은 교통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관광자원 등의 개발로 자급자족도시의 여건
도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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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WOT 분석 > 강점(S) 및 위협(T)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SWOT으로 부터 위협과 강점요소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위협 및 강점요소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함

SWOT 매트릭스 강점/위협요소

주변지역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 교통 등에
대한 U-City 서비스의

발굴에 집중

전략방향

내부능력

외부요인
강점(S) 약점(W)

기회(O) SO WO

위협(T) WTST

주변지역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이 좋은 반면 오산시
보다 규모가 큰 도시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권이 약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베드타운으로 변모되고 자급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에 저해요소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주변 도시인 수원, 화성 동탄, 평택, 용인 등의 개발
가속화로 인한 도시연담화 및 오산시만의 U-City 서
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 및 활성화 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환경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오산천과 철도로 분
리되어 있는 지역의 연계성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하
며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의 도입을 해야함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U-서비스 도입은 주거민의 외
면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초기에
는 향후 수요에 맞는 다양한 U-서비스의 구현이 가
능토록 기반인프라(통신망, 센터, 기본 U-서비스)요
소에 집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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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WOT 분석 > 약점(W) 및 기회(O)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SWOT으로 부터 약점과 기회요소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약점 및 기회요소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함

SWOT 매트릭스 약점/기회요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U-City
서비스의 제공

전략방향

내부능력

외부요인
강점(S) 약점(W)

기회(O) SO WO

위협(T) ST WT

오산시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여러 지구의 균형 발전
을 도모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는 U-City 서비스의 도
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서울과 행정중심복합
도시의 중간 지점의 특성의 기회를 살려야 함

도로, 철도, 오산천 등으로 인한 도시구조 단절을 극
복하고 토지이용율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면 편
리한 주거 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
음

일부 지역에 대한 교통 혼잡과 접근성의 미흡한 부분
을 개선하고 오산시의 환경휴식공간과 문화재 주변
지역의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해야 함

도시개발 및 특성을 고려한시설, 공원, 녹지 등의 휴
식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서비스를 도
입해야함

32대 CCTV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슬럼화 지역에 대
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므로 방범 서비스의 강화가 필
요함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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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WOT 분석 > 약점(W) 및 위협(T)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SWOT으로 부터 약점과 위협요소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약점 및 위협요소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함

SWOT 매트릭스 약점/위협요소

오산시 전체에 대한
균형적 지역 발전과 연계된

U-City 발전모델 정립

전략방향

내부능력

외부요인
강점(S) 약점(W)

기회(O) SO WO

위협(T) ST WT

도시 문화환경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원, 녹지 등의
휴식공간을 확보화고 타도시와 특화할 수 있는 여건
과 환경에 필요한 U-City 서비스를 도출해야 함

교통체계의 정비를 비롯해 관광지 주변의 혼잡을 해
결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과 시민서비스 향상에 집중
하여야 함

동서간 빈부의 격차와 신구도시 사이의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반대요소가 현존하고 있어 특
수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개별 u-서비스 보다는 대
중을 위한 공공서비스 및 이를 이용한 확장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함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반대 정서는 서비스에 이용되는 개인 정보에 대
한 철저한 정보보안이 U-City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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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WOT 분석 > SWOT 분석 결과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분석의 결과를 이용한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SWOT 분석 결과

내부능력

외부요인
강점(S) 약점(W)

기회(O)

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생태축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U-City 서비스의 제공

위협(T)

주변지역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 교통 등에 대한 U-City

서비스의 발굴에 집중

오산시 전체에 대한 균형적 지역 발전과 연계된

U-City 발전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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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전/목표 수립 > 핵심가치 도출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핵심성공요소와 SWOT분석의 결과에 따른 핵심가치는 미래신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및 자연친화적 도시를 축약되며 비전과
목표 수립의 기초로 활용함

핵심성공요소(CSF) 핵심가치 SWOT 분석 결과

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생활환경과
생태축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격 서비스의 제공

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생활환경과
생태축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격 서비스의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U-City 

서비스의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U-City 

서비스의 제공

오산시 전체에 대한 균형적 지역
발전과 연계된 U-City 발전모델 정립

오산시 전체에 대한 균형적 지역
발전과 연계된 U-City 발전모델 정립

주변지역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 교통

등에 대한 U-City 서비스의 발굴에
집중

주변지역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 교통

등에 대한 U-City 서비스의 발굴에
집중

정부, 상위 기관, 오산시의 계획
준수 및 법제도를 준수하고
중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

정부, 상위 기관, 오산시의 계획
준수 및 법제도를 준수하고
중장기적이고 단계별 추진

시민에서 실효성 있는 체감형
서비스와 오산시만의 특화

서비스 구축

시민에서 실효성 있는 체감형
서비스와 오산시만의 특화

서비스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오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오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 및 정보화 격차 해소로

평등한 혜택 제공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 및 정보화 격차 해소로

평등한 혜택 제공

기존 인프라의 최대한 활용과
신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기존 인프라의 최대한 활용과
신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중앙통제 개념의 통합운영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비용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중앙통제 개념의 통합운영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비용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범죄 및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

광역교통망 요충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신속·정확한 첨단 교통도시

물향기 수목원, 오산천을 포함한
문화휴식벨트와 연계를 통한

쾌적한 환경 도시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건강관리와
문화의 혜택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수 있는 복지도시

2020년 계획 인구 35만의 도시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화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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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항상 안전한 도시

체감형 첨단 복지 도시

일상의 삶이 산소같은 도시

교통장애가 없는 신속한 도시

지능화된 시설의 똑똑한 도시

3.2 비전/목표 수립 > 비전 수립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핵심가치로 선정된 5개 항목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상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키워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비전을 수립함

핵심가치 재구성

범죄 및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

광역교통망 요충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신속·정확한 첨단 교통도시

물향기 수목원, 오산천을 포함한
문화휴식벨트와 연계를 통한

쾌적한 환경 도시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건강관리와
문화의 혜택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수

있는 복지 도시

2020년 계획 인구 35만의 도시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화된 도시

CareCare

RapidRapid

AirAir

HealthHealth

sMartsMart

CHARM

“ 고품격 삶의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져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살고 싶은

도시를 상징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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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u-서비스 제공

운영 및 비용절감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지역의 확산 및 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모델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효과중심의 사업추진

3.2 비전/목표 수립 > 비전/목표 체계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3. 비전 및 목표 수립

오산시 U-City는 실천 가능한 비전과 사용자, 제공자, 운영자 측면에서 최적화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

살고 싶은 CHARM 매력적인 오산시 건설살고살고 싶은싶은 CHARMCHARM 매력적인매력적인 오산시오산시 건설건설

수도권 남부의 신주거 문화 도시로써 도시기능 완비, 환경중시, 미래사회로의
도약 및 문화와 복지가 서로 공존하는 살고 싶은 도시

젊고 건강한
도시

주변도시와의
융화

수요자 중심
U-City 구축

비비 전전

목목 표표

전전 략략

Care Health Air Rapid sMart

시민이
항상 안전한 도시

체감형 첨단
복지도시

일상의 삶이
산소 같은 도시

교통장애가 없는
신속한 도시

지능화된 시설의
똑똑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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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제2장.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

4.1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개요
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4.4  단계별 추진일정
4.5  U-City구축 로드맵

1. 비전체계 수립 개요

2.  핵심성공요소 도출

3.  비전 및 목표 수립

4.  단계별 추진계획



4.1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개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수립은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 등 통합추진체계를 정의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소요재원 및 기대
효과 산정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대응방안

이행과제 및 세부이
행과제 식별

이행과제의 추진 방
향 및 고려사항 정의

투자비 산정
범위 정의

투자비 산정

기대효과 및
투자효과 산정

재원조달 유형 파악
통합 추진 조직 및 역

할 정의

단계별 홍보방안
수립

통합추진체계

세부이행과제별
추진 일정 계획

재원조달 유형 선정

재원조달 방안 수립

법제도 식별 및 분석

법제도 대응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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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계별추진계획수립 목적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통합이행계획을 통해 오산시 U-City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진행과정과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이행과
정을 추진하는 체계를 수립함

통합이행계획의 목적

오산시
U-City 통합이행계획

U-City 서비스, 

도시통합운영센터, 

통신인프라 구축 등의

단계별 추진, 구축예산 및

기대효과, 추진조직, 

효과적인 홍보방안 제시를

통해 U-City 사업관리의

기초로서의 실행 로드맵을

수립함

성공적인 U-City 구현

성공적인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함

오산시의
내외부 현황분석,
국내외 선진사례,
이해관계자 분석

오산시 U-City
분야별 서비스

구축 방안

오산시 U-City
통신망 및 인프라
구성 방안

오산시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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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계별 추진전략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오산신도시 U-City 구축의 이행과제와 세부이행과제를 식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계획을 수립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소요재원 및 기대
효과 산정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대응방안 통합추진체계

오산신도시의 U-City 구축 사업의 이행과제와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일정 계획을 수립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추진 일정 계획 정의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통합 로드맵 수립

추진 일정 계획

분야별 세부이행과제의 추진 목적 및 추진

방향 정의

분야별 세부이행과제의 단계별 추진 내용과

추진시 고려사항 정의

이행과제 추진 방향

서비스 분야의 이행과제와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을 종합

통신망 분야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이행과

제와 세부이행과제를 종합

이행과제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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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 서비스 (1/3)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오산신도시 U-City 구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이행과제와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주요 제공정보 관련부서 연계기관 연계방식

서비스

교통

교통제어
교통신호제어

CCTV 소통상황
교통과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교통흐름
기본정보

교통 신호 제어 데이터

대중교통정보제공
버스/지하철/열차
운행/연계 정보

교통과
경기도버스종합상황실

서울 Metro, Korail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노선정보, 환승정보

버스 배차 정보, 운행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정보

도로 소통상황
교통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화성동부경찰서
광역 버스 정보 연계

고속도로, 국도 정보 연계

법규위반자동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신호/과속 단속

교통과

시민과

국토해양부

화성동부경찰서
차적정보 연계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대응,관리/

도로교통정보제공
오산시 교통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화성동부경찰서
돌발상황감시 및 정보 전달

환경

환경감시
오산신도시 하천 수질, 

유량 정보 제공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방재센터, 기상청

대기오염, 환경 모니터링 정
보 공유, 기상청 AWS 연
계, 환경부 NAMIS 연계

환경정보제공
환경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기상정보, 대기상태 정보, 수
질, 악취 정보 등을 공유

하여 정보제공

환경자원관리
환경자원시설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오산시 상하수과

오산시 청소과

오산시 환경위생과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비를
감안한 상위계획과의

시스템 연계

* 신도시정책과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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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 서비스 (2/3)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주요 제공정보 관련부서 연계기관 연계방식

서비스

안전

공공지역방범

방범용 CCTV 카메라,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비상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재난관리과

농림과

화성동부경찰서

공원관리소

응급상황, 비상출동 요청 정
보에 대해 실시간 연결, 영

상정보 제공
SMS, 비상통화 라인 확보

차량번호인식

차번인식용 CCTV
이용하여 차량운행정보
및 단속대상차량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오산시 교통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경기지방경찰청
단속대상차량정보 제공 및 연

계

행정

미디어행정
거리와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통해
공공정보전달

교통과

건설과

정보통신과

N/A
행정정보, 지역정보, 고지사항, 

홍보, 광고 등을 Display에
표출

공공서비스포털
Web을 통해 시정, 

복지, 서비스 정보 전달
정보통신과

모든 현업 부서
각 중앙부처 연계

타 도시 센터와 연계시 제공
되는 정보를 공유

중앙부처의 전달 정보를 공유

시설물관리

U-City시설물관리

오산신도시가 정보제공
장치, 기타 시설물에
대해 통합운영/관리

서비스

정보통신과

건설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U-City 시설물 종류, 분류 체
계, 시설물 정보, 관리결과, 

유지보수 비용 등

지하시설물관리
지하시설물모니터링 및

도시기반정보 연계

오산시 상하수과

오산시 정보통신과

오산시 건설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하시설물 정보 제공 및 연
계

가로등관리
가로등 제어, 관리 및

모니터링
오산시 정보통신과

오산시 건설과
한국전력공사

전력량 정보 제공 및 돌발 상
황 대응

* 신도시정책과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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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 서비스 (3/3)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주요 제공정보 관련부서 연계기관 연계방식

서비스

복지

홈정보
댁내에 Wall Pad를
활용하여 생활에

유용한 공공정보 전달
정보통신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경기도 재난방지청
u-서비스 정보(교통, 환경 등)

Wall Pad를 통해 연계

맞춤형건강관리
원격방문건강관리,

응급상화발생시
병원연계 지원

오산시 보건소

오산시 환경위생과

오산시 주민복지과

오산시 청소과

오산시 주변 응급센터 및
병원

오산시자활후견기관

응급환자 진료기록 연계 및
실시간 건강관리 진원

문화

녹색자전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제공함

교통과

건설과

주민복지과

국토해양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보, 사

용 방향 등에 대해 공유

u-Street
IT와 문화가 접목된
오산신도시만의 u-
Street를 조성함

정보통신과
건설과, 시민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미디어행정을 통해 표출할 정
보 공유

시정정보, 홍보. 광고 등도 가
능

* 도시과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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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 통신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통신망 통신망

기초인프라 구축
통신관과 맨홀 공사의 통신관로 기능과 전기 신호를 광선 신호로 바꾸어 유리섬유를 통하여 전달하는

광케이블 케이블을 관로에 포설하는 선로 기능 구현

유선망 구축
광케이블로 전달되는 광신호를 처리 및 전달을 위한 통신 백본기능을 수행하는 전달망과 서비스

트래픽을 수집 및 중계하는 액세스망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통한 유선망 기능 구현

무선망 구축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Wi-Fi Mesh 무선 기술을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능 구현

시험 운영 기초인프라, 유선망, 무선망 기능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체크 및 통합 운영환경 시험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통신망에 대한 이행과제와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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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 도시통합운영센터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도시통합
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
센터

기반설비 구축 센터 내의 기반설비인 전기, 소방, 공조, 통합배선 및 운영환경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기반환경

기반시스템 구축 센터 내의 서버, 네트워크 출입통제 시스템 및 상황판 시스템 기능 구축 및 구현

기반솔루션 구축 4대 부문 서비스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통합운영플랫폼, GIS, 통합 DB 등의 기능 구축 및 구현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축
공원관리시설 기능 포함하는 복합시설 건축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이행과제와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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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 서비스 구축 시 행정 처리 사항(1/2)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서비스 별 내부 각 실과 및 연계기관과의 행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연계기관 연계업무

업무협조 사항

부문 서비스명 행정처리절차 협조내용

교통

교통제어
화성동부경찰서

교통행정과
기존 오산시 신호체계 연계

-기존 오산시 신호제어시스템
연계는 오산시 교통행정과 처리
사항임

-

교통정보제공 경기도버스정보센터 1번 국도 교통정보 연계

-연계기관 및 정보제공구간 선정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공문발송(오산시)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협의

-전용선신청(30km미만)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1번
국도 노드/링크 확인 후 교통
정보 제공 구간 협의

대중교통

정보제공
경기도버스정보센터 버스위치, 도착정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협의

-노드/링크 구축 일정 협의

-연계 방식 및 일정 협의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차적조회시스템
활용

오산시 불법 주정차
차적조회시스템 활용(행정망) -

환경
환경감시,

환경정보제공

기상청 기상정보 수신 공문처리(ID 신청서 첨부) ID 부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정보 수신 공문처리 웹서버 주소 공개

안전 공공지역방범 경찰서, 지구대 지구대 출동요청
전화/공문처리

상황발생 시 이력관리
상황출동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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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 서비스 구축 시 행정 처리 사항(2/2)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서비스 별 내부 각 실과 및 연계기관과의 행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연계기관 연계업무

업무협조 사항

부문 서비스명 행정처리절차 협조내용

행정

미디어행정
정보통신과

건축과
시정정보, 공지사항, 

긴급상황 등
정보통신과 협의,

설치 장소 협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서비스

포털과 병행

공공서비스포털 정보통신과 오산시 보유 컨텐츠 정보통신과 협의
포탈 서비스의 효과 증대를

위한 컨텐츠 확보 및 공유 방
안

시설물관리
U-City

시설물관리
정보통신과 GIS DB 수신 정보통신과 협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GIS 데
이터 공유 및 연계 방안

특화

녹색자전거 정보통신과 - 건축과 협의
자전거 보관소 등 구조물 설

치에 따른 행정협의

u-Street 건축과
시정정보, 공지사항, 

긴급상황 등
정보통신과 협의,

인도 및 보도 설치 협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서비스

포털과 병행

홈정보
정보통신과

건축과
통합센터와 아파트간 연계 오산시 조례 제정 필요

WallPad를 통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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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교통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교통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교통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 IT 기술과 초고속 유무선통신 인프라를 접목한 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신교통환경을 구축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다양한 제공매체를 통하여 접근이 용이한 실시간 교통정보의 제공으로 정보 이용도를 높여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자에게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

추진 시 법,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U-City 건설지원법,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기술표준화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표준에 따름(유비쿼터스 IT 기술 표준안, 노드-링크 체계 표준안 등) 
교통정보제공 매체는 인터페이스의 편의를 고려함(이용편의성, 조직성, 일관성, 심미성, 경제성, 친근감 등)
타 사업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도로기반공사, 주차장 구축, 향 후 추진예정 교통 시스템 등)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교통

교통제어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1번국도, 82번 국지도 연계 구
축

시스템 안정화

대중교통정보제공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뉴타운, 구도심 연계 구축 오산시 북부 일부 확대 구축

교통정보제공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주요간선도로 연계 구축 오산시 일부 확대 구축

법규위반자동단속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상업지구 등 밀집 지역 구축 시스템 안정화

돌발상황관리 -
주요교차로, 산불, 노후 건물 감
시 등 복합 용도 활용

시스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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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환경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환경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환경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오산신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자동측정망에 연계하여 신속,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
환경정보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외선, 황사, 오존 등 건강과 밀접한 환경지표를 웰빙환경정보로
가공하여 제공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종합상황실에 전송장치, 신설 측정소용 모니터 등 추가 설치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량 고려
보건환경연구원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기존에 구축된 장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제공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보 표출 방안에 대한 고려와 환경정보의 대민 공개 범위에 대한 고려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환경

환경감시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오산천, 누읍단지, 오산 북부 등
으로 확대 구축

소음 등 감시 항목 확대 및 시스
템 안정화

환경정보제공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구도심, 오산천, 누읍단지, 오산
북부 등으로 확대 구축

시스템 안정화

환경자원관리 -
오산시 전역의 배수지 관리 및
처리장 연계 관리

시스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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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안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안전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안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도시의 치안, 방범을 강화하고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도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재난, 사건/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감시, 분석하고, 최적화된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 및 관련 유관기관들에게 제공

추진 시 법,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U-City 건설지원법,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 등)
기술표준화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표준에 따름(유비쿼터스 IT 기술 표준안 등) 
영상 관리 매체는 인터페이스의 편의를 고려함(이용편의성, 조직성, 일관성, 심미성, 경제성, 친근감 등)
타 사업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함(도로기반공사, 조경 공사,  가로등공사, 통신/전기 등)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안전

공공지역방범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산업단지 주변, 뉴타운, 구도심
등 시스템 확대

오산시 북부 등 일부 지역 확대
및 시스템 안정화

차량번호인식 -
오산시 진/출입로 주변 시스템
구축

주변지역 연계 및 시스템 안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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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행정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행정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행정

시민을 위한 민원 및 행정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언제, 어디서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의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포털의 경우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웹접근성을 적극 수용

각종 민원 서류를 시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선정하고 24시간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추진

휴대기기를 이용한 현장에서의 행정처리 및 신속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행정

미디어행정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뉴타운, 구도심 및 오산천 주변
으로 시스템 확대 구축

시스템 안정화

공공서비스포털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교육, 근로, 고용 등 실시간 정
보 제공 확대
오산시 포털과의 통합 연계

지속적인 컨텐츠 발굴 및 시스
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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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시설물관리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시설물관리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시설물관리

매립되어 있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시설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U-City 관련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신기술들을 검토하고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기존 시설물 관리 업무를 오프라인 형태에서 온라인과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되어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시설물관리

U-City시설물관리

오산 신도시지구 서비스에 해
당하는 현장 시설물 관리 시스
템 구축
타블렛PC 등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추가 서비스에 대한 현장 시설
물 관리 시스템 확장 구축
현장 지원 시스템 확대

각 관리 시스템 통합 및 센터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 통합 및 안정화

지하시설물관리 -
7대 지하시설물 연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가로등관리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으로
확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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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복지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복지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복지

무인자전거 임대/반납, 헬스장비관리, 운동이력관리 등의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
이용자에게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Fun & Entertainment 요소의 컨텐츠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증대
공원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커뮤니티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오산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오산신도시 내에
랜드마크 상징공간 구현

u-특화 서비스는 제공 시스템 및 사용자 Needs에 따라 서비스 변화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변동 및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
설치 예상지역인 오산천, 가감이산, 물향기 수목원 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필요한 공간/시설 선정 및 설치지점 선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의세부계획수립및추진은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등관련제도정비여부에 따라일정조정예정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복지

홈정보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뉴타운, 구도심 등으로 확대
Wall Pad 미보유 세대를 위한
단말기(ex. In Home Display) 
운영

시스템 보급 및 안정화

맞춤형건강관리 -
독거노인, 신생아 등에 대한 원
격의료 관리 및 평생 지원 시스
템 구축

시스템 보급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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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문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문화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문화

무인자전거 임대/반납, 헬스장비관리, 운동이력관리 등의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
이용자에게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Fun & Entertainment 요소의 컨텐츠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증대
공원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커뮤니티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오산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오산신도시 내에
랜드마크 상징공간 구현

u-특화 서비스는 제공 시스템 및 사용자 Needs에 따라 서비스 변화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변동 및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
설치 예상지역인 오산천, 가감이산, 물향기 수목원 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필요한 공간/시설 선정 및 설치지점 선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문화

녹색자전거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오산천, 뉴타운, 구도심을 연계
하는 동서축과 남북축의 자전
거 서비스 확대 구축

시스템 안정화

u-Street 오산신도시 서비스 구축
디지털 장비의 특성화 및 기능
의 확대로 특화된 미디어 거리
조성

시스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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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통신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통신망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통신망

오산신도시의 통신 인프라 기초시설인 선로, 관로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u-서비스의 단말 정보를 통합운영센터에 전달하는 물리적 매체의

구축

오산신도시에 구축될 u-서비스의 각종 단말 트래픽을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전달하기 위한 전달망, 가입자망, 무선망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단말 및 센서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광케이블의 여유 코어를 고려하고 무인국사, 전송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의 물리적 위치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통신인프라

기초인프라 구축 오산신도시 관로 및 선로 공사
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의
관로 및 선로 공사

구도심 일부 추가 관로 및 선로
공사(오산 북부)

유선망 구축
센터, 통신국사 및
서비스단말에 통신망 설비
설치

센터, 통신국사 및
서비스단말에 통신망 설비
설치

센터, 통신국사 및
서비스단말에 통신망 설비
설치

무선망 구축 무선망 구축 무선망 확대 구축 무선망 확대 구축

시험 운영
통신망 설비, 관로 및 선로에
대한 유지보수

통신망 설비, 관로 및 선로에
대한 유지보수

통신망 설비, 관로 및 선로에
대한 유지보수

187



4.3 단계별 추진계획 정의> 도시통합운영센터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도시통합운영센터 분야에 대한 추진 목적 및 방향,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신도시 U-City에 구축되는 다양한 u-서비스들의 정보를 수립하여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융복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U-City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축
추후 시스템 및 서비스 추가에 따른 통합과 연계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 설계

오산시 개발계획 일정과 도시통합운영센터 공사의 일정에 대한 업무 협조가 필요
도시통합운영센터 설계범위는 U-City 서비스를 위한 기반설비, 시스템, 솔루션 등에 한함 (기존 오산시청의 전산실 이전/설치/구축 관련 부분
제외)
추후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운영조직 및 프로세스를 수립

4. 단계별 추진계획

과 제 명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과제 범위

추진 시
고려사항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도시통합

운영센터

기반설비 구축
오산시 전 지역 및 에너지 효율
을 고려한 전기, 공조 등 설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반시스템 구축
1지구 제공 서비스 기반 공통
시스템 규모 산정 및 서버 통합

1지구 서비스 확장 및 2지구 추
가 서비스 기반 시스템 용량 재
산정 및 커스터마이징

1,2지구 서비스 확장 및 3지구
추가 서비스 기반 시스템 용량
재산정 및 필요 시 H/W 수직,
수평확장

기반솔루션 구축
통합플랫폼 개발
공용 S/W 확보

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2단계
(2015~2019) 서비스에 해당하
는 S/W 추가 확보

통합플랫폼 안정화 및 3지구 서
비스에 해당하는 S/W 추가 확
보

도시통합운영센터신축
공원관리시설 기능 포함하는
복합시설 건축 - -

188



4.4 추진일정 계획 > 교통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교통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교통

교통제어

대중교통정보제공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자동단속

돌발상황관리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주요 추진 방안
서비스간의 정보가 서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구축후 충분한 시험 기간을 확보

실시간의 교통정보를 다양한 장비에 제공하고 향후 타 도시와의 연계 및 확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현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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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환경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환경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환경

환경감시

환경정보제공

환경자원관리

주요 추진 방안

환경관련 시설물은 표준화되고 각종 환경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도입

특히 환경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들의 충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을 확보

환경정보를 시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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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안전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안전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안전

공공지역방범

차량번호인식

주요 추진 방안

효과적인 방범이 될수 있도록 CCTV의 위치 선정에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 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시

스템을 구축

차량의 정보를 지방 경찰청 DB와 상호 연계함에 있어 연계정보와 연계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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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행정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행정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행정

미디어행정

공공서비스포털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주요 추진 방안

포털의 경우 단순히 홈페이지 수준이 아닌 웹2.0의 참여, 공유, 개방의 개념을 충분히 구현

PC 뿐만 아니라 개인용 휴대기기로도 포털에 접속 및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준수

정보의 제공 시설물인 미디어 보드는 TV 송출을 고려하고 전자현수막의 경우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한 광고 서

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192



4.4 추진일정 계획 > 시설물관리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시설물관리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시설물관리

U-City시설물관리

지하시설물관리

가로등관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주요 추진 방안

지하시설물 관리는 타 도시기반 인프라(전기, 가스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하고 GIS 현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U-City 시설물의 경우, 기존 시설과 정보전달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므로 장애 발

생시 대응방안, 유지보수 방안, 시설물 관리 조직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 추진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확장 및 서비스 운영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확장 및 서비스 운영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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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복지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복지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복지

홈정보

맞춤형건강관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주요 추진 방안

시민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 후에 활용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

서비스 구축 후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

맞춤형건강관리의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등 관련제도 정비여부에 따라 일정 조정 예정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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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문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문화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문화

녹색자전거

u-Street

주요 추진 방안
시민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 후에 활용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

서비스 구축 후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서비스 운영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현장 시설공사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센터시스템 구축

통합 및 인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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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통신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통신망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통신망

기초인프라 구축

유선망 구축

무선망 구축

시험 운영

통신관로 구축 (국사 포함)
현장시설 공사

인수시험 및 시험운영

서비스 운영

전달망(MSPP, Edge S/W) 구축

액세스망 (PON OLT, ONT) 구축

Wi-Fi Mesh 구축

통신관로 구축 (국사 포함)
현장시설 공사

통신관로 구축 (국사 포함)
현장시설 공사

전달망(MSPP, Edge S/W) 구축

액세스망 (PON OLT, ONT) 구축

전달망(MSPP, Edge S/W) 구축

액세스망 (PON OLT, ONT) 구축

Wi-Fi Mesh 구축

Wi-Fi Mesh 구축

인수시험 및 시험운영

인수시험 및 시험운영

주요 추진 방안
통신망은 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착오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무선망의 경우 유선망이 구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충분한 시험을 거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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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한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도시통합

운영센터

기반설비 구축

기반시스템 구축

기반솔루션 구축

도시통합운영센터신축

전기, 소방, 공조시실, 통합배선 구축

공간 인테리어 설비 구축

센터 네트워크 구축

센터 서버 시스템 구축

상황판 시스템 구축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

통합 DB 설계 및 구축

주요 추진 방안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센터 구축후에 장비의 설치 및 시험 기간을 확보

센터 구축 후 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에 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관련 부서와 담당자 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장

애 및 오류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

센터 네트워크 커스터마이징

센터 서버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센터 네트워크 커스터마이징

센터 서버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통합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통합 DB 커스터 마이징

통합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통합 DB 커스터 마이징

건물신축

공원관리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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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년

1지구

2지구

3지구

2,3지구
통합

8월-입주시작

택지개발사업

9월-1,2지구 U-City기본설계 종료

12월-실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조성공사(예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성공사(기존)

9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2,3지구 통합 토지이용계획수립)

6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중도위 심의 조건부 의결)

통합
개발계획 수립

조성공사(예상)

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 2,3지구 통합계획 일정(예상)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세교 2,3지구의 통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절차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고 있음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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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 센터 운영 방안 > 임시 센터 운영

세교 2,3지구 통합계획에 따른 일정의 변경으로 인해, 1지구 U-City의 안정적인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센터 위치와 공간확보
등의 추진 가능성과 추진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내용 09 2010 2011 2012 2013 2016

U-City
구축 계획

세교1지구

세교 2지구

실시설계 및 구축

실시설계 및 구축

통합운영
센터 건축

운영 및
센터이전/통합

센터
통합구성 • 1지구 운영

• 서비스 확장 시험

9월-1,2지구 기본설계 종료

추진 일정계획(예상) 임시센터 운영 시 장단점 및 고려사항

구분 내용

위치

오산

신도시

현장

사업단

• 신도시 현장사업단에 임시 센터 구축

- 최소 50㎡ 이상

• 공간 및 운영 기간에 대해 긍정적

• 임시 센터 운영의 최적지

U-City

개발

사무실

• 1지구 U-City 개발사무실 구성 및 운영

조건으로 포함하여 발주

• 오산신도시 내 사무실 임대가능 유무 불명확

장단점

장점

• 1지구 U-City 우선 운영 가능

• U-City 운영 능력 확보로 지역 확장 시 대응

체계 확보(단, 오산시 운영 참여 시)

단점

• 센터 관리/운영 이관(LH 오산시) 어려움

- 운영기간, 관리/운영 주체, 본 센터로의 이전

등

• 추가 소요 비용 발생

- 임시센터 구축, 관리/운영비, 이전비 등

• 이전 시 위험 요소

- 장비파손,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민원 발생

추진 시

고려 사항

• 사업자 간 인수인계 조건, 방식, 본 센터 이전

방은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 필요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 > 센터 운영 방안 > 임시 센터 운영 > 임시 운영 방안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오산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세교1지구와 세교 2지구간의 개발 시간차가 발생, 우선적으로 세교1지구 공원부지내 건축하여 세교 1지
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센터의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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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별 추진계획

도시통합운영센터 임시센터 구축 시 고려 사항

구분 내용

기반시스템

• 상황판은 50인치 이상의 LCD 모니터로 대체 구축. 단, 장비 최소화 구축(최대 2대)

• 센터 구축 시 센터 관리 시스템(FMS, NMS, SMS)의 모니터링 장비로 활용. 

• 출입통제시스템은 임시센터의 출입보안 수준 활용 및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

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 무중단 이전을 고려한 중요 장비의 이중화 구축

• 장비 최소화를 위한 교통제어 및 방범 서비스 제외, 교통정보제공, 미디어 해정, 시설물 관리는 용량

산정 후 통합 구축

통합DB, 통합운영플랫폼

구축방안

• 통합운영플랫폼을 통해 각 지구의 공통 서비스에 해당 하는 부문 우선 구축 및 SOA 기반 구축으로 향후

서비스 확장 대비

• 각 지구의 업무 중 통합DB로 관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운영플랫폼을 중심으로 체계 수립

• 통합DB 대상 중 지구별 특화 서비스 업무 제외

임시센터

운영인력

• 상황관제 및 운영인력 최소화 구축

•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보안 등 각 분야별 전문 기술을 갖춘 구축 사의 운영인력 지원 확보

• 운영절차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 센터 운영 방안 > 임시 센터 운영 > 센터 이전 방법 비교

센터의 이전 방식은 단순 이전 및 무중단 이전, 임시센터 최소화 구축 방식으로 구분 가능

구분 무중단 이전 단순이전 임시센터 최소 구축 비고

내용

•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무중단과

단순이전으로 분리하여 이전

• 임시센터의 이중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신규 센터의 네트워크 및

서버 구축 후 데이터 동기화를

통하여 서비스 지속 제공

• 임시센터의 모든 장비를 이전하여

신규 센터 구축

• 임시센터의 운영이 확정 시

임시센터의 규모 및 장비를

최소하여 서비스를 제공

• 통합센터 이전 시 신규 장비와 기존

장비를 이용하여 이중화, 통합

등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서비스

제공

• 방범, 교통제어 등 공공안전을 위한

서비스는 무중단 제공

• 중요도가 낮은 u-Display, 포탈 등

중단이 가능한 서비스는 단순 이전

• 이전 기간 동안 서비스 불가
• 모든 서버 및 네트워크 이중화 시

무중단 서비스 가능

대체 장비/

필요 장비

• 서비스 용량 산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최소 사양의 대체

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

• 이중화가 안된 단일 네트워크/서버

• 백업시스템

• 백업시스템 • 백업시스템

예상 이전 기간 약 13주
약 8주

(서비스 단절 : 1 ~ 2일)
신규 통합 센터 구축 후 약 8주

준비 및 안정화

기간 포함

예상 비용 10억 6억 3억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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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장비
안정화 운영

이전후 성능측정
지표작성

성능 측정결과
통보

통합운영환경
설치 지원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통신회선 트래픽 측정 및
대역폭 조정안제시

통신회선대역폭
조정안검토

이전종료 보고서
작성

이전종료 확정,
통보

최종점검

관련자소집 및
교육

이전시스템 서비스
중지

대체시스템 전환

대체시스템 전환후
기능 점검

대체시스템
정상가동여부 확인

대체시스템
문제대응(발생시)

이전장비 백업

해체 및 반출

장비운송

반입 및 포장 해체

이전시스템 설치

이전시스템 이전후
기능점검

이전시스템
정상가동여부 확인

이전장비 서비스 및
설치완료 확인

모의훈련 준비

IP변경 및 테스트
(해당시)

대체시스템
단위시험

외부망 연계테스트

이전상황실 설치

모의훈련 실시
(도상, 무중단)

대체시스템 및
운영준비보고

대체시스템 데이터
동기화

이전 전 기능점검
-성능 측정

이전준비점검

공동운영시행계획수립

이전시나리오보완

이전세부시행계획
확정

대체시스템 데이터복제 실시

이전기본협약서
체결

사전 준비/협의

이전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착수회의실시

대체시스템 구축
및 이전조직구성

이전장비실사

무중단 이전
프로세스 확정

운영 및 이관관련
자료 확보

이전계획서 보완

이전준비경과보고

이전시나리오 작성

대체부품 수급
확보

연계시험(모의훈련)
결과분석

대체시스템 및 이전시스템
기반환경 구축

이전실행계획서
확정

준비 완료보고대체시스템 구축 계획 및
모의훈련 시나리오 작성

백업 환경 구축
(필요시)

대체시스템 설치 및
단위 시험환경 구축

이전상황 실시간 감시 파손자료 복구

부품 파손 대비 장애복구 안전운송

위험대비 비상계획수립 대체시스템 구축 상황 감시

이전준비 사전검증 이전실행 전환 및 안정화

비상대응

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센터 운영 방안 > 임시 센터 운영 > 센터 이전 절차

임시센터를 운영 시 추후 통합운영센터 구축 후 이전이 필요하며, 센터의 이전은 비상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한 이전 시나리오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함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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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 센터 운영 방안 > 정식 센터 운영 방안(1/2)

세교 1지구 U-City 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1지구 U-City 구축 시 본 센터를 우선 구축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의 확보
와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내용 09 2010 2011 2012 2013 2016

U-City
구축 계획

세교1지구

세교 2지구

추진 일정계획(예상) 본 센터 운영 시 장단점 및 고려사항

구분 내용

위치

(1안)

• 가감이산 북쪽 공원부지

• 센터 입지 최적지로 선정

- 오산시 중심부로 관리/운영상 최적지

(2안)
• 세교1지구3공구 근린공원6호 부지

• 아파트 지역과 인접 위치

장단점

1

안

장

점

• 임시센터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추가절차

없음

• 1지구 U-City구축 후 운영권에 대한 조기 이관

가능

단

점

• 2,3지구 통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일정 불명확

• 도시기반시설(전기,상/하수 등) 확보 어려움

2

안

장

점

• 임시센터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추가절차

없음

단

점
• 2,3지구 통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일정 불명확

추진 시

고려 사항

•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임시 운영 대책 마련 필요

• 2안 입지 오산시와 협의

실시설계 및 구축

실시설계 및 구축

통합운영센터
건축

9월-1,2지구 기본설계 종료

2지구 확장1지구 운영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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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 센터 운영 방안 > 정식 센터 운영 방안(2/2)

세교 1지구 U-City 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1지구 U-City 구축 사업의 착수 시점을 조정하여 정식 센터가 준공되는 시
점 이후로 1지구 구축사업이 준공되도록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함

내용 09 2010 2011 2012 2013 2016

U-City
구축 계획

세교1지구

세교 2지구

추진 일정계획(예상) 본 센터 운영 시 장단점 및 고려사항

구분 내용

위치

1지구

근린

공원6호

부지

• 센터 입지 최적지로 선정

- 오산시 관리/운영상 최적지

장

단

점

장점 • 2,3지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U-City 추진 가능

단점

• 준공 연기 시 민원 발생 가능

• 2지구 U-City 착수시점의 예측 불명확

• 기본설계 후 약 6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 발생

- U-City 추진 타력 저하 우려

- 공백 기간 내 지구 변경 사항 발생 시 U-City 

적용 어려움

추진 시

고려 사항

• 단계적 U-City 추진에 대한 대시민 홍보전략

수립 필요

• 1지구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U-

City의 반영 전략 필요

9월-1,2지구 기본설계 종료

사업연
기

준공
연기

실시설계 및 구축

통합운영
센터건축

센터
통합구성

• 1지구 운영
• 서비스 확장 시험

실시설계 및 구축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4. 단계별 추진계획



4.5 U-City 구축 로드맵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오산시 U-City 전체 구축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4. 단계별 추진계획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9) 3단계(2020~

오산시 주요 개발 일정

서비스

교통

환경

안전

행정

시설물관리

복지

문화

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공공지역방범

교통제어

교통정보제공

미디어행정

녹색자전거

환경감시

법규위반자동단속

홈정보

대중교통정보제공

u-Street

공공서비스포털

환경정보제공

U-City 시설물관리

통신망구축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오산신도시

돌발상황관리

환경자원관리

차량번호인식

지하시설물관리
가로등관리

맞춤형건강관리

뉴타운 및 가장산업단지
구도심 및 오산시 전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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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1.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1.2  서비스 모델 수립 목적

1.3 서비스 모델 수립 체계

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3.  서비스 모델 선정

4.  서비스 모델 수립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모델 수립

III. 부문별 계획

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1.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서비스 모델 설계에서 실행되는 주요 절차는 오산시 기회요소 분석을 통한 서비스 Pool을 선정하고, 도출된 서비스 선정요인을 통해 각
이해 관계자 별로 서비스를 평가하여 각 단위 서비스 별로 모델을 정의함

서비스 선정요인 분석서비스 선정요인 분석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서비스 분류 체계 분석서비스 분류 체계 분석

서비스 선정 기준 설정서비스 선정 기준 설정

서비스 모델 선정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모델 선정 결과서비스 모델 선정 결과

단위서비스 정의단위서비스 정의

서비스 모델 기능정의서비스 모델 기능정의

서비스 모델 시스템 정의서비스 모델 시스템 정의

소요예산 및 단계별 구축방안소요예산 및 단계별 구축방안

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

서비스 모델 Pool 도출서비스 모델 Pool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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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성공요인과 이해관계자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정립된 오산
U-City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 전략 별 서비스 기회를
도출함

서비스 모델 수립의 목적

전략에 기초한 서비스 도출

오산 U-City 비전 달성과 미래형 서

비스 모델 설계를 위한 체계적 모델

적용

오산 U-City 특화 서비스 발굴

오산시의 공간적 특성 및 잠재력과

사회문화 현상을 통하여 잠재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오산 U-City 특화

서비스 도출

실현 가능한 서비스 선정

오산시 서비스의 가치창출효과, 기술

구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구현

로드맵 제시

오산 U-City
개발계획 분석

오산 U-City
개발계획 분석

외부환경/
도시역량분석

외부환경/
도시역량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국내/외 U-City 
사례 분석

국내/외 U-City 
사례 분석

오산U-City 
비전 및 목표

오산U-City 
개발전략

III. 부문별 계획

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1.2 서비스 모델 수립 목적

오산 U-City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여 기존 공공기반 서비스의 통합과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확장기반을 마련하고, 오산시민의 커뮤니티 형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특화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 모델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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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1.3 서비스 모델 수립 체계

서비스 모델 수립은 오산시 환경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과 본 사업의 추진목적 등을 수용하여 오산신도시 U-City 구축을 위한 서
비스 모델을 수립함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모델 수립

분석
내용

서비스 모델 분류 체계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서비스 선정 사례

서비스 선정요인 설정

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모델 선정결과

서비스 모델 개념 및
기능정의

서비스 모델 소요예산

서비스 모델 고려사항

분석
자료

외부환경 분석 자료

내부환경 분석 자료

이해관계자 분석
자료

국내/외 사례분석
자료

외부환경 분석 자료

내부환경 분석 자료

이해관계자 분석
자료

국내/외 사례분석
자료

이해관계자 분석 자료

국내/외 사례분석
자료

도면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타 지자체 구현 사례

도출
내용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모델 수립 체계서비스 모델수립 절차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U-City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기존서비스 모델분석을 통해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선정요인 분석을 통해 선정요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오산신도시 서비스 선정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 별 서비스의 개념정의, 기능정의 및 기대효과, 
시스템 구성 및 구축예산, 단계 별 구축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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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2.1  서비스 모델 분류 개요

2.2  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2.4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3.  서비스 모델 선정

4.  서비스 모델 수립



2.1 서비스 모델 분류 개요 > 도시구조와 행위에 따른 정의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도시구조 차원에서는 공통서비스 부문과 특화서비스 부문, 도시행위차원에서는 형평성 부문과 효율성 부문으로 도시 서비스의 구조를
4가지 방식으로 정의함

서비스 유형화

도시기반부문은 도시에 기본적으로 구축되
어야 할 필수요소로서 공공부문에서의 적용가
능성이 높으며 다른 그룹에 비해 u-IT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 및 공급 주체가 명확함

도시연계부문은 u-IT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으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
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우며 개별 민간
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서비스임

도시특성부문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타 도시보다 고도로 특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특수계층보다
는 대부문의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
는 서비스임

도시생산부문은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한 서
비스로서 급변하는 수요시장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탄력적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민
간기업 및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될 서비스
임

구 분
도시 서비스 행위

형평성 효율성

도시

서비스

구조

공통

서비스

u-공공시설물관리

u-환경관리

u-방범/방재

u-교통

u-시설관리

u-물류

특화

서비스

u-행정

u-교육

u-홈/헬스

u-관광

u-컨벤션

u-Work

도시 제반 환경 구축이 고비용 및 장기간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통한 건설 및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며 자본의 투입 시 주민편익이나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편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도시
구조

공통 서비스공통 서비스

도시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고 자본의 투입 시 도시경제성장(유형적, 무형적) 성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특화 서비스특화 서비스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사용자에
대한 배재성의 격차가 약한 것으로 정의

도시
행위

형평성형평성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능동적
이고 신속하며 사용자에 대한 배재성의 격차가 강한 것으로 정의효율성효율성

＊ 1),2): 작은 범위인 도시하부 조직에서부터 큰 범위인 도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두 축

1)

2)

도시
기반부문

도시
연계부문

도시
특성부문

도시
생산부문

III.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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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비스 모델 수립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2.1 서비스 모델 분류 개요 > 사업주체에 따른 정의(1/2)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정의한 서비스 분류 중, 공공기능의 서비스 범주를 재 분류하여 오산신도시 U-City의 서비스로 고려되어야 할
서비스 범주를 구분함

U-City란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시설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함

U-City란U-City란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u-비즈니스, u-행정, u-Work, 
u-교통, u-홈, u-물류, u-문화관광, u-
교육

u-보건복지 (병원, 응급구조, 
건강관리)

u-방범/방재,
u-시설관리 (공공시설)

u-환경(대기/토양/수질오염), 
u-주거단지

U-City IT인프라
구축

가드라인 V1.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City IT인프라
구축

가드라인 V1.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source: U-City IT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서비스 분류

U-City IT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 (2008년 2월) 
을 통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정의한 U-City 
구분에서 공공부문의 u-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할
범주를 채택함

서비스 범주의 재 분류

u-행정
u-교통
u-안전

(방범/방재)
u-시설관리

(공공시설)
u-환경

u-문화관광
u-교육
u-보건복지

u-비즈니스
u-Work
u-홈
u-물류
u-주거단지

공공부문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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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1 서비스 모델 분류 개요 > 사업주체에 따른 정의(2/2)

서비스 범주의 재분류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대한 Position과 향후 구축될 이미지를 구성함

“공공주도도형 서비스와 대중 전체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범주를 선택함”

공공/민간 서비스 Positioning Matrix

서비스 이용자

서
비
스
공
급
자

개별 대중

공
공

민
간

u-행정

u-교통

u-문화관광

u-방범방재
u-시설관리

u-환경

공공
서비스

u-비즈니스

u-Work

u-홈

u-물류

u-교육 u-보건복지

u-주거단지 민간
서비스

u-보건복지

u-물류

u-방재치안

u-시설관리

u-교통

u-환경
u-교육

민간주도 서비스

공공주도 서비스

항 만

공 항

지하철/지하도

공동구

고속도로

업무단지
도 로

관광지

폐기물처리장

상업단지

주택단지
도시통합
운영센터
도시통합
운영센터

u-행정

u-문화관광

u-홈

u-비즈니스

공원/하천

공공/민간 서비스제공 To-Be 이미지

(source: U-City 개념 및 추진방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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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2 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 > 정보사회진흥원 서비스 Pool

정보사회 진흥원에서는 표준화 연구를 통해 기반서비스, 공공부문, 비즈니스부문, 생활부문 등 4가지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활용주체와 제공 목적별 세부 분류를 통해 총 3단계 98개의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음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도시기반

시설물

지상시설물

지하시설물

시설물 안전

환경 종합환경관리

교통

교통정보

교통안전

교통제어

교통시설물

방범/방재 감시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종합민원 대민지원

도시기반

시설물

지상시설물

지하시설물

검침

교통

도로교통

교통안전

교통제어

지도/단속

전자결제

교통시설물관리

철도 교통정보안내

항공 교통정보안내

항만 교통정보안내

일반행정

지원

현장업무지원

민원 발급/처리

대민지원

방법/방재 단속

사회복지

장애인

노약자

시설관리

유통/물류

물류유통정보

수하물관리

식품/안전

자산관리 자산운영 및 관리

업무지원

업무처리지원

보안관리

임대

업무시설관리
시설관리

보안/인증

마케팅

전자상거래

광고

홍보/안내

교통
대중교통

전자결제

금융/보험 전자거래

근린생활

주택

주거

방범/방재

생활정보

건강관리

검침/과금

단지

단지관리

생활편의

안전관리

지역커뮤니티

여가/오락 여가

교육
교육환경

교육 및 학습

보건/의료

의료

건강

응급환자

기반서비스 공공 비즈니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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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비스 Pool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비스 Pool 구성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하여 구성하였으며, 상위기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반영한 서비스와 현재 많은 지역에서 계획하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분야 서비스

행정

대민지원 포탈

종합민원처리

미디어행정

현장업무처리

교통

대중교통

교통정보제공

교통신호제어

자동교통단속

돌발상황관리

주차관리

보건/의료/

복지

u-건강증진

복지기관건강모니터링

응급환자인식

독거노인응급구조

홈 케어

환경

대기정보제공

기상정보제공 및 기상관측

물순환 정보제공

분야 서비스

방범/

방재

공공지역 방범

약자보호

화재관리

기상 및 지진정보수집

하천재난 감시

시설물

관리

상수도누수 및 수질관리

하수관거 모니터링

교통시설관리

시설관리

가로등 원격제어

원격검침

교육

지능형 교실

교육용 컨텐츠 제공

학습도우미

u-Library

문화/관광/
스포츠

관광정보 안내

문화정보포탈

u-Bike

시사점

기존 U-City의 사례를 통해 도출되
어 공공기반의 서비스 위주로 구성
되어 있음

각 서비스의 범위가 균일하지 않음

법률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부문 중
물류와 근로,고용 부문은 제외되어
있음

일부 서비스 중 민간영역과의 구분
이 필요함

각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와 중복이 될 수 있
어 선택적 선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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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 > 오산시 정보화전략 서비스 Pool

오산시 정보화 전략(2008)에서는 필수기능, 요구기능, 미래기능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 기능 항목을 그룹핑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6개 분야 35개 서비스를 도출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분야 서비스

행정정보화

민원통합관리

시책관리

지식관리서비스

모바일행정 서비스

평가관리 서비스

시민관계관리 서비스

문화생활

정보화

u-교육 서비스

u-문화생활포털 서비스

u-Home 서비스

u-문화레저 서비스

u-카드 서비스

산업정보화

기업정보포털

기업지원센터

u-컨벤션 서비스

u-메디컬 존

공동물류센터

복지정보화
u-헬스 서비스

복지포털 서비스

분야 서비스

도시정보화

도시관리 서비스

용지 보상관리

RFID 가로수 관리

SDW 공간정보 서비스

u-플랭카드 관리 서비스

재해방지 서비스

교통정보 서비스

모바일 교통행정 서비스

공간DW 서비스

환경정보화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환경생활정보 서비스

u-Blue 서비스

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

재활용 관리 서비스

환경시설통합관리 서비스

상하수관리 서비스

클린로드 서비스

시사점

오산시 시정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를 도출함

보건, 근로,고용 등 유비쿼터스 관
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속한 분야
가 누락되어 있음

도시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서
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오산시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도출이 미비함

“환경수도”건설이라는 오산시의 브
랜드 전략으로 환경관련 서비스가
다수 도출됨

서비스의 연계보다는 단일 서비스
의 형태로 서비스를 도출함

교통, 안전 등 오산시 핵심 현안과
관련한 서비스는 u-서비스로 도출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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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서비스 모델 분석 > 오산시 서비스 Pool 도출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비스 Pool은 U-City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고,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어, 
공사의 서비스 Pool을 기본으로하여 타 사례 및 현황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54개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설정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분야 서비스 기반 분야 서비스 기반 분야 서비스 기반

교통

대중교통 LH

행정

대민지원 포탈 LH

시설물

관리

상수도누수 및 수질관리 LH

교통정보제공 LH 종합민원처리 LH 하수관거 모니터링 LH

교통신호제어 LH 미디어행정 LH 교통시설관리 LH

자동교통단속 LH 현장업무처리 LH U-City시설물관리 추가

돌발상황관리 LH

보건/의료/

복지

u-건강증진 LH 지하시설물관리 NIA

주차관리 LH 복지기관건강모니터링 LH RFID가로수 관리 ISP

안전

(방범/

방재)

공공지역 방범 LH 응급환자인식 LH 시설관리 LH

약자보호 LH u-Home ISP 단지관리 NIA

차량번호인식 추가 u-카드 ISP 가로등 원격제어 LH

화재관리 LH 지역커뮤니티 NIA 원격검침 LH

기상 및 지진정보수집 LH u-메디컬존 ISP

교육

지능형 교실 LH

하천재난 감시 LH 독거노인응급구조 LH 교육용 컨텐츠 제공 LH

산업

(물류)

기업정보포털 ISP 홈 케어 LH 학습도우미 LH

u-컨벤션 ISP

환경

대기정보제공 LH u-Library LH

물류유통정보 NIA 기상정보제공 및 기상관측 LH

문화/복지/

스포츠

관광정보 안내 LH

수하물관리 NIA 클린로드 ISP u-Street 추가

자산관리운영 NIA 환경시설통합관리 ISP 문화정보포탈 LH

광고/홍보안내 NIA 물순환 정보제공 LH u-Bike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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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서비스 부문 선정(1/2)

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기반, 공공, 비즈니스, 생활 등 도시의 운영과 서비스 주체에 따른 3단계로 98개의 단위서비스로 도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비쿼터스 관련 법률에 따라 10개의 분야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화 서비스로 분류하였음.

서비스 개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
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
설 등에 관한 법률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방범/방재

시설물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정보사회진흥원
표준화 연구

정보사회진흥원
표준화 연구

도시기반시설물

환경

교통

환경

방범/방재

재난/재해

종합민원

일반행정지원

사회복지

근로/고용

기반

공공

비즈니스

생활

유통물류

자산관리

업무지원

업무시설관리

마케팅

금융/보험

근린생활

여가/오락

교육

보건/의료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방범/방재

시설물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특화

서비스 유형화

법에서 정한 범위를
최대한 준수

적용사례가 다수인
경우를 우선시 함

오산의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도시 기반
이 되는 서비스의 도
출이 필요함

지역정보화 등 기존
의 중앙부처별로 구
축되는 서비스의 중
복은 최대한 방지

오산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범주 구
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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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서비스 부문 선정(2/2)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시한 10개의 서비스 범주와 현황분석을 통해 오산시 U-City 서비스를 8개
분야로 구성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구분 분석분야 서비스 핵심사항 선정분야 비고

공공성

대중성

민간성

개별성

교통
교통 원활한 흐름 및 교통질서 확립

편리한 대중교통 정보 이용`
교통

안전

(방범/방재)

주야간, 구역 간 안전지대 최대확보

돌발상황 및 자연재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
안전

환경
정기적인 오염원 감시 및 빠른 조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친환경 구축
환경

시설물관리
지상,지하 현장시설물 관리

편리한 시설물 이용 및 임대 관리

시설물

관리

행정 원활한 업무처리 및 지역정보의 소통

행정
분야

통합
근로/고용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교육 기존 원격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 방식으로 고려

보건/의료/복지

신생아, 독거노인 등 생활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u-Home 등 주거 내로의 서비스 확대

복지
명칭

변경

문화/관광/

스포츠

공원 및 하천 주변의 오픈 스페이스 기반으로

놀이와 여가가 어우러진 문화체험의 활성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u-서비스 체험공간 제공

문화
명칭

변경

산업/물류 산업단지 정보화 전략 수립 시 구체화 함 - 제외

선정 방향

선정을 위한 서비스 분야는
U-City 기반성, 공공성, 생활
밀접성, 특화성을 고려하여
분야를 선정함.

선정 분야는 서비스 구분의
모호성 방지 및 유사범주 통
합화를 통해 본 사업의 서비
스 영역을 명확하게 함.

오산시만의 특화 서비스를 위
해 하천, 공원 및 의료에 관련
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서비
스 분야를 선정함.

전략적 방향성과 타 U-City 제
공서비스, 인터뷰 및 문헌조
사를 통해 발굴된 u-서비스를
토대로 오산시의 현안을 해결
하고, U-City를 확대할 수 있
는 서비스 분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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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교통 서비스 부문

교통서비스는 국가ITS정책과 맞추어 빠른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오산시는 경부고
속도로, 1번국도, 경부선 철도 등이 통과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로 첨단교통모델도시로의 발전이 필요함

서비스 개요

도로와 차량 등 기존 교통 구성요소에 첨단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기에
통행자 및 교통 이용자에게 유용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과 전체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며 국가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첨단 교통신호제어, 교통정보 수집, 교통정보제공, 
공영주차장정보제공, 교통위반 자동단속 등

교통시설물과의 통신이 유선에서 유무선으로 다양화되며
텔레메틱스, RFID를 활용한 기술의 도입이 활발.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보처리 기술의 확대와 소비자
니즈로 가장 수요가 높은 서비스임
2004년 2,150억 시장규모에서 2008년 6,240억 규모로
연 평균 32% 성장(2008, IDC)

핵심성공요소 및 리스크 요소

구 분 내 용

핵심
성공요소

기존 교통정보시스템 및 기관과의 효율적 연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및
컨텐츠 개발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DB화 및 표준화

리스크
요소

국가 정책운영이 세분화 되어있어 상호조정과 연계에
한계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대안 부재

오산 U-City 적용 시 필수 고려 사항

동탄, 동탄2신도시, 수원, 화성 등 주변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통과차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신도시의 개발계획, 뉴타운 계획 등
으로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교통개선 대책이 필요함
오산 U-City은 경부고속도로,  1번 국도, 경부선 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 특색을
고려하여야 함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종사자 출퇴근을
고려한 서비스 적용이 필요함

개념

현황

서비스
영역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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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안전 서비스 부문

안전(방범/방재) 서비스는 지자체 별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신도시 개발 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기능이며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얻는 서비스 중 하나 임

서비스 개요

도시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감시하고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재난 사건, 사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신속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자들에게 도시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DB 및 솔루션을 구축,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각종
재난 및 위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
범죄 예방, 응급출동 및 대응 관련 서비스
-안심귀가, 긴급출동, 공공시설 감시, 범죄취약지구 감시
재난 방지 관련 서비스
- 재난경보제공, 재난복구 지원 등

지자체 별로 CCTV를 이용한 방범 시스템 도입 추진
최근 강력범죄 및 대형사고의 증가로 안전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가정, 자영업자, 기업체 등 보안 및 안전을 위한 사설 방범
시스템 이용 증가
KTF, SKT, LGT 등 민간이동통신사는 휴대단말을 이용한
안전 서비스 제공

핵심성공요소 및 리스크 요소

구 분 내 용

핵심
성공요소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요구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민간 방범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리스크
요소

정부 유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기존의 무인방범시장의 경쟁치열 및 디지털 홈과
디지털방송 시장과의 경쟁 불가피

오산 U-City 적용 시 필수 고려 사항

오산시는 현재 학교주변, 유흥가주변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32개소)하고 있으나, 지역규모나
인구규모 면에서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저조하여 오산시 전역으로 지속적으로 CCTV 개수를 늘릴 계획임
공공지역의 방범/방재서비스는 통합센터내의 일반모니터링 요원과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간의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함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종사자 출퇴근을
고려한 서비스 적용이 필요함

개념

현황

서비스
영역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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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환경 서비스 부문

환경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 기상, 수질, 악취 등의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임

서비스 개요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시 내 환경상태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상태를
상시 모니터 링/분석하여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 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환경상태(수질 및 대기 등)와 환경기초시설 (하천, 공원, 가
로수 등)에 대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환경관련정보를
분석하여 신 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환경모니터링정보, 물순환 관리, 폐기물 관리, 기상정보, 
생태공원, 환경행정통합, 조명경관정보 등

소득증대에 의해 쾌적한 환경에 관한 시민의 요구 증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환경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여
효율적 정보 관리 필요성 대두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OECD 등 국제기구에
서 표준화된 환경관련 자료제공을 요구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세 등 환경정책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환경행정의사결정을 위해
환경정보화에 대한 관심 고조
신도시 건설 및 주거단지 밀집에 의해 대기오염 및 수질 오
염이 심각해짐

핵심성공요소 및 리스크 요소

구 분 내 용

핵심
성공요소

급증하는 환경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DB 구축 및 통합

리스크
요소

정부기관별 각각의 운영체계를 통함 하여 표준화된 DB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움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 할 수 있는
정보수집체계 미비

오산 U-City 적용 시 필수 고려 사항

오산시는 수질오염감시 서비스는 매월 하천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수질오염서비스는 투자대비 효용성이 낮아 u-환경서비스로
효용가치가 낮음

개념

현황

서비스
영역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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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시설물 관리 서비스 부문

시설관리서비스는 지상/지하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국가 NGIS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으로 점차적인 진행이 필요한 사업 임

서비스 개요

도시 주요 기관시설에 센서를 부착하고 시설물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반
시설의 실시간 안전유지 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체계적인 시설물 DB 및 신뢰성 있는 시설운영
체계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지원
원격 검침과 위치정보를 이용한 시설물관리서비스
- 가로수 생태감시나 하천오염감시
-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위치확인
GIS로 구축한 DB를 이용한 데이터의 구축 및 각종 서비스
관제 및 관리업무

국가차원에서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공유, 활용하기 위한
NGIS 사업 추진
- 건교부 산하 국토정보 기획팀에서 사업 추진하며, 국토
정보화 사업군에 1조1800억 원, 교통, 건설, 수자원 사업
군 6500억 원 규모

핵심성공요소 및 리스크 요소

구 분 내 용

핵심
성공요소

실용화 가능한 핵심기술 보유 – GIS, USN, RFID 등
유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리스크
요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통합 조정이 어려움
부처별로 운영되는 법/제도의 통합
기술적 표준화 문제 대두
대규모 장비/시설로 인한 공공재정의 한계

오산 U-City 적용 시 필수 고려 사항

오산시지역의 지상/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DB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별 서비스 투자보다는 오산시 전역의 GIS DB와 NGIS를
바탕으로 연계확장 할 필요가 있음
상하수도 누수를 점검을 위한 RFID, 자기마커의 설치는 구현단가
대비 효용성이 뒤떨어짐
공원/하천 주변 및 공공 구역의 편의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의
자산관리의 첨단화 된 위치정보 서비스 필요

개념

현황

서비스
영역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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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행정 서비스 부문

공공기능의 행정서비스는 미디어보드 등의 현장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편리한 민원 및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주
민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시켜 활력소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의 목적과 일치함

서비스 개요

개념

현황

서비스
영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막힘 없는 행정서
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24시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매체를 이용하여 오산시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전자정부와 연계한 일반행정, 대민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단말을 이용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제공
원격민원, 공공행정, 커뮤니티, 대기업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서류제출, one-stop 행정, 민원서류 발급 등

국내 전자정부 사업은 현재 2단계 로드맵이 진행
중이며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를 달성
미디어보드 등의 전자현수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옥외 광고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수행 중
U-City 사업의 행정서비스는 공공서비스포탈, 키오스크
단말을 이용한 원격민원처리, 옥외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 정보 제공 등 추진 중

핵심성공요소 및 리스크 요소

구 분 내 용

핵심
성공요소

신속한 U-City 서비스 정보 전달

미디어보드 등 현장장비의 적절한 위치 선정

리스크
요소

도시포탈(시, 구)와의 중복가능성 – 지역정보화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화 미비

시민들의 행정에 관한 요구파악 미비

시민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신뢰성 부족

오산 U-City 적용 시 필수 고려 사항

도시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역 행정포탈의 중복성 문제로 인해
오산신도시 지역만의 신규행정서비스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음

공공서비스포탈은 오산신도시에 입주하는 거주민 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오산시민 전체를 위한 서비스로 오산시 행정
Portal과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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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복지 서비스 부문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생활약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종 정보 및 생활 편의와 복지 관련 정보를 댁내에서 정보 제공하여
지역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 특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서비스 개요

독거노인이나 생활약자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방문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정보 갱신 및 병원으로의 이송하며, 
댁내에 각종 정보 및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원격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독거노인 등의 생활약자를 위한 위급상황관리, 만성
질환자 이력관리를 위한 원격방문보건 서비스로 BT/NT 
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방문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 정보 관리 및 이송
주거공간에 설치된 Wall Pad를 통해 대중교통 및 복지
정보, 환경오염정보 등을 제공

오산시의 대형 의료기관 유치계획과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건립 계획에 따른 오산서울대학교 건립에 관한 MOU 체결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년도 2020년에
의사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령화인구가 12.4% 
로 증가하는 것에 따른 생활 및 복지환경에 관한 질높은
서비스 필요

핵심성공요소 및 리스크 요소

구 분 내 용

핵심
성공요소

시민이 의지할 수 있는 공공 의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으로 오산시 도시 경쟁력 강화

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U-City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

리스크
요소

의료 및 복지 분야의 법률 및 조례 사항 미비

개인정보보호체계 취약 및 대비책 미비

오산 U-City 적용 시 필수 고려 사항

신도시 입주아파트 대상 Wall Pad 도입을 위한 오산 U-City조례
제정 등의 검토 필요

서비스 확산 시 서비스제공 방안 마련 필요

개념

현황

서비스
영역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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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야별 기회요소 분석 > 문화 서비스 부문

공공기능의 문화관광서비스는 지자체 주변의 관광지와 주변문화시설의 정보를 도시민에게 제공하여 도시의 애향심을 높이는
서비스로 지자체 홍보기능을 목적으로 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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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유비쿼터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문화와 관광
관련 컨텐츠 정보를 개발하고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 및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문화관광분야 정보를 유무선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하여 원스톱 문화관광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u-Street, 관광안내시스템, 가상 3차원전시, u-체험관, u-
게임관, u-컨벤션, 녹색자전거, Free Internet, 문화관광
키오스크 등

정부는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산업을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
- 13개 시도에 24개 관광 특구를 지정함
- u-Travel City(선진형관광안내서비스)시범사업
추진('06년 보령, 통영) 

핵심성공요소 및 리스크 요소

구 분 내 용

핵심
성공요소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체험형 문화관광
정보서비스를 제공
u-IT기술을 활용한 타 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 창출

리스크
요소

문화관광 정보화에 관한 기술표준화가 미흡하고 컨텐츠
및 관광업체가 영세함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자의 교섭력이 증가하고 있음
저작권 문제로 인한 분쟁 심화

오산 U-City 적용 시 필수 고려 사항

오산시는 특성지역, 관광명소, 유적지 등 관광자원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나, 오산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축의 관리와 이의 관광 활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오산천, 물향기 수목원, 맑음터 공원을 중심으로 매년 생태 환경
축제를 계획하고 있음
공원/하천 주변과 같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에서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되어야 함

개념

현황

서비스
영역



지속적
운영성
확보

서비스
다각화

서비스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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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4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 서비스 도출 방향

오산시 도시 기능의 개선과 확대를 기반으로 U-City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장을 고려하고, 상위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 및 계획하는 서
비스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오산시의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영역별 단위 서비스를 도출해야 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공간적 서비스 도출 방향

Eco-Road

생태체험벨트
(환경, Bike 등)

동탄 연계

서비스 전개 시
고려할 주요 분야

문화/
관광

의료/
복지

도시
기반

산업
테마

행정
물 환경,

정LH간확보
물 환경,

정LH간확보

단계별 서비스 도출 방향

세교 1지구를 시작으로 공공기반
서비스 및 검증된 특화서비스 도입

2,3지구로의 확대로 가장천, 오산천 등
물 환경 관련 서비스 및 공공기반

서비스 고도화

뉴타운 지구로 확장하여 안정적인 공
공서비스 확장을 기반으로 한

민간관련 분야로의 확대

오산시 전역과 동탄, 평택 등
주변 도시와의 서비스 연계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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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4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 서비스 Pool 도출(1/2)

오산 신도시의 개발 계획에 따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략과 전략을 통한 서비스 도출방향 및 세부 실천과제를 토대로 선정된
서비스 영역별 단위 서비스 25개를 도출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교통수단별 분담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체계 구축

불필요한 교통정체 요인 감시 및 복구 체계 구축

효율 극대화를 위한 시설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오산시 특화 서비스 제공

각 세대 내부까지 찾아가서 서비스 체계 구축

주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관리 체계구축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제어 및 정보 제공

국가 및 상위정책과 기술에 부합하는 U-City

환경자원의 효율적 감시와 관리 체계 구축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 체계 구축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체계 구축

안전한 삶을 위한 위험지역, 차량 감시 체계 구축

그린 IT기술의 도입과 활용 체계 구축

환경
(4)

환경
(4)

시설물관리
(3)

시설물관리
(3)

행정
(3)

행정
(3)

안전
(3)

안전
(3)

교통
(7)

교통
(7)

공공주도형으로 주민
전체에게 제공 가능한

U-City 기반 확충

공공주도형으로 주민
전체에게 제공 가능한

U-City 기반 확충

단계별 확장, 통합을
고려한 인프라 도입

단계별 확장, 통합을
고려한 인프라 도입

운영안정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체감 서비스

도입

운영안정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체감 서비스

도입

고효율 친환경에
기반한 U-City 
운영능력 확보

고효율 친환경에
기반한 U-City 
운영능력 확보

서비스 도출방향 세부 실천 과제 서비스 영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서비스 제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서비스 제공

표준화된 통합관리
운영모델 수립

표준화된 통합관리
운영모델 수립

지역의 확산 및 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모델

도입

지역의 확산 및 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모델

도입

표준화에 기반한 융복합
기술 도입

표준화에 기반한 융복합
기술 도입

오산 U-City 전략

문화
(2)

문화
(2)

복지
(3)

복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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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4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 서비스 Pool 도출(2/2)

교통, 안전, 환경, 시설물, 행정 등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공공 및 기반 서비스와 u-Street, 녹색자전거 등 커뮤니티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U-City의 댁내 도입을 위한 홈정보 등 7개 분야 25개의 서비스로 구성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교통
(7)

지능형 교통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통, 돌발정보를 제공 및 관리
하고,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교통정보제공
• 교통제어
• 교통약자

• 돌발상황관리
• 법규위반 자동단속
• 대중교통정보제공
• 공영주차장정보제공

환경
(4)

대기, 수질, 기상, 악취 등 자연 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고,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시민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환경감시
• 환경정보제공

• 환경자원관리
• edu-환경

안전
(3)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방범/치안 문제를 관리하고, 구역 내
출입차량을 감시하는 서비스

• 공공지역방범
• 재난상황관리

• 차량 번호 인식

시설물
관리
(3)

지상, 지하의 U-City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
링 및 현장지원 관리 서비스

행정
(3)

외부매체(미디어보드 등), 포탈을 통해
각 분야별 서비스 정보, 행정 정보를 제
공하고 외부매체를 통합 운영하는 서비
스

• 공공서비스포털
• 미디어 행정

• 모바일 행정

복지
(3)

지역주민 및 생활약자를 위해 u-IT를 이
용하여 건강, 의료 정보 제공하고, 주거
공간의 Wall Pad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
는 서비스 문화

(2)

유비쿼터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
여 문화와 관광 관련 컨텐츠 정보를 개발
하고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맞춤
형 정보 및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지하시설물 관리
• U-City시설물관리

• 가로등 관리

• 녹색자전거 • u-Street
• 맞춤형건강관리
• 보건생활관리

• 홈정보

7개 분야
25개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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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4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 도출 단위 서비스(1/2)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분 야 단위 서비스 명 설 명

교통

(7)

교통정보제공 실시간 교통 정보를 다양한 매체(VMS, 미디어보드, Web 등)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교통제어 교차로 등의 신호를 신시간 제어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서비스

돌발상황관리 도로 시설관리를 위한 CCTV 원격제어 및 돌발 상황 자동감지, 교통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법규위반 자동단속 주요지역의 불법 주∙정차와 중요 교차로 신호 및 과속 위반 자동 단속 서비스

대중교통정보제공 버스, 철도 등의 운행정보를 연계하여 BIT, 미디어보드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영주차장 정보제공
공공주차장, 또는 공공시설물 내 주차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지하여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주차효율을

제공하여 주차효율을 제고하는 서비스

교통약자 하교주변 등에 주행속도정보 제공으로 과속 방지 및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

환경

(4)

환경감시 오산천, 가장천 등 하천의 수위와 수질, 오산의 대기상태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서비스

환경정보제공 VMS(Variable Message Sign), We, 미디어 보드 등을 통해 대기와 하천의 환경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자원관리
환경자원관리 서비스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에 대한 통합관리로 환경자원관리의 일원화 및

업무효율 극대화와 긴급상황 발생시 원격 감시/제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edu-환경
친환경 발전시설, 디지털 연못, USN 등 환경과 u-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환경 체험 시설을 통한 환경 체험

교육서비스

안전

(3)

공공지역역 방범 주요지역의 연계된 방법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재난상황관리
주요 재난재해 위험지역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기존 재난재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차량번호인식 외곽도로 연계되는 지점에 전용 카메라을 설치하여 차량정보를 분석하여 범죄를 단속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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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2.4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 도출 단위 서비스(2/2)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분 야 단위 서비스 명 설 명

시설물

관리

(3)

지하시설물관리
상하수도 관망, 유량계 등 부속시설, 통신망 등 GIS 및 현장지원 모바일기기와 연계하여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서비스

U-City시설물관리 VMS, DFS, 미디어보드, 플랜카드 등 U-Cit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현장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

가로등 관리 지능형 가로등, 보안등, 등을 원격제어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서비스

행정

(3)

공공서비스포털
Web을 통해 교육, 시청정보공유, 복지시설관리, 온라인 나눔장터, 일자리나누기 등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공공 시정정보 등을 미디어보드 등 현장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지역포털 서비스

미디어 행정
미디어보드, 전자현수막을 통해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교통, 안전 등을 긴급상황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미디어보드는 TV 송출 및 광고 고려, 전자현수막의 경우 광고 서비스 고려)

모바일 행정
복지, 환경, 위생 등 관련 부서의 현장업무 및 전자결제, 인허가, 지도점검, 단속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복지

(3)

맞춤형건강관리
독거노인 등 생활약자를 위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위급상황관리, 만성질환자 이력관리를 위한 원격 방문

보건 서비스

보건생활관리 Web, SMS,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신생아 예방접종 기간 알림 및 관리 서비스

홈정보 주거공간의 Wall Pad를 통해 대중교통정보, 환경오염정보를 제공받고, 실시간 검색을 위한 서비스

문화

(2)

녹색자전거
무인자전거 보관소 운영관리 및 자전거 도로변에 RFID, 무선망을 통한 자전거 관리와 자전거 사용량과

대중교통의 연계등을 통한 자전거 활용 서비스

u-Street 미디어 폴, 감성벤치, 무선망 설치 등 IT기술을 접목하여 IT정보화 거리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서비스



III. 부문별 계획

2.4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 서비스 Pool 비교 분석

도출된 서비스 모델 Pool은 정보사회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근지역(동탄)과 부문별로 일치 및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산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문화/레져 벨트 조성을 계획하는 오산시 시정전략 및 ISP 전략에서 환경,행정 및 의료/복지 분야와 거의
일치함.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부문 서비스 NIA LH 오산ISP 인근지역(동탄)

교통

교통정보제공

교통제어

돌발상황관리

법규위반 자동단속

대중교통정보제공

공영주차장정보제공

교통약자

환경

환경감시

환경정보제공

환경자원관리

edu-환경

안전

공공지역방범

재난상황관리

차량 번호 인식

시설물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U-City시설물 관리

가로등 관리

행정

공공서비스포털

미디어 행정

모바일 행정

복지

맞춤형건강관리

보건생활관리

홈정보

문화
녹색자전거

u-Street

유사동일

시사점

교통 및 시설물관리 부문은 NIA와
LH에서 제시하는 Pool과 거의 일
치

안전, 시설물관리 및 행정 부문은
동탄 U-City 동일하므로 서비스 기
능의 고도화 모색이 필요함

환경 및 의료/복지 부문은 생태환경
조성을 중요시 하는 오산시의 정보
화 전략계획과 LH에서 제시하는
Pool과 부합함

교육 부문은 생태계환경 조성을 중
요시 하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 보전
성, 공공성 및 홍보효과를 고려한
서비스가 필요함

문화/관광 부문은 사례가 많지 않으
나 특화서비스를 고려하여 상위기
관과의 계획과 오산시의 특색을 반
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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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3.1 서비스 선정 개요

3.2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3.3 서비스 모델 선정

3.4 서비스 모델 선정 결과

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2.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3.  서비스 모델 선정

4.  서비스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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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3. 서비스 모델 선정

3.1 서비스 선정 개요 > 서비스 선정 절차 (1/2)

전략 및 실천과제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Pool는 설정된 서비스 선정 요인을 이용하여 단계별 서비스 모델 선정을 함.

서비스 선정 절차

비전 및 전략

오산시 서비스 Pool 도출

서비스 평가 요인 선정

단위 서비스 별 가치 순위 설정

서비스 모델 평가 / 분석

오산시 U-City 비전 및 전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출된 u-
서비스 Pool에서 개별
서비스들에 대한 법·제도 및
기술적 제약을 엄격하게 적용함

서비스 평가 요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 평가 요인 도출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서비스 모델 선정을 위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단위 서비스 별
우선순위를 적용함.

선정 절차 특징
서비스 Pool

서비스 평가 요인 분석

평가 요인 별 가중치 부여

단계별 서비스 모델 선정서비스 모델 선정 결과

서비스 Pool 도출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서비스 모델 선정

법/제도/기술요건 충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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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모델 선정

3.1 서비스 선정 개요 > 서비스 선정 절차 (2/2)

서비스 선정을 위한 절차는 도출된 서비스 모델 Pool를 서비스평가 요소를 이용, 계량화하여 평가/분석을 통해 단계별 적용 서비스 모
델을 선정함.

서비스 모델 평가/분석

평가 요인 별 평가 기준 수립

평가 요인 별 가중치 부여

서비스 모델 평가/분석

서비스 모델 Pool 도출

전략 및 실천과제를 통해 서비스 Pool 도출

법, 제도 및 기술요건 충족여부 확인

8개 분야 25개 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평가 요인 도출

선행 연구에 의거한 탐색적 요인 분석/도출

결정 요인의 재구성 및 계층화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평가 기준 수립

서비스 우선순위 선
정

지
역
특
성

제
공
용
이
성

선
호
도

경
제
적
효
율
성

이
용
계
층
다
양
성

이
용
빈
도

안
정
성

편
리
성

비
용
절
감

지역적적합
성

경제적타
당성

기대효과
성

서비스 Pool
도출

서비스 모델
평가/분석

선정 요인
도출

서비스 모델
선정

서비스 모델 선정

단계별 구축 방향 설정

추가고려사항 적용

단계별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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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모델 선정

3.2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 서비스 평가 요인 분석 (연구적 측면)

U-City 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공익성, 경제성 등 공공목적의 기준이 많았으나, 점차 상용용이성, 
개인화, 오락성 등 사용자 중심의 기준이 추가되어 연구되고 있음.

연구자 선정기준 내용 조사방법

김현곤

·

오정연

(2005)

공익성, 경제성

유용/편리성, 

안정성,실현가능성, 

행위통제가능성

편가항목별 중요도를 6개로 선정함
유용/편리성과 실현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총 14개로 유형화함

일반국민 설문 조사

(1,500명)

박철

·

유재현

(2006)

u-서비스에 대해

지각된 가치

u-서비스의 상황기반제공성 :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서비스 제공
u-서비스의 편재성 : 항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 이용 가능
u-서비스의 친화성 : 인간의 생활과 친숙하여 특별한 의식없이 서비스 이용가능 기존 문헌연구

u-서비스에 대해

지각된 위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상황의 노출 위험

김성후

·

박창호

·

김청택

(2006)

나-중심성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대응성
상황인식, 맞춤가능성, 편재성, 적응적 성장

설문조사 요인분석

멋

멋있고 세련됨. 쾌적함, 재미 등과 관련
u-서비스에 대한 태도 형성과 u-서비스 체험성 평가
오락, 쾌적, 유형성

사용용이성
u-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사용법의 학습 및 기억, 문제발생 시의 대처에 관한 요인
학습용이성, 기억용이성, 오류처리

신뢰성
사용자의 시스템 수행에 대한 신뢰도 평가
보안/정보관리, 개념적 이해가능성, 신용도, 안정성

접속성
사용자와 시스템수행에 대한 신뢰도 평가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능력, 피드백

주관성
서비스 행사의 주체가 자신에 있음을 인식
통제권, 자연스러움/예측가능성, 친화성/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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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모델 선정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구축 용이성과 구축 후의 기대효과 부문을 대부문 적용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항목이 적고 대부문 연구
팀의 분석결과로 공급자와 사용자 등의 의견이 없어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움.

연구자 선정기준 내용 조사방법

KT 부산

u-PORT

(2006)

기대효과
Time Saving, Cost Saving
수익모델

팀 분석

실행용이성
기술구현 용이성, 구축비용
법/제도 정책적 이슈

KT 파주

USP

(2006)

파급효과
공공성 수준, 정책적 적합도
시너지 활용도, 고객만족도

팀 분석

실용용이성
기술구현 용이성, 법/제도 지원수준
필요재원규모, 이해관계자 복잡도

KT 부산

u-Health

기대효과
수익성, 서비스 수혜자 규모
부산시 의료서비스 전략과의 연계성

팀 분석

실행용이성

기술구현 용이성, 필요 Infra 구축 정도
법/제도적 지원 정도, 이해관계자 복잡도
재원조달 가능성

도안

신도시

U-City

적용가능성
(기술적, 제도적)

기반 기술의 존재 여부, 기존 시스템 존재 여부, 요구 기술 확보 가능성
규제/의무조항의 존재여부 및 법/제도 변경에 대한 용이성 수준

팀 분석

경제성 필요재원의 규모, 운영비용을 감안한 비용 대비 편익 수준, 수익창출가능성

공공성
공공 목적에서의 제공 필요성 수준
도안신도시 U-City 인구 대비 서비스 수혜자 범위
서비스 사용 만족도

핵심지식선정
도안신도시 U-City 상위 또는 관련 계획(대전시 등)과의 부합 수준
도안신도시 U-City 비전, 전략과의 부합 수준

3.2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 서비스 평가 요인 분석 (사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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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 서비스 평가 요인 선정 (1/2)

연구 및 타 사업에서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적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기대 효과성 등의 3개의 항목으로 1단계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도출하여 2단계 9개 항목을 도출함.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지역적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기대 효과성

지
역
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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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용
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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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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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모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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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모델 선정

3.2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 서비스 평가 요인 선정 (2/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선정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출과, 경제적 타당성과 기대 효과성
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지역적

적합성

지역 특성 u-서비스 제공 시 지역적 특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변수

제공 용이성 다양한 u-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제공환경 등 기반조성으로 서비스 적용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변수

도시 기반성 지역 도시계획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시와의 연계 기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변수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지원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변수

이용계층 다양성 u-서비스 추진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범위를 측정하는 변수

호환성 서비스간의 유기적 호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변수

기대

효과성

안전성 u-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도시내의 사건사고 발생률을 평가하는 변수

활용성 생활 속에 친숙한 서비스로 거부감이 없이 어디에서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변수

비용절감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비의 증감 여부를 평가하는 변수

계층 구조도에서 사용되어진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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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모델 선정

3.2 서비스 평가 기준 설정 > 서비스 평가 요인 척도

서비스 평가 요인 척도를 계량화 하기 위해 평가 요소별 정량적, 정성적 내용은 5점 배점화 하여 상세화 하였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척도

5점 4점 3점 2점 1점

지역적

적합성

지역 특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제공 용이성
서비스 적용

용이성 매우 높음

서비스 적용

용이성 다소 높음

서비스 적용

용이성 보통

서비스 적용

용이성 다소 낮음

서비스 적용

용이성 낮음

도시 기반성
오산 및 주변도시

연계 기반화 가능

오산 전지역

연계 기반화 가능

오산신도시

연계 기반화 가능

뉴타운, 산업단지

연계 기반화 가능

구도심

연계 기반화 가능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이용계층 다양성 모든 계층 이용
주 사용자 및

주변계층만 이용

주 사용계층만

이용

일부 제한적

계층만 이용

이용자 계층이

없음

호환성
정보, 서비스

모두 호환

정보, 서비스

제한적 호환
서비스만 호환 정보만 호환 호환안됨

기대

효과성

안전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활용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비용절감 BCR↑, LCC↓ BCR↑, LCC ↑ BCR →, LCC → BCR ↓, LCC ↓ BCR ↓, LCC ↑

* BCR (Benefit Cost Ratio) : 수익비용율
LCC (Life Cycle Cost) : 수명 주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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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비스 모델 선정 > 선정 기준 가중치 분석

3. 서비스 모델 선정

u-서비스 선정에서 공무원 집단과 도시전문가 집단들은 서비스 도입 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서비스 제공의 용이성과 각 서비스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선정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용빈도와 더불어 안전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서비스 선정 기준 항목별 가중치 분석 결과

대항목 가중치 소항목 대항목별 가중치 전체가중치 전제순위

지역적

적합성
0.511

지역 특성 0.423 0.204 1

제공 용이성 0.371 0.179 2

선호도 0.207 0.100 5

경제적

타당성
0.304

경제적 효율성 0.514 0.176 3

이용계층 다양성 0.156 0.053 7

이용 빈도 0.330 0.113 4

기대

효과성
0.184

안전성 0.538 0.093 6

편리성 0.243 0.042 8

비용절감 0.219 0.038 9

가중치
분석결과

오산시의 예산,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

기능의 단순화와
다양한 정보전달 등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확보

사생활보호,
시스템 보안 등

각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U-City

구현

CHARM
매력적인

오산



3.3 서비스 모델 선정 > 단위 서비스 평가 결과(1/2)

3. 서비스 모델 선정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각 선정 요인별로 평가한 서비스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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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서비스
지역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기대 효과성

지역특성 제공용이성 도시기반성 경제적효율성 이용계층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교통

교통정보제공 4 5 5 4 5 5 3 4 4

교통제어 4 5 5 4 5 4 4 4 3

돌발상황관리 3 4 4 4 3 3 3 4 2

법규위반 자동단속 4 4 5 4 3 2 3 3 3

대중교통정보제공 5 5 5 4 5 4 4 4 4

공영주차장정보제공 3 3 3 3 2 3 2 3 3

교통약자 4 3 4 2 3 3 2 3 2

환경

환경감시 5 4 4 2 4 4 3 4 2

환경정보제공 5 4 4 3 4 4 3 4 2

환경자원관리 3 4 5 3 3 3 3 4 2

edu-환경 3 3 4 2 2 3 3 2 2

안전

공공지역방범 5 5 4 4 3 3 3 4 2

재난상황관리 4 4 3 3 2 2 3 3 2

차량 번호 인식 4 4 4 4 2 3 3 3 2

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4 4 4 4 2 3 2 3 3

U-City시설물 관리 5 5 4 4 4 4 3 4 3

가로등 관리 3 4 4 4 4 3 3 3 3

행정

공공서비스포털 4 5 4 4 5 4 3 4 4

미디어 행정 4 4 4 4 5 5 3 5 4

무인민원 발급 3 4 3 2 3 3 3 3 3

복지

맞춤형건강관리 3 4 3 4 3 3 2 3 3

보건생활관리 3 3 3 3 3 3 3 2 1

홈정보 4 4 4 4 4 4 3 4 2

문화
녹색자전거 4 4 4 4 4 3 4 3 3

u-Street 5 5 4 4 5 5 3 4 4



3.3 서비스 모델 선정 > 단위 서비스 평가 결과(2/2)

3. 서비스 모델 선정

5점 척도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각 서비스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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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서비스
지역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기대 효과성

지역특성 제공용이성 도시기반성 경제적효율성 이용계층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교통

교통정보제공 0.54 0.605 0.62 0.568 0.48 0.51 0.309 0.376 0.332

교통제어 0.54 0.605 0.62 0.568 0.48 0.408 0.412 0.376 0.249

돌발상황관리 0.405 0.484 0.496 0.568 0.288 0.306 0.309 0.376 0.166

법규위반 자동단속 0.54 0.484 0.62 0.568 0.288 0.204 0.309 0.282 0.249

대중교통정보제공 0.375 0.605 0.62 0.568 0.48 0.408 0.412 0.376 0.332

공영주차장정보제공 0.405 0.363 0.372 0.426 0.192 0.306 0.206 0.22 0.249

교통약자 0.51 0.363 0.496 0.284 0.288 0.306 0.206 0.282 0.166

환경

환경감시 0.675 0.484 0.496 0.284 0.384 0.408 0.309 0.376 0.166

환경정보제공 0.675 0.484 0.496 0.426 0.384 0.408 0.309 0.376 0.166

환경자원관리 0.405 0.484 0.62 0.426 0.288 0.306 0.309 0.376 0.166

edu-환경 0.405 0.306 0.496 0.284 0.192 0.306 0.309 0.188 0.166

안전

공공지역방범 0.675 0.605 0.496 0.568 0.288 0.306 0.309 0.376 0.166

재난상황관리 0.54 0.484 0.372 0.426 0.192 0.204 0.309 0.282 0.166

차량 번호 인식 0.54 0.484 0.496 0.568 0.192 0.306 0.309 0.282 0.166

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0.54 0.484 0.496 0.568 0.192 0.306 0.206 0.282 0.249

U-City시설물 관리 0.675 0.605 0.496 0.568 0.384 0.408 0.309 0.376 0.249

가로등 관리 0.405 0.484 0.496 0.568 0.288 0.306 0.309 0.282 0.249

행정

공공서비스포털 0.54 0.605 0.496 0.568 0.48 0.408 0.309 0.376 0.332

미디어 행정 0.54 0.484 0.496 0.568 0.48 0.51 0.309 0.47 0.332

무인민원 발급 0.405 0.484 0.372 0.284 0.288 0.306 0.309 0.282 0.249

복지

맞춤형건강관리 0.405 0.484 0.372 0.568 0.288 0.306 0.206 0.282 0.249

보건생활관리 0.405 0.363 0.372 0.426 0.288 0.306 0.309 0.188 0.083

홈정보 0.54 0.484 0.496 0.568 0.384 0.408 0.309 0.47 0.166

문화
녹색자전거 0.54 0.484 0.496 0.568 0.384 0.306 0.412 0.282 0.249

u-Street 0.675 0.605 0.496 0.568 0.48 0.51 0.309 0.376 0.332



3.3 서비스 모델 선정 > 서비스별 평가 결과

3. 서비스 모델 선정

산출된 단위 서비스 별 평가 선정 결과를 평가 항목별 가중치 적용하여 서비스별 선정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도입기에
13개, 확산기 이후에 12개 서비스를 구축 단계를 결정함

III.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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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서비스 가중치 부여 결과 3.5점 이상 3.5~3.0점 3.0점 미만

교통

교통정보제공 4.340 ●

교통제어 4.258 ●

돌발상황관리 3.398 ●

법규위반 자동단속 3.544 ●

대중교통정보제공 4.476 ●

공영주차장정보제공 2.801 ●

교통약자 2.931 ●

환경

환경감시 3.582 ●

환경정보제공 3.724 ●

환경자원관리 3.380 ●

edu-환경 2.709 ●

안전

공공지역방범 3.789 ●

재난상황관리 2.975 ●

차량 번호 인식 3.343 ●

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3.323 ●

U-City시설물 관리 4.070 ●

가로등 관리 3.387 ●

행정

공공서비스포털 4.114 ●

미디어 행정 4.189 ●

무인민원 발급 2.979 ●

복지

맞춤형건강관리 3.160 ●

보건생활관리 2.740 ●

홈정보 3.825 ●

문화
녹색자전거 3.721 ●

u-Street 4.351 ●

평가 점수 별 구축단계 적용 기준

평가점수

도입기
과제

구현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우선
공공적 편익이 큰 서비스
연계 서비스가 높은 서비스
기반인프라로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서비스

확산기
과제

경제성, 효율성, 분야별 평가가 낮은 서비스
우선구축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확장
가능한 서비스

3.5

3.0

5.0

보류 서비스 계획 방안

확산기
이후

서비스 평가가 매우 낮은 서비스
향후 지역정보화 전략을 통해 재검토 필요
본 정보화 전략에서는 보류서비스로 결정

서비스 선호도가 매우 낮아 보류로 판단되는 6개
서비스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 함
보류서비스는 5년마다 수립하는 오산시 지역정보화 전략
수립 시 재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III. 부문별 계획

3. 서비스 모델 선정

3.4 서비스 모델 선정 결과 > 단계별 구축 방향

성공적인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해서는 각 지구별 개발 기간을 고려하고, 단계별로 점진적인 서비스의 확장을 고려해야 하며, 공공
및 기반 인프라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구축시 신도시에서 뉴타운, 산업단지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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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CHARM 매력적인 오산시 건설

1단계 : 도입

2단계 : 확산

3단계 : 안정

서비스 모델 구축 사항

• 교통 [교통정보제공, 교통제어, 법규위반자동단속, 대중교통정보제공]

• 환경 [환경감시, 환경정보제공]

• 안전 [공공지역방범]

• 시설물관리 [U-City시설물관리]

• 행정 [공공서비스포털, 미디어 행정]

• 의료/복지 [홈정보]

• 문화/ 관광 [녹색자전거, u-Street]

• 교통 [돌발상황관리]
• 환경 [환경자원관리]
• 안전 [차량번호인식]
• 시설물관리 [지하시설물관리,  가로등관리]
• 의료/복지 [맞춤형건강관리]

도입단계 적용 서비스 모델

확산단계 이후 적용 서비스 모델

기반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오산신도시 U-City 도입
- U-City 기반 서비스 구축
- 특화서비스 기반 확보
- U-City 운영능력 확보

운영효율성 제고
수익기반 확보

오산시 경쟁력 확보

거주민 삶의 질 향상
수익사업 발굴
민간사업 고려

•뉴타운, 산업단지, 구도심 확대
- 신도시 기반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복지, 문화, 산업으로 서비스 확대
- 수익형 특화 서비스 발굴 및 구축

•오산 U-City 완성
- 수익형 서비스 확대 및 수익안정화
- 타 지자체 연계 서비스 발굴
- 민간분야 서비스 발굴 및 민간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III. 부문별 계획

3. 서비스 모델 선정

3.4 서비스 모델 선정 결과 > 지역 특성화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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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U-City를 위한 특화 서비스 도출 방향은 기술, 사회현상, 정책의 반영, 오산신도시의 공간적 특징을 통해 기능의 고도화적인
특화와 지역상황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도출하여 모델 수립 시 해당되는 각 서비스에 반영함

기술적 특화

공간적 특화

사회적 특화

정책적 특화

경부선 철도 연계(대중교통체계)

• 오산의 주요 진출입구 역할과
• 유동인구에 따른 커뮤니티 형성
• 버스, 자전거와 연계한 교통수단
분담율 향상
• 녹색교통수단 확충

산업단지 인접지역 환경감시

• 가장, 누읍단지 주변 환경오염
감시

• USN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 가장천 오폐수 감시(수질)

댁내 서비스 연계

• 아파트 구성비율이 높으므로
댁내 세대단말기로 교통,환경정

보 제공 가능
• 아파트 외는 전자현수막 서비스
와 연계

젊은 도시로 IT기술 습득 용이

• 양방향 서비스 구성
• 미디어 관련 신개념 도입 용이
• 수익서비스 구축 및 안정화 유리

CCTV등 장비의 다목적 활용

• 스쿨존, 공원 등에 적용
• 교통, 안전 등 통합 활용
• CPTED개념 도입과 카메라간 연동
으로 추적 시스템 고도화
•통합Pole 활용으로 미적 가로 구성

“환경수도 오산”

• 공원, 하천을 연계한 문화, 휴식
레저벨트 조성
• 에너지 자가 발전 체험을 위한 환
경 교육 공원 조성

상위기관 정책 반영

• 테마별 자전거 코스개발
• 통행거리 확보로 교통수단 분담
• 활성화를 통한 운영 재원 마련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4.1 교통 부문

4.2 환경 부문

4.3 안전 부문

4.4 시설물관리 부문

4.5 행정 부문

4.6 복지 부문

4.7 문화 부문

1. 서비스 모델 수립 개요

2.  서비스 모델 현황 분석

3.  서비스 모델 수립 방향

4.  서비스 모델 수립



III. 서비스 모델 수립

오산 도심에 설치된 첨단 인공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통해 도심교통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교통흐름 개선과 오산시 교통관련 이벤트에
대한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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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부문 > 서비스 개념도

2. 교통정보제공

4. 법규 위반 자동 단속

시내 주요 지역에서
CCTV 및 자동단속장비
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하
는 서비스

3. 대중교통정보제공

오산신도시를 경유하는
광역, 일반 버스의 수집
된 운행정보와 철도 운
행정보를 정류장 단말
기 및 타 매체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1. 교통제어

수집된 교통정보 및 주
변지역 주요도로의 교통
정보를 VMS, Web, 핸
드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16번 버스 12분 후 도착

10번 버스 20분 후 도착

4. 서비스 모델 수립

주요교차로의 교통상황
에 따라 신호를 원격으
로 제어하고, 주요도로
의 교통 상황을 수집, 
분석하는 서비스

5. 돌발상황관리

도로시설 및 상황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각종 센서를 이
용하고, 돌발상황발생시 대
처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III. 부문별 계획

4.1 교통 부문 > 교통제어 >서비스 개요

주요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를 실시간 원격으로 제어하고, 능동적인 교통 정보 수집 및 분석, 처리를 통해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통 통행속도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및 시간 단축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서비스 선정 결과

4. 서비스 모델 수립

교통상황 별 신호제어, 정확한 소통 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흐름 유도

원격운영자에 의해 신호제어 시스템 수동제어

시간대별, 지역별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신호제어

현장 동영상을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돌발상황의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교통상황 별 신호제어, 정확한 소통 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흐름 유도

원격운영자에 의해 신호제어 시스템 수동제어

시간대별, 지역별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신호제어

현장 동영상을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돌발상황의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서비스 개념도

교통소통
정보

ONU
교통신호 제어

기본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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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기관

신호제어기

정지선검지기

대기행렬

검지기

정보분석검지기

VDS

AVI 

VDS 제어기

AVI 제어기

교통행정과(운영)

화성동부경찰서

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운영)

화성동부경찰서

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연계부서

통합운영센터

연계 서비스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정보제공

신호위반 자동단속

공공서비스포털

미디어 행정

제어기
상태정보

신호제어
주기정보
제어기
상태정보

현시정보

소통정보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4.258

우선순위 4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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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오산시 주요도로

교통정보 수집

VDS를 이용한

지점교통정보 수집

ITS국가표준을 준수하는 영상검지방식의 지점교통정보 수집장치(VDS)를

이용하여 지점 교통정보 수집

AVI를 이용한 구간

교통정보수집

ITS국가표준을 준수하는 번호판인식방식의 구간 교통정보 수집장치(AVI)를 이용한

구간 교통정보 수집

CCTV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상황영상 수집

주요도로의 실시간 상황 및 돌발 상황 등을 통합운영센터로 전송 및 영상 데이터

저장

타 현장시스템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영상전송 및 신호제어기 차량검지센서를 통한 실시간

소통정보 영상 제공

교통정보제어기를

통한 신호제어 서비스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상황에 따라 제어모드 설정(특수제어 / TOD제어 / TRC제어)

알고리즘을 통한 신호시간 생성 및 전송 관리

신호제어기와 검지기간의

연동제어 및 호환

정지선검지기, 대기행렬 검지기, 정보분석 검지기 등과 신호제어기 연동을 통한

신호제어

경기도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호환

교차로감시 영상장비 교차로 감시 CCTV 구성으로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 및 영상 데이터 저장

통합운영센터 연계
통합운영센터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연계

기존 경기지방경찰청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호환성 유지

기본교통정보 교환기술I-III에 따른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연계

서비스

주요기능



4.1 교통 부문 > 교통제어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도입 효과

• 실시간 도로의 교통량에 따른 신호제어로 운
전자 이동시간의 단축

• 실시간 도로의 교통량에 따른 신호제어로 운
전자 이동시간의 단축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정체 차량의 감소로 인한 자동차로 발생되는
매연감소로 근방 주거지의 공기 질 개선

• 거주지의 출입이 용이

• 정체 차량의 감소로 인한 자동차로 발생되는
매연감소로 근방 주거지의 공기 질 개선

• 거주지의 출입이 용이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도로 정체의 개선으로 주민 삶의 환경 개선

• 교통정체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손실
감소

• 신뢰도 높고 정확한 교통정보제공 체계 마련

• 도로 정체의 개선으로 주민 삶의 환경 개선

• 교통정체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손실
감소

• 신뢰도 높고 정확한 교통정보제공 체계 마련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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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본 교통제어 서비스

ITS의 중복 투자 여부

국가 ITS 기본계획, 수도권 광역

ITS 기본계획, 경기도 ITS기본계획

중앙 정부의 ITS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참조하고, 주변 지자체의 U-City 및 ITS계획

을 사례로 참조하여 교통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오산시 자체 ITS/BIS 계획 수립 필요

교통업무의 주관 조직

설정

오산경찰서의 업무와 통합운영센터

에서 교통제어의 업무의 연계, 통합, 

연동 등에 대해 검토

통합운영센터내 교통제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오산경찰서내 담당자의 파견 등에 대

한 협의필요

연계 및 표준화 방안

현장장비와 센터간 표준화 방안

현장장비와 경찰청 연계 방안

센터와 센터간 연계 방안

ITS 국가표준(ITS 기술기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준수

기존 경기지방경찰청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호환성 유지

기본교통정보 교환기술I-III에 따른 센터와 센터간 연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 링크 체계 구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호, 고시

제2008-26호)

구도심의 신호체계 및 교통수집/가공/제공 체계 분석/연계하여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

교통시설물 설치 지침 교통수집, 제공 장비의 현장 설치

시설물은 교통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관리성을 고려하며 설치

기상 여건(낙뢰, 염해, 풍수해 등)에도 시설물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III. 부문별 계획

4.1 교통 부문 > 교통제어 > 시스템 구성도

CCTV를 이용한 주요 교차로 내·외부 실시간 모니터링과,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 검지 센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한
신호제어, 정보제어 시스템을 구축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
센터

연계기관

현장시설

통신장치

서비스
운영단말

신호제어
서버

NMS
서버

데이터
서버

신호통신
서버

데이터
수집서버

자가통신망

행정망

광링크

스위칭 허브

연계 서버
(소프트웨어개량)

연계기관

모니터
(본 사업용 추가)통신장치

ONU

교통 제어

영상감시 카메라
교차로 내·외부

서비스
연계

신호등 정지선
검지기

대기행렬
검지기

정보분석
검지기

VMS 연계
정보전달신호제어기

교통정보
제어기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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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4.1 교통 부문 > 교통제어 > 부문별 구축 방안 및 소요예산

서비스 구축 방안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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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 : 천원>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19,022 353,330 450,240 1,222,260 2,044,852 

3단계 -

총 소요 예산 19,022 353,330 450,240 1,222,260 2,044,852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 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시설물은 교통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관리성을 고려

하며 설치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 안전

확보

KS, 관련법규 및 규정,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 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시설물은 교통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관리성을 고려

하며 설치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 안전

확보

KS, 관련법규 및 규정,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

경찰청 교통신호 제어기 표준 준수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제시하는 표준 정보 교환체계 준수

오산신도시 외부(국도1호선 등 기운영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수립

교통제어시스템의 기능들은 통합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신호제어계획 생성), 운영단말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모니터링, 

자료관리), 신호제어통신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수집처리, 

신호제어, 정보연계)로 나누어 시스템 구축

CCTV영상 정보는 사고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경찰청 교통신호 제어기 표준 준수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제시하는 표준 정보 교환체계 준수

오산신도시 외부(국도1호선 등 기운영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수립

교통제어시스템의 기능들은 통합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신호제어계획 생성), 운영단말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모니터링, 

자료관리), 신호제어통신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수집처리, 

신호제어, 정보연계)로 나누어 시스템 구축

CCTV영상 정보는 사고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III. 부문별 계획

4.1 교통 부문 >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개요

오산신도시의 교통제어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교통 소통 상황에 따른 실시간 수집 정보(소통정보, CCTV 영상정보 등)를 다원화된
매체(VMS, 미디어보드, Web 등)를 통해 제공하여 운전자의 통행을 비혼잡 지역으로 유도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VMS를 통해 수집된 교통상황 정보 제공

현장장비 및 타 서비스의 제공 장비(미디어보드, 

포털 등)를 통해 교통 정보 제공

교통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정보 제공

각 제공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 및

제공 내용 차별화

VMS를 통해 수집된 교통상황 정보 제공

현장장비 및 타 서비스의 제공 장비(미디어보드, 

포털 등)를 통해 교통 정보 제공

교통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정보 제공

각 제공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 및

제공 내용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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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ONU
교통 정보 제공

타 서비스 연계

연계기관

교통행정과(운영)

화성동부경찰서

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운영)

화성동부경찰서

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건축과

연계부서

통합운영센터

연계 서비스

교통제어

대중교통정보제공 공공서비스포털

미디어 행정

VMS 제어기

상행오산IC-신갈JC 
정체
하행오산IC-안성IC 지
체

VMS

공공서비스
포털

MobileKiosk

미디어보드

홈 정보

Wall Pad

소통정보
장비상태정보

소통정보

주변지역
소통정보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4.340

우선순위 3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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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교통정보

제공서비스

도로전광판(VMS)  및

키오스크, 

모바일장치등을

이용한 정보 제공

VDS, AVI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및 타 지자체 교통센터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도로전광판(VMS) 및 키오스크를 통해 교통 정보 제공

CCTV 영상 정보 제공
실시간 소통 상황을 CCTV를 통해 수집하여 통합관리센터에 전송하여 실시간 교통상황

전송 및 웹을 통해 전달

기타 정보제공 서비스
재난관리과 및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태풍, 폭우, 폭설, 황사 등의 정보를 키오스크, 

미디어보드, VMS를 통하여 정보 표출

도로전광판(VMS) 

기능

전송메시지 자동 생성

및 관리

통합운영센터의 VMS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표출메시지 자동생성기능, 표출주기 설정

기능

비상시 VMS 단독

운영
비상시, 기타 특이상황 시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된 문구 표출

현장장비 휘도 관리 통합운영센터 VMS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야간 LED 모듈 휘도 관리

메시지 수동 작성 및

발송 주기 설정
통합운영센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메시지 수동작성 및 표출, 표출시간 설정 기능

타 시스템 연계 VMS의 통합활용 시정홍보, 문화행사 등 타 서비스의 정보를 연계하여 VMS를 통하여 정보 표출

서비스

주요기능



4.1 교통 부문 > 교통정보제공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도입 효과

• 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의 활용으로 시간활용

정확성 증대

• 정체 구간 감소로 통행 속도 증가 및 교통비

지출 감소

• 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의 활용으로 시간활용

정확성 증대

• 정체 구간 감소로 통행 속도 증가 및 교통비

지출 감소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대기시간 감소 및 우회도로 유도하여 차량감

소 효과로 인한 거주 환경 개선

• 공회전, 차량 운행 감소로 매연 발생 저하, 도

로변 공기 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대기시간 감소 및 우회도로 유도하여 차량감

소 효과로 인한 거주 환경 개선

• 공회전, 차량 운행 감소로 매연 발생 저하, 도

로변 공기 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오산 내 종합적인 교통 상황 관제로, 오산시
전체 흐름에 대한 관리 가능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획득된 정보의 재활용

• 정보제공 시 교통흐름 결과 분석, 통계 분석
등을 통한 교통 정책 내 반영 데이터 확보

• 오산 내 종합적인 교통 상황 관제로, 오산시
전체 흐름에 대한 관리 가능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획득된 정보의 재활용

• 정보제공 시 교통흐름 결과 분석, 통계 분석
등을 통한 교통 정책 내 반영 데이터 확보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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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단계별 교통정보 제공과 신

도시 지역 개발에 따른 현

장장비 설치

유동인구, 이동동선, 단지 내 단계별 인구

입주 수 등을 고려

1지구 및 2,3지구로 서비스 연계/확장이 용이하도록 현장장비 위치선정 검토

정류장 초기 위치 선정 및 이동 검토

서비스간 연계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정보제공 서비스 및 도로소통 현

황 연계

U-City 시설물인 VMS, Kiosk, Media 

board 등을 통한 컨텐츠 제공, 관리 방안

서비스간 실시간 연계

VMS, Media board 등을 통한 도로소통 정보 제공을 위한 오산시내 기기간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 개발

교통부문 정보제공 지침 교통정보 표출, 연계성 고려

교통정보는 이용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각 정보제공 매체의 특성

을 고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 국가 ITS 아키텍쳐”와 “국가 ITS기술표준화” 사업에서

제시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정보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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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부문 > 교통정보제공 > 시스템 구성도

본 서비스의 시스템은 오산시 주변지역 주요도로의 소통상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고, 
교통제어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오산시 교통정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정보제공
서버

통신
서버

현장 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자가통신망

웹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툴 화면

통합운영

시스템 구성도

연계서버

GIS 서버

위치가공
서버

컨텐츠
통합DB

미디어
행정

홈 정보

서비스
연계

오산시
BIS

상행오산IC-신갈JC 
정체
하행오산IC-안성IC 지
체

VMS
제어장치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연계 정보전달



4.1 교통 부문 > 교통정보제공 > 부문별 구축 방안 및 소요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10,604 - 173,496 - 146,028 330,128 

3단계 10,604 - - 10,604 

총 소요 예산 21,208 - 173,496 - 146,028 340,732 

<단위 : 천원>

서비스 구축 방안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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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시설물은 교통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관리성을 고려

하며 설치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들을

보호하여야 함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 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시설물은 교통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관리성을 고려

하며 설치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들을

보호하여야 함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 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국가 ITS 아키텍처”, “국가 ITS 기술 표준화”
사업에서 제시한 표준을 준수( 비표준 부문은 발주부서와 협의)

대중교통교환기술 표준에 의거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연계

VMS서버 및 제어기간 통신 프로토콜 현황 분석

VMS 구간 관리등 현장장비 DB화

기존 수원시/경기도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호환성 유지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훈령 제704호) 준수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국가 ITS 아키텍처”, “국가 ITS 기술 표준화”
사업에서 제시한 표준을 준수( 비표준 부문은 발주부서와 협의)

대중교통교환기술 표준에 의거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연계

VMS서버 및 제어기간 통신 프로토콜 현황 분석

VMS 구간 관리등 현장장비 DB화

기존 수원시/경기도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호환성 유지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훈령 제704호) 준수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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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통 부문 > 대중교통정보제공 >서비스 개요

오산시내 운행하는 대중교통(버스, 철도 등)의 운행과 관련된 위치정보, 도착시간 정보, 노선정보 등 각종정보를 수집하여 거주민 및
방문객에게 BIT,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앞/뒤차(열차) 간격의 간격 조정, 운행시간 실시간

파악을 통한 배차간격 정시성의 확보

오산 및 주변 연계 지역의 버스 정보 제공 확대

신뢰성을 확보한 대중교통 정보의 제공

시내·광역 및 주변 지역 버스 정보 제공 영역의

일원화

앞/뒤차(열차) 간격의 간격 조정, 운행시간 실시간

파악을 통한 배차간격 정시성의 확보

오산 및 주변 연계 지역의 버스 정보 제공 확대

신뢰성을 확보한 대중교통 정보의 제공

시내·광역 및 주변 지역 버스 정보 제공 영역의

일원화

서비스 개념도

16번 버스 12분 후 도착

10번 버스 20분 후 도착

LCD
Type

LED
Type

운행 정보
노선 정보
장비상태정보

ONU

광역, 일반버스

전철, 철도정보

연계기관

교통행정과(운영)

정보통신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운영)

정보통신과

건축과

연계부서

통합운영센터

연계 서비스

공공서비스포털

미디어 행정

홈 정보

공공서비스
포털

Mobile

미디어보드

Wall Pad

운행 정보
노선 정보

운행 정보
노선 정보

운행 정보
노선 정보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4.476

우선순위 1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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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버스운행 정보 제공

서비스

정류장 별

버스운행노선 및

도착정보 제공

LED, LCD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수집된 버스정보 및

경기도교통센터에서 가공된 버스 정보 제공

교통약자를 위해 음성장치를 통한 버스진입정보 표출

모바일 장치(PDA, 

휴대폰) 정보조회, 

위치정보 확인

모바일 장치를 통해 통합센터에서 수집된 버스정보와 경기도 교통센터에서 수집 가공된

버스정보 제공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전철 및 열차정보

연계

포털을 통해 전철1호선 및 열차 관련 정보 제공 및 키오스크 미디어 보드를 통한 대중교통

종합정보 제공

실시간 위치정보, 대중교통 운행정보, 노선정보 제공

현장시스템 DB화

및 원격관리
BIT 현장장비 관리

각 버스정보제공시스템은 자가진단 및 개별 원격관리 가능으로 장애발생 최소화 및

유지보수 편의성 확보

기타 정보 제공 및

추가 기능

시정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버스운행정보 외 시정홍보 및 날씨, 문화행사 등의 정보 제공

수동 메시지 입력 및

자동표출 기능

긴급상황, 기타 상황시 운영자 요구에 따라 버스정보제공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동 메시지 표출 및 표출 시간 설정 및 버스운행시간 외 시스템 전원 대기 설정

서비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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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입 효과

• 이용자의 도시 내외 이동에 따른 시간 최소화

• 대중교통 흐름의 개선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
감소

• 대중교통 이용으로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경
제적 비용 낭비 및 주변 환경 개선

• 이용자의 도시 내외 이동에 따른 시간 최소화

• 대중교통 흐름의 개선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
감소

• 대중교통 이용으로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경
제적 비용 낭비 및 주변 환경 개선

•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효율성증대

• 교통 요소의 통합적 분석 및 관리 가능

•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로 교통 분담율 증가

•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효율성증대

• 교통 요소의 통합적 분석 및 관리 가능

•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로 교통 분담율 증가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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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도시 내외 이동에 따른 시간 최소화

• 대중교통 흐름의 개선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
감소

• 거주민의 이동 수단 다양화

• 주민의 도시 내외 이동에 따른 시간 최소화

• 대중교통 흐름의 개선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
감소

• 거주민의 이동 수단 다양화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대중교통 운행 및 노선 정
보 수집

경기도 교통정보 센터로부터 수집하
는 대중교통정보의 정확도 및 노선
변경 시 반영 필요

신도시의 특성 상 새로 구축되는 표준 노드, 링크 체계의 지속적인 검증과 도착시
간 정보의 정확도 확보 등 교통정보센터와의 지속적인 테스트 필요
노선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노선정보의 빠른 반영을 위한 경기도 교통정
보센터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필요

서비스 제공 시기

1단계 사업 구축은 총 11,561가구가
입주하지만 세교 1,2,3지구 중
20.4%만을 차지함.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한 고찰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정류소 및 기타 교통 관련 인프라가 구축중인 1단계보다
교통이 혼잡해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2단계에 한꺼번에 도입이 경제적임
2단계 입주의 경우 전체의 과반수 인구가 넘음으로써, 서비스 운영 시 문제점 도
출, 향후 확장되는 서비스에 반영하여 적용함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중복
투자 여부 및 연계

남부권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계

획에 따른 중복투자 및 기존 시스템

연계방안 고려

광역 BIS 구축사업을 통한 BIT 36개소에 대한 지점 고려한 설계
오산시 관내버스의 기존 수집체계를 이용한 버스정보 제공 및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한 현장 장비 고려하여 설계

지점선정 및 현장시스템 타
입 선정

학교, 상가지역,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시스템 지점 및 시스템

타입 선정

학교, 상가지역, 주거지역에 특성 및 승/하차 인원을 고려한 지점 선정
버스 승강장 유무, 승하차 인원, 시인성 확보 등을 고려한 거치형, 지주형 및 LED, 
LCD 타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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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정보를 BIT를 비롯하여 타 서비스의 Kiosk, 유무선 포털, 핸드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거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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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
센터

연계기관

현장시설

통신장치
경기도BIS

연계기관

자가통신망

통신장치

모니터
(본 사업용 추가)

대중교통정보 정보 전달 장비

행정망

서비스
운영단말

위치가공
서버

NMS/SMS
서버

WEB
서버

정보제공
서버

GIS 서버 서비스
연계

DB
서버

BIT Kiosk

상황판
운영서버

PDA 핸드폰 인터넷포탈ARS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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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14,205 516,000 1,863,060 2,393,265 

3단계 14,205 14,205 

총 소요 예산 28,410 516,000 1,863,060 2,407,470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 시 시인성 및 승객 안전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

선정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 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정류소 안내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시인성, 표출능력, 도시미관, 내구성, 견고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 시 시인성 및 승객 안전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

선정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 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정류소 안내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시인성, 표출능력, 도시미관, 내구성, 견고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현장장비 정류소 안내기는 범용적인 사양들로 구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추후 확장에 대비한 여분의 확장포트 제공

버스 승강장 외부에 설치할 경우 방진, 방습 고려한 장비 선정

오산시 전역의 교통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제공 U-City 서비스 및 도로소통 정보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타 지자체 운영중인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분석하여 도착정보

시간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현장장비 정류소 안내기는 범용적인 사양들로 구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추후 확장에 대비한 여분의 확장포트 제공

버스 승강장 외부에 설치할 경우 방진, 방습 고려한 장비 선정

오산시 전역의 교통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제공 U-City 서비스 및 도로소통 정보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타 지자체 운영중인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분석하여 도착정보

시간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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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중심부 및 교통흐름이 많은 교차로를 등을 주요 대상으로 무인자동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내의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의 특수 목적 지역에 신호 및 과속 위반 자동 단속을 실시하여 거주민의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자동 단속

CCTV 카메라를 통한 영상 모니터링

불법 주·정차 시 음성경보 및 계도문자 표시

루프검지기를 이용한 차량 속도 검지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영상 정보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알고리듬 반영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자동 단속

CCTV 카메라를 통한 영상 모니터링

불법 주·정차 시 음성경보 및 계도문자 표시

루프검지기를 이용한 차량 속도 검지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영상 정보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알고리듬 반영

서비스 개념도

• 차량번호
• 주차시간
• 단속정보

차량검지기
신호제어기

신호위반/과속 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감지

신호
위반차량

주정차정보
단속주기 설정
장비상태정보

ONU

위반,단속정보

장비상태정보

연계기관

교통행정과(운영)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운영)

정보통신과

연계부서

통합운영센터

연계 서비스

공공서비스포털

단속 정보
차적 정보

단속정보

속도정보
신호위반정보
장비상태정보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544

우선순위 13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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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단속 구역 내 실시간 영상검지를 통해 최초 불법 주^정차 발생 데이터 수집 후 설정 된

시간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음성경보 및

계도문자(SMS)송신
단속 시 음성경보 및 계도문자 발송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시정홍보 기능 제공

모니터링 및

상태감시

CCTV 카메라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검지 영상 및 주변 영상을 수집 및 저장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외 방범/교통소통정보

등을 통합운영센터 제공

자체 진단기능을 통한 시스템

모니터링
24시간 자체 시스템 진단기능을 통해 장애 및 민원 발생 최소화

단속편의성

및 연계

수동/자동 단속설정 운영자의 편의에 따라 수동 및 자동 단속기능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운영인원 최소화

단속 처리된 위반자료 조회 단속 완료된 데이터는 따로 저장하여 민원 대비 및 타 기관과 연계성 확보

신호

단속시스템

단속구간 내 신호위반 차량

단속

적색 현시가 시작되고 설정 값(100~1,000msec)이후 루프검지기 또는 기타 측정장비를

통해 검지된 정지선을 통화한 차량 단속

단속 방식 관리
차로는 직진 차선이었으나, 주행 차량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실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경우 단속하는 기능

과속

단속시스템

자동번호판 인식 및

신호단속시스템과 통합

신호/과속 시스템 통합 제어 시스템 구성

번호인식 카메라를 통해 차량 번호판 영상 검지 후 연계를 통한 차량정보 수집

서비스

주요기능



4.1 교통 부문 > 법규위반 자동단속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도입 효과

• 교통 흐름의 개선으로 정체 구간이 줄어듦으
로 인하여 시민 업무 및 비즈니스 업무 효율성
증대

• 경찰의 CCTV 망 증설 없이 단속 업무 진행

• 교통 흐름의 개선으로 정체 구간이 줄어듦으
로 인하여 시민 업무 및 비즈니스 업무 효율성
증대

• 경찰의 CCTV 망 증설 없이 단속 업무 진행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교통 체증의 원인의 감소로 인해 거주자 생계
활동 효율성 증대, 정체로 인한 환경 저해 요
소 감소

• 교통 체증의 원인의 감소로 인해 거주자 생계
활동 효율성 증대, 정체로 인한 환경 저해 요
소 감소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도시민에게 교통류 개선을 통한 고품질 교통
정책 제공 가능

• 단속업무의 무인화 및 자동화로 인하여 비용
절감

• 도시민에게 교통류 개선을 통한 고품질 교통
정책 제공 가능

• 단속업무의 무인화 및 자동화로 인하여 비용
절감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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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경찰과의 업무 중복, 담당
업무 정의

주차위반의 경우 오산시의 관할이지만 신호 위
반 단속, 과속 등은 경찰서 관할업무이므로 업
무 협의 검토

화성동부경찰서와의 업무 연계
신호위반, 과속단속에 대한 영상 및 데이터 전송하여 경찰 업무에 협조함
신호위반, 과속 단속 현장시스템 지점선정 협의

시스템 공동활용 및 관리
주체 협의

현재 CCTV 설치 및 관리 규정상 다중 용도로
CCTV를 이용할 수 있지만, 조직간의 업무 공
유 시 발생될 수 있는 공동활용과 관리 주체 협
의
단속 주체와 고지서 발급 주체와의 업무 협의

통합운영센터내 운영에 대한 업무를 경찰과 협의하여 진행
타 U-City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행
자동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처리가능한 업무 협의체계 구성

경찰 ITS망과 U-City자가
망의 중복

신도심의 경우 U-City 망을 이용하여 법규위반
단속을 진행함을 검토
구도심과의 연계 시 자가망이 아닌 경찰 주관망
의 이용 및 연계 검토

일반적인 교통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찰의 CCTV망은 독립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므로, 기존 도심에 자가망이 확산되는 시점 전까지 이전 업무대
로 진행

개인 사생활 침해
주정차, 신호/과속 영상 단속에 따른 사생활 침
해 논란

수집된 카메라 영상을 허락된 관계자 외에 시청할 수 없도록 시스템 구현
불법 주정차 단속 지점 선정 시 상가지역 민원발생지역 최우선 선정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의CCTV 설치 및 운영 업무규정(안)(국토해양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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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차량에 대한 자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
센터

연계기관

현장시설
&

정보제공

법규위반자동단속
운영단말

비디오서버 분석
서버

연계
서버

시설물
관리서버

영상저장
서버

자가통신망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번호인식
카메라

영상감시
카메라

계도전광판
방송스피커

광링크
스위칭 허브

현장제어기

신호위반, 과속차량 단속

번호인식
카메라

번호인식제어기루프센서 루프검지기

서버
(소프트웨어개량)

연계기관

모니터
(본 사업용 추가)통신장치

행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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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306,850 
-

4,048,245 
-

1,865,520 6,220,615 

3단계 14,205 
- - - -

14,205 

총 소요 예산 321,055 
-

4,048,245 
-

1,865,520 6,234,820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시설물은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

법규위반 단속 지점을 도시 개발 계획을 참조하여 지점 선정

현장시설물 기초 터파기 및 복구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들을

보호하여야 함

신호/과속 단속시스템 지점 선정은 경기지방경찰청, 오산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

시설물은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

법규위반 단속 지점을 도시 개발 계획을 참조하여 지점 선정

현장시설물 기초 터파기 및 복구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들을

보호하여야 함

신호/과속 단속시스템 지점 선정은 경기지방경찰청, 오산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표준 규격 준수 및 기존 단속 장비와의 연계 및

통합 활용(신호위반/과속단속 시스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예상 지역, 직선 주로 등 주야간 과속

예상지점 및 주요 교차로 속도 위반 예상 지점 등 현장분석을 통한

장비 설치 위치 선정

개인 사생활 침해를 고려한 단속 S/W 구현 및 보안성 강화

경찰 규격서( 경찰-6310-98-0001-라) 에 명시된 신호/과속 시스템

규격 준수

CCTV영상 정보는 사고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표준 규격 준수 및 기존 단속 장비와의 연계 및

통합 활용(신호위반/과속단속 시스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예상 지역, 직선 주로 등 주야간 과속

예상지점 및 주요 교차로 속도 위반 예상 지점 등 현장분석을 통한

장비 설치 위치 선정

개인 사생활 침해를 고려한 단속 S/W 구현 및 보안성 강화

경찰 규격서( 경찰-6310-98-0001-라) 에 명시된 신호/과속 시스템

규격 준수

CCTV영상 정보는 사고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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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황과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CCTV 원격제어 및 돌발 상황 자동감지, 교통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생 상황 별
차별화된 대처 방안 및 운영방안을 제공함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서비스 선정 결과

4. 서비스 모델 수립

해당 구간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CCTV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가능

돌발상황 발생시 자동감지 및 즉각 대응 가능하며

현장 대응상황 확인 및 종결 시까지 모니터링

돌발상황 발생 지역의 CCTV를 활용한 우회도로

정보 제공

도로 여건 및 기상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구간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CCTV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가능

돌발상황 발생시 자동감지 및 즉각 대응 가능하며

현장 대응상황 확인 및 종결 시까지 모니터링

돌발상황 발생 지역의 CCTV를 활용한 우회도로

정보 제공

도로 여건 및 기상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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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398

우선순위 14

구축시점 2단계

개발방식 공공

도로 정보 수집 장비

제어기

ONU

VDS

AVI

도로 교통흐름
돌발상황 정보

정보전달 매체

SMS

PDA

VMS 미디어보드

돌발상황 발생

돌발상황
감지

연계기관

도로/교통상황
정보 전달

돌발상황
발생통보

소방서

경찰서

병원

통합운영센터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가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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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돌발상황관리

CCTV 원격 제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및 대상도로의 요구기능에 부합하는

실시간 정보를 수집

돌발상황 감지
돌발자동감지, 정체도 산정, 혼잡패턴분석 알고리즘 등을 도입하여 돌발상황 감지

정확도 향상

예보기능 제공
돌발상황에 대해 유형별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혼잡추이분석을 통해 혼잡을

감지하고 예보함

돌발상황 대응
돌발상황 예정/발생에 대비한 신호계획 설정, 우회도로 정보의 확보 등 발생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 확보

돌발상황 관리
돌발상황 발생부터 종료시점까지 대응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책 개선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련기관과의 연계
돌발상황발생시 통합관제는 자동감지 및 즉각 대응하며 현장 대응상황 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하여 즉각적인 조치

도로/교통정보 안내 도로/교통상황 전파
돌발상황 발생 지역의 CCTV를 활용하여 미디어보드, VMS를 통해 우회도로 정보

제공

서비스

세부기능



4.1 교통 부문 > 돌발상황관리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도입 효과

• 돌발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은 현장 근처의 운
전자에게 대응 기회 및 계획 확보

• 돌발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은 현장 근처의 운
전자에게 대응 기회 및 계획 확보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외출 시 정보 활용으로 이동 효율성 증대• 외출 시 정보 활용으로 이동 효율성 증대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돌발상황 감시를 알고리즘 도입 등으로 담당
자 업무 부담 감소
• 돌발상황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정책 반

영하여 운전자의 안전도 제고

• 돌발상황 감시를 알고리즘 도입 등으로 담당
자 업무 부담 감소
• 돌발상황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정책 반

영하여 운전자의 안전도 제고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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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돌발상황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 장비 설치

지점 설정

타 교통정보 정보수집 카메라와의
공동 활용 검토

카메라 적용 지점에 대해 타 교통 서비스와 연계 및 협의하여 CCTV 설치
오산시 대로의 경우 교통제어시스템 등 타 시스템을 활용하여 돌발상황 정보 수집 및
대응

VMS 등 교통정보의
실시간 제공

U-City 시설물 관리 부서와의 업무
협의 검토

U-City 시설물 관리 업무 중 시설물 관리를 제외한 정보 제공의 업무 분리 가능

돌발상황 발생 시 신호
운영 방안

교통제어 서비스와의 연계 검토
VMS 정보 제공 업무 프로세스 검
토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제어, 돌발상황 정보 제공에 대해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체계
수립



III. 부문별 계획

4.1 교통 부문 > 돌발상황관리 > 시스템 구성도

CCTV를 통해 도로의 기본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돌발상황 예방 및 발생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우회도로 등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4. 서비스 모델 수립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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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
센터

연계기관

현장시설

통신장치

서비스
운영단말

신호제어
서버

NMS
서버

데이터
서버

신호통신
서버

데이터
수집서버

공공정보통신망

행정망

광링크

연계 서버
(소프트웨어개량)

연계기관

모니터
(본 사업용 추가)통신장치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ONU

서비스
연계

교통정보
제어기

CCTV
영상서버

VMS
서버

기본정보 확보 장비

정보수집용
검지기AVI VDS

정보전달 장비

1번국도지체, 2번지방도
우회

VMS

스위칭 허브



4.1 교통 부문 > 돌발상황관리 > 부문별 구축 방안 및 소요예산

서비스 구축 방안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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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 : 천원>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391,974 1,016,494 396,960 2,103,177 2,044,000 5,952,605 

3단계 - - - - - 1,089 

총 소요 예산 391,974 1,016,494 396,960 2,104,266 2,044,000 5,953,694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시설물은 교통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관리성을 고려

하며 설치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 안전

확보

KS, 관련법규 및 규정,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

현장시스템 설치 및 통신관로 구성 시 타 시설물 공사와 협의하여

중복 비용발생 최소화

시설물은 교통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제공 정보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관리성을 고려

하며 설치

도로상에서의 설치공사 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위해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및 작업자 안전

확보

KS, 관련법규 및 규정,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

향후 시스템확장 및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프로토콜에

따른 프레임 구조와 제어 데이터 포맷을 정의하고 그 형태 및 범위를

고려

CCTV 시스템의 통신방식은 자가 망을 이용한 광통신을 사용

돌발상황 발생 빈도지점 등을 감안하여 구축 지점 설정

센터의 VDS서버는 현장의 VDS제어기에 제어 명령을 보내고, 

현장설비 제어기는 필요한 응답 메시지를 필요 시, 혹은 주기적으로

송출함

CCTV영상 정보는 사고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향후 시스템확장 및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프로토콜에

따른 프레임 구조와 제어 데이터 포맷을 정의하고 그 형태 및 범위를

고려

CCTV 시스템의 통신방식은 자가 망을 이용한 광통신을 사용

돌발상황 발생 빈도지점 등을 감안하여 구축 지점 설정

센터의 VDS서버는 현장의 VDS제어기에 제어 명령을 보내고, 

현장설비 제어기는 필요한 응답 메시지를 필요 시, 혹은 주기적으로

송출함

CCTV영상 정보는 사고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첨단 측정시스템 및 모델링 기법을 통해 도시 환경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전예방적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정책수립 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u-환경 서비스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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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 부문 > 서비스 개념도

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2. 환경정보제공

측정된 환경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방법으로 신속, 
정확하게
웰빙환경정보로
제공하는 서비스

1. 환경감시

실시간으로 대기, 기상, 
하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여
오염의 원인 및
발생경로 등을 파악하여
맑고 깨끗한 오산시
조성

3. 환경자원관리

환경시설들에 대한
통합관리로
환경자원관리의
업무효율 증대 및
긴급상황에 대한 원격
감시/제어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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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2 환경 부문 > 환경감시 > 서비스 개요

환경감시(모니터링) 서비스는 지천의 수위∙수질에 대한 자동 측정소을 구축하여 측정소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연계∙통합 관리함으로써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서비스 개요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정교한 오염 데이터 및 환경특성자료 산출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

하천모니터링, 대기오염도 측정, 기상관측을 통한

오염원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예측 제공

측정망 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한 환경변화 특성

분석 및 향후 예측 가능

정교한 오염 데이터 및 환경특성자료 산출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

하천모니터링, 대기오염도 측정, 기상관측을 통한

오염원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예측 제공

측정망 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한 환경변화 특성

분석 및 향후 예측 가능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582

우선순위 12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하천모니터링

통합운영센터

• 이상발생감시/예측/경보

- 침수/오존/강풍

• 오염도 자료 저장

• 오염도 자료 통계분석

환경정보제공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수위/수질 센서

강우량계

모니터링

Data Logger

대기오염도측정 자동기상관측자료(AWS)

• SO2

• CO

• NOx

• O3

• PM10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기존시스템 연계



4.2 환경 부문 > 환경감시 >서비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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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센서기반의 실시간 정보 획득으로 깨끗한 오산시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환경감시 상세 서비스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환경정보 수집
실시간 하천

정보 수집
항목별 (COD, TN, TP 등) / 장소 별로 실시간 수질, 유량 정보 수집

환경정보 연계

실시간 기상 관측

정보 연계

기 설치된 장비의 항목별 (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실시간 기상 관측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기관을 통해 기상 자료 연계

실시간 대기 오염

정보 연계

기 설치된 장비의 항목별 (SO2, CO, NOX, O3, PM-10, PM-2.5) / 장소 별로 실시간

대기측정 정보 및 연계 기관 자료 연계

환경정보 분석 수질 정보 분석
수질 정보의 기간별 실측 정보 및 평균 정보 조회 및 수질, 수량, 수위 추이변화 및 현황 분석, 

통계 생성

보고서 및

외부기관 정보

수집

유관기관 정보 수집 환경부, 기상청, 환경관리공단, 환경연구원과의 정보 연계를 통한 환경정보 수집

보고서 출력 환경정보의 기간별 실측, 평균 정보 및 기준 초과, 동향 분석 등에 관한 보고서 출력

서비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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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주민생활에 필요한 환경요소로 인해 건강 피
해 최소화

• 오산시 환경 오염의 모니터링으로 시민들 쾌
적한도시생활 영위

• 주민생활에 필요한 환경요소로 인해 건강 피
해 최소화

• 오산시 환경 오염의 모니터링으로 시민들 쾌
적한도시생활 영위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좌동• 좌동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측정망 자료의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효율성증
대

• 환경 영향 요소의 통합적 분석 및 관리 가능

• 측정기 이상발생시 예.경보 및 운전제어 가능

• 측정망 자료의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효율성증
대

• 환경 영향 요소의 통합적 분석 및 관리 가능

• 측정기 이상발생시 예.경보 및 운전제어 가능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기존 환경 서비스와의 차

별성

환경 정보와 유비쿼터스 기술의 결합으로 기존의 기상 및 환경 정보

와의 차이점 부각 필요성 증대

U-City내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홈 정보 서비스, 공공서비스포털 등 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정보를 노출 시킴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

환경 정보 수집 지점 선

정

주거, 상업, 녹지 지역의 대표 지점을 찾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수집 데이터의 오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기, 수질 정보 수집 포

인트를 선정하는 방안 검토

도로의 경우 타 도시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여 설치

외부기관의 시설물 위치 및 정보수집 중복 회피

도로의 경우 100,000대 이상(관련기준: 30,000대 이상), 도로길이

500m 이상(관련기준: 100m 이상),  대기오염물질 예측 배출량이

최고인 도로를 선택

외부기관 시설물의 위치 파악 및 항목 조사를 통한 이중투자 방지

법/제도 고려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35조에 따른 고

시 및 설치 방법 준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장비의 인위적인

오작동 및 수치 조작 금지

각 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및 주의 사항의 숙지 및 문서화를 통한 각

부서간의 사전 업무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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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2 환경 부문 > 환경감시 > 시스템 구성도

환경감시(모니터링)서비스는 기상측정, 대기측정, 하천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연계기관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계측하는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
센터

연계기관

현장시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통신장치

서버
(소프트웨어개량)

연계기관(측정망연계)

공공정보통신망

행정망

통신장치

모니터
(본 사업용 추가)

기존 기상측정시스템 기존 대기측정시스템
하천측정시스템

데이터로거

행정망

• SO2

• CO
• NOx
• O3

• PM10

• PM2.5•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 수질 (COD, TN, 
TP, pH, DO, 
온도)

DB 서버 분석 서버운영 서버 WEB 서버

기존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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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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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 - 729,000 - 559,000 1,288,000 

3단계 - - - - 170,000 170,000 

총 소요 예산 - - 729,000 - 729,000 1,458,000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하천 자동측정장비의 설치는 오산시의 하천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신도시 지구 내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환경 측정장비의 설치 시 장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오산시 타 지역의 기상정보측정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를

통한 연동 시스템 구축

대기 및 기상 측정소로부터 수집되는 오산시 환경정보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하천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집된 기상, 대기, 하천

정보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

수집된 측정자료를 처리(오정보 선별 및 수치정보 그룹화)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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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비스 모델 수립

4.2 환경 부문 > 환경정보제공 > 서비스 개요

환경정보제공 서비스는 환경감시(모니터링)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예·경보를
통해 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고, 실생활 반영하여 웰빙 환경에 기여함

서비스 개요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다양한 정보제공 매체를 통한 실시간 환경정보, 

시민 생활에 편리성 제공(VMS, 모바일, KIOSK , 

웹서비스)

측정망 자료의 이상 발생 또는 기준 오염도 초과시

관리자 경보발생 및 정보공개를 통한 환경피해

최소화함

다양한 정보제공 매체를 통한 실시간 환경정보, 

시민 생활에 편리성 제공(VMS, 모바일, KIOSK , 

웹서비스)

측정망 자료의 이상 발생 또는 기준 오염도 초과시

관리자 경보발생 및 정보공개를 통한 환경피해

최소화함

통합운영센터

• 이상발생감시/예측/경보

- 침수/오존/강풍/악취

• 오염도 자료 저장

• 오염도 자료 통계분석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감시

모바일 SMS, ARS VMS KIOSK웹서비스

경보

오존황사

환경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예.경보 환경정보 제공

• 대기/기상
• 하천

• 오염수치 초과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및
예/경보

• 모바일, 웹서비스, VMS, 
미디어, KIOSK를 통한
환경 정보제공

침수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724

우선순위 10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4.2 환경 부문 > 환경정보제공 >서비스 주요 기능

282

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신속한 예·경보체계 수립 및 정보 제공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환경정보 경보

대기 오염 경보
수집된 대기 측정 정보의 수신 및 환경정보제공시스템 분석을 통한 오염 기준치 초과시 오존, 
황사, 미세먼지 예 · 경보기능

수질 오염/ 하천범람

경보

수집된 수질, 수위 정보의 수신 및 환경정보제공 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오염 기준치 초과시
수질, 하천 범람 예 · 경보기능

환경 정보 제공

환경 정보 조회

KIOSK,  전광판, 웹 서비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황사/오존/미세먼지 농도 등의 정보 조회

하천/저수지 수질, 수위 정보 조회

기상 정보 조회 날씨, 습도, 온도 등 기상관측 정보 조회

생활 정보 제공 관측된 환경 정보와 기상 정보의 분석을 통한 운동지수, 세차지수 등의 생활 정보 제공

알림 서비스 제공
SMS를 통한 황사 예·경보, 오존경보 통지

도시민들에게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경정보 통지

유관기관 연계 환경부, 기상청, 환경관리공단, 환경연구원과의 연동을 통한 환경정보 연계

운용 정보 제공 측정소 이상 발생 경고
측정 데이터의 분석 및 네트웍 상황 분석을 통한 장치 이상 신호 감지시 해당 측정소 이상

발생 경고 기능

서비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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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주민의 생활에 맞는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

• 다양한 정보매체로 환경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 환경피해 감소

• 주민의 생활에 맞는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

• 다양한 정보매체로 환경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 환경피해 감소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좌동• 좌동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측정망 자료의 이상발생 및 기준 오염농도 초

과시 관리자 대처능력 향상시켜 환경피해 최

소화

• 오산시 관련계획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제공

• 측정망 자료의 이상발생 및 기준 오염농도 초

과시 관리자 대처능력 향상시켜 환경피해 최

소화

• 오산시 관련계획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제공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환경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화
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함

정보 제공 매체에 따라, Push/Pull 방식, InteractIIIe 방식을

구분하여 1개의 소스로 변환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구축

Wall Pad용, 일기예보 용, 검색 용 등 매체와 메뉴에 따른 정보의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어플리케이션 설계함

지역에 충실한 환경 정보 오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환경 정보를 제공함
먼 지역이 아니라 주변의 정보를 실시간 확보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 필요한 정보를 생활 계획과 연관시켜 활용

외부 연계에 대한 고려

기상청,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 방재서비스, AWS(자동관측장비) 

정보연계, 환경부 NAMIS(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연계 등

외부연계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 필요

연계 기관과의 연동을 위해 표준 준수가 필요하며 송수신할

데이터 항목 정의를 통해 환경 정보의 재활용 및 효율성을 극대화

환경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고려

민간에 대한 환경 정보 제공 시 정보 공개 범위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

환경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한 대민 서비스 환경정보 데이터를

정의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발생을 줄임

법/제도 고려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환경정보 제공

대기환경 보존법 제13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대기 오염

경보 발령 및 홍수 경보 발령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 전산망 구축을 통한 대민 서비스 지원 및

경보 발령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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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2 환경 부문 > 환경정보제공 > 시스템 구성도

환경정보제공 서비스는 환경감시(모니터링)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연계기관과 연계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
센터

DB 서버 분석 서버 영상운영서버
(CCTV용)

정보가공 서버운영 서버 VMS 서버 KIOSK 서버WEB 서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통신장치

서버
(소프트웨어개량)

연계기관(측정망연계)

모니터
(본 사업용 추가)

공공정보통신망

VMS시설 관리

공공정보통신망

행정망

KIOSKWeb, 모바일등 정보매체

연계기관

현장시설
&

정보제공

• 제어
• 관리
• 통신
• 상태

• 제어
• 관리
• 통신
• 상태

• 환경정보
제공

Internet 환경감시 서비스통신장치

행정망

미디어 행정
공용장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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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 - 83,910 - 246,516 330,426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 - 83,910 - 246,516 330,426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환경VMS설치 시 측정소와 인접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심 도

로변이나 대규모 지역에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하며, 가로수, 건축물 및 기타 돌출물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에 문제점이 없는 지점에 설치

KIOSK 및 미디어 기기는 “미디어 행정서비스”와 동일 장비를 활용

환경감시 서비스에서 측정된 환경정보에 대한 분석 및 모델링 결과 자

료를 기상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부 등의 공공기관에 데이

터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측정항목별, 기간별로 대기, 기상, 하천, 악취환경 변화 추이 및

분석자료 조회, 데이터 통계 그래프를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환경부 NAMIS, 방재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 오염기준치

초과시 신속한 예 ∙ 경보를 발생 시키는 시스템 구축

지역의 실시간 기상 정보, 대기, 하천, 악취 정보를 WEB, 환경전광판, 

SMS, 정류장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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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2 환경 부문 > 환경자원관리 >서비스 개요

환경자원관리 서비스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에 대한 통합관리로 환경자원관리의 일원화 및 업무효율 극대화와 긴급상황
발생시 원격 감시/제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환경시설의 시설정보, 운영정보, 각종검침정보를

통해 안정된 관리와, 업무효율의 극대화 제공

환경시설의 운전/관리 중 비상상황발생시 PDA, 

PCS등 모바일 비상대책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

환경시설의 시설정보, 운영정보, 각종검침정보를

통해 안정된 관리와, 업무효율의 극대화 제공

환경시설의 운전/관리 중 비상상황발생시 PDA, 

PCS등 모바일 비상대책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380

우선순위 16

구축시점 3단계

개발방식 공공
모니터링 데이터 가공

환경시설
정보제공/제어

• 작업처리
• 사용자재
• 각종검침

• 작업처리정보
• 자재관련정보
• 점검/검침결과

• 원격감시/제어
• 알람경보
• 측정데이터 제공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설비원격 통합관리

통합운영센터

환경자원관리시스템

비상대책시스템

경고/알림

운
전

정
보

/제
어

/감
시

운전정보/
제어/감시

운전정보/
제어/감시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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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관거 모니터링 하수관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제어관리

데이터 가동 하수관거 운영정보 및 작업처리정보 가공 및 제공

정보제공 및 제어 하수관거 점검/검침결과 및 운영 제어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관리

하수종말 처리장 모니터링 하수종말처리장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제어관리

데이터 가공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업처리정보 및 운영정보 가공 및 제공

정보제공 및 제어 하수종말처리장 점검/검침결과 및 운영 제어

소각장

운영관리

소각장 모니터링 소각장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제어관리

데이터 가공 소각장 운영정보 및 작업처리정보 가공 및 제공

정보제공 및 제어 소각장 점검/검침결과 및 운영 제어

공정자동화 공정관리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소각장 운영관리 등 각종 시스템의

공정처리를 자동화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환경시설

정보관리
환경시설관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하수도에 대한 환경시설정보를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관리

비상대책 경고 / 알림 위험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PDA, SMS 알림/경보 기능

서비스

세부기능



4.2 환경 부문 > 환경자원관리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도입 효과

• 환경시설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로 쾌적한 도
시환경 영위

• 환경시설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로 쾌적한 도
시환경 영위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수해자와 동일• 수해자와 동일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통합관리로 점검시간 감소, 시설 관리/운영업
무 효율화

• 환경시설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 통합관리로 점검시간 감소, 시설 관리/운영업
무 효율화

• 환경시설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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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서비스 운영비 서비스 운영비 확보 방안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부문이 많으므로 공공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

원활한 관리 및 제어를
위한 체계

원격제어 및 점검장치의 관리
정확한 환경자원관리를 위해 측정장치의 고장유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상위계획과의 연계방안 상위계획과의 연계방안 고려 체계적인 환경자원관리를 하기 위한 환경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

기존 환경 서비스와의

차별성

환경 정보와 유비쿼터스 기술의 결합으로 기존

의 기상 및 환경 정보와의 차이점 부각 필요성

증대

U-City내 지역별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수 있는 시스템구축

홈 정보 서비스, 공공서비스포털 등 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에 따라 다

른 환경 정보를 노출 시킴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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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 부문 > 환경자원관리 > 시스템 구성도

환경자원관리 서비스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하수도에 대한 시설관리시스템을 개별 구축 후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한운영센터에 배치하여 통합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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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
센터

현장시설

DB 서버 통합플랫폼
연계서버

환경시설
관리서버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시스템 소각장 운영관리시스템

환경시설
운영단말

경고/알림

• 운영정보
• 작업처리정보
• 자재관련정보
• 점검/검침결과
• 운영제어

행정망

공정자동화
관리서버

공정자동화
관리시스템

•공정모니터링
•원격제어

•환경시설
정보관리 공공정보통신망

• 운영정보
• 작업처리정보
• 자재관련정보
• 점검/검침결과
• 운영제어

• 운영정보
• 작업처리정보
• 자재관련정보
• 점검/검침결과
• 운영제어

영상운영서버
(CCTV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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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201,906 - - - - 201,906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201,906 - - - - 201,906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전력공급, 자가망사용)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폐기물 및 하수도 관련 전기실 공사는 폐기물 및 하수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침수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

(수전실, MCC실)

현장 구축시 전기 공급은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22조, 제23조에

의거하고 역율유지는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41조(역률 90% 이상)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

케이블 공사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지침(2003.12)에 의거하여 시공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전력공급, 자가망사용)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폐기물 및 하수도 관련 전기실 공사는 폐기물 및 하수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침수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

(수전실, MCC실)

현장 구축시 전기 공급은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22조, 제23조에

의거하고 역율유지는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41조(역률 90% 이상)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

케이블 공사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지침(2003.12)에 의거하여 시공

오산시 타 지역의 환경시설관리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를 통한

연동 시스템 구축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하수도로부터 수집되는 오산시

환경시설정보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환경시설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집된 각종 정보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

수집된 측정자료를 처리(오정보 선별 및 수치정보 그룹화)

오산시 타 지역의 환경시설관리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를 통한

연동 시스템 구축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하수도로부터 수집되는 오산시

환경시설정보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환경시설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집된 각종 정보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

수집된 측정자료를 처리(오정보 선별 및 수치정보 그룹화)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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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번호인식

신도시 주요 외곽지역에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도시민의 안전을
보호

1. 공공지역방범

도심 내 우범예상지역 및
사각지대 등을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을 즉시 해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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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현장 정보 수집

시민 신고 접수

음성 신호

4.3 안전 부문 > 공공지역방범 >서비스 개요

도심 내 우범예상지역 및 사각지대 등에 방범용 CCTV 카메라, 스피커 및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발생 현장에 대한 24
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학교주변 등 집중감시

현장 영상 감시

영상 신호

현장 출동 요원

응급상황 통보
비상 출동 요청

SMS 전송
비상통화
(ON-LINE)

현장 직원 출동

출동/확인/검거

비상벨,  경광등,  스피커를 이용한 즉각적인 1차
현장 대응

투광기 등을 통한 야간 감시 강화

학교주변, 공원 집중 감시를 통한 어린이 및 대
시민 안전 강화 및 범죄유발지역(주택가 등) 감시

카메라 연동으로 지속적인 이상징후 감시

30일 이상 영상 보관으로 향후 범죄 업무 지원

비상벨,  경광등,  스피커를 이용한 즉각적인 1차
현장 대응

투광기 등을 통한 야간 감시 강화

학교주변, 공원 집중 감시를 통한 어린이 및 대
시민 안전 강화 및 범죄유발지역(주택가 등) 감시

카메라 연동으로 지속적인 이상징후 감시

30일 이상 영상 보관으로 향후 범죄 업무 지원

현장 비상벨,마이크

학교주변
경찰관, 119 구급대

통합운영센터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789

우선순위 9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경광등
스피커

주야간
감시

주택지역
상가밀집지역
간선도로변
공원지역

화성동부경찰서(운영)

자치행정과(관리)

재난관리과

화성동부경찰서(운영)

자치행정과(관리)

재난관리과

오산소방서오산소방서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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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1단계 2단계 기능 설명

현장

시스템

영상수집

(카메라)

외부 조도에 따른 주간-컬러/야간-흑백 영상 자동 전환

역광보정으로 일광 변화에 따른 역광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영상출력이 가능

센터에서 현장 별 주변 상황에 따라 세부 설정 변경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대 128개 의존 설정

원거리의 상황을 줌인하여 상세 감시

영상가공

(카메라, 비디오서버)

JPEG,MPEG4, H.264 형식의 압축 포맷 고화질 영상으로 전환

듀얼 인코딩 기능 MPEG4, JPEG 이미지를 동시에 가공

최대 720x480, 30Fps의 영상 전송(통신대역폭에 따라 변경 가능)

동작제어

(카메라, 비상인터폰)

센터로부터 임의의 동작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카메라의 방향 및 줌 인/아웃 동작

센서입력2  경보 출력 2

알람 신호 입력 시 진행 동작을 즉시 정지하고 지정구역으로 카메라 이동

비상인터폰을 통한 알람 입력 시 현장의 경광등이 점멸하도록 제어

센터의 비상방송 송출 시 현장의 경광등을 점멸하도록 제어

인터페이스

(카메라, 경광등, 앰프)

비상 시 센터와 실시간 음성으로 양방향 대화

센터의 제어 신호를 RS-232C 프로토콜로 카메라의 리시버에 전송

인터폰의 알람 신호를 입력 받아 카메라, 센터 운영서버 등으로 전송

현장의 음성신호와 센터의 음성 신호를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앰프와 마이크 간을

전용망을 통해 송수신

투망감시 필요 시 상황 알람 발생 현장인접 카메라로 알람 신호 전송

오산 도심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서비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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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1단계 2단계 기능 설명

센터

시스템

영상뷰어

(인터페이스, 화면구성)

지역 맵의 등록된 장치 (카메라, 비상송신기, 신고버튼, 발신자번호 등)상태 정보를

하부시스템에서 제공받아 우선순위에 의해 통합 모니터에서 표출

운영자 PC에서 카메라 제어(영상 선택, 상하좌우 회전) 명령을 받아 운영자 우선순위에 따른

매트릭스 및 리시버에 작동 명령

운영자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화면분할 구성(1,4,7,9.10,13,16,32,64분할)

영상저장/검색/백업

모든 영상은 실시간 상시 저장

움직임 감지상황 발생 시 해당 영상 상황 별 별도 저장

나뭇가지의 움직임,깃발의주기적 움직임 감지 되지 않는 기술적용

H.264.MJPEG,MPEC4 등의 압축방식을 적용하여 최대 30프레임 영상 저장

긴급 상황이나 수사자료 목적으로 영상 검색 시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 검색

카메라 별, 날짜 별, 시간대별 및 알람 녹화, 모션 녹화 등 다양 검색 환경 제공

GIS맵/
이벤트 관리

긴급상황 시 도주로 차단을 위해 상황발생 인근 카메라를 팝업 감시

긴급상황 발생시 카메라 화면과 관내지도 동시 표출

통합영상

관리

운영자간에 제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운영

영상 녹화 상황 별 중요도 설정 부여 운영

반복 행동하는 거동 수상자감지,다수의 군중 감지, 차량의 역주행 감지 등

각 운영자 별로 제어/표출할 수 있는 카메라 및 경보 상황을 운영자 별로 제한

하부장치들에 대한 자체 테스트 기능 제공, 운영자의 운영 기록 저장

경보내역 보고서, 장치 등록 정보 보고서, 운영 기록 내역 보고서, 접수 내역 보고서, 운영자

처리 결과 보고서

서비스

주요기능



4.3 안전 부문 > 공공지역방범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범죄 우려 예상지역 (비상버튼, CCTV카메라)

운영을 통한 즉각적인 응급상황 전파 가능

• 범죄 우려 예상지역 (비상버튼, CCTV카메라)

운영을 통한 즉각적인 응급상황 전파 가능

• 범죄 우려 예상지역 (비상버튼, CCTV카메라)

운영을 통한 즉각적인 응급상황 전파 가능

• 학교주변 집중 감시로 어린이 안전 최적화

• 범죄 우려 예상지역 (비상버튼, CCTV카메라)

운영을 통한 즉각적인 응급상황 전파 가능

• 학교주변 집중 감시로 어린이 안전 최적화

• 비상 호출과 관련한 영상 자동 팝업 등 자동

시스템 운영으로 관제시스템 편리성 증대

• 응급 상황 시 비상 스피커 운영을 통한 1차적

인 현장 대처 가능

• 비상 호출과 관련한 영상 자동 팝업 등 자동

시스템 운영으로 관제시스템 편리성 증대

• 응급 상황 시 비상 스피커 운영을 통한 1차적

인 현장 대처 가능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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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토내용 적용방향

네트워크
기가급 회선으로 백본 스위치 구축(이중화)

기가 연결 포트 필요 및 네트워크 재 조정으로 부하 분산필요

영상정보 데이터량 및 동선을 분석하여 최적의 네트웍망 구

축

영상저장부문
30일 이상(1일 24시간 영상저장) 저장 필요

자가 진단기능 구현

실제 가용 용량보다 확장하여 구축

RAID5, 핫스페어 구현 으로 데이터 안정성 확보

기가비트 급 이상 네트워크 카드 지원

소프트웨어 운영자 및 관리자가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등이 필요
사전 인터뷰 및 벤치마킹을 통한 개발( 운영 S/W, 모니터링

S/W, 저장 및 검색 S/W 등)

GIS 및 상황판

오산지역에 대한 상세도를 포함한 GIS Map 필요

투망 감시기능 강화 필요

입력영상의 다양한 처리기법으로 영상 출력 필요

여러 Map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

사용자 편의 중심의 기반환경 구축

여러 개의 시나리오 선정 및 검토를 통한 다양한 운영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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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 부문 > 공공지역방범 > 시스템 구성도

우범예상지역 및 방범 사각지대 등에 방범용 CCTV 카메라, 스피커 및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 비상 상황을 통합운영센터에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마스터관리
서버

GIS
서버

영상감시서버
(CCTV용)

스트리밍
서버

고해상도 카메라 비디오 서버 ONU

현장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영상검색
서버

영상저장
서버

시간동기화
서버

검색용 PC

관제용 통합운영 영상검색

시스템 구성도

연계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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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과
• 오산시 농림과
• 오산시 재난관리과

스피커 비상 인터폰 경광등

영상편집
서버

스토리지
서버

공공지역방범 공공서비스
포털

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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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 355,330 1,043,730 - 2,373,120 3,772,180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 355,330 1,043,730 - 2,373,120 3,772,180 

현장 토목/전기/통신 공사

관련 유관기관 지장물 협의, 토목 인허가 승인, 경찰 승인

(7대 지하시설물 관련 도로 굴착 심의 일정 협의 필요, 도로 굴착허가

및 도로 점용허가, 구축 시 경찰서에 도로 점용신고)

주택지역 CCTV 설치 시 가급적 개인 사유지 점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유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해야 함

학교 주변, 상가 밀집지역 설치 시 미관을 고려

시스템 선정(카메라 선정, 음성, 사생활보호, 약자안심 등)

현장 토목/전기/통신 공사

관련 유관기관 지장물 협의, 토목 인허가 승인, 경찰 승인

(7대 지하시설물 관련 도로 굴착 심의 일정 협의 필요, 도로 굴착허가

및 도로 점용허가, 구축 시 경찰서에 도로 점용신고)

주택지역 CCTV 설치 시 가급적 개인 사유지 점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유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해야 함

학교 주변, 상가 밀집지역 설치 시 미관을 고려

시스템 선정(카메라 선정, 음성, 사생활보호, 약자안심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시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필요

시민들과 경찰서에서 접수 받은 설치 희망지역 중 강·절도, 청소년

범죄 다발지역, 다수 민원지역 등 우선순위 심사

CCTV간 연계, 야간 감시 시에도 선명한 화질 보장, 가로등과의 연계, 

카메라 성능확보, 사각지역 보완 방안, 수집된 일반 영상의 분석 기능

강화 등 기존 시스템보다 안전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의 검토와 반영

CCTV영상 정보는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시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필요

시민들과 경찰서에서 접수 받은 설치 희망지역 중 강·절도, 청소년

범죄 다발지역, 다수 민원지역 등 우선순위 심사

CCTV간 연계, 야간 감시 시에도 선명한 화질 보장, 가로등과의 연계, 

카메라 성능확보, 사각지역 보완 방안, 수집된 일반 영상의 분석 기능

강화 등 기존 시스템보다 안전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의 검토와 반영

CCTV영상 정보는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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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비스 모델 수립

4.3 안전 부문 > 차량번호인식 >서비스 개요

신도시 주요 외곽지역에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의차량이 신도시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건/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고도화 된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U-City 진출입 차량 정보 저장

용의차량 또는 수배차량 정보 입력

용의차량 자동번호인식 및 알람 기능

수배차량 진출입 기록 검색

U-City 진출입 차량 정보 저장

용의차량 또는 수배차량 정보 입력

용의차량 자동번호인식 및 알람 기능

수배차량 진출입 기록 검색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343

우선순위 17

구축시점 2단계

개발방식 공공

차량 운행 정보

운행 차량 번호

차량 운행 정보 수집

단속 대상 차량 정보
(범죄,도난,수배 차량)

해당차량
정보제공

차량 검지 루프

영상 저장
서버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통합운영센터

경찰청
지방 경찰청
DB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가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4.3 안전 부문 > 차량번호인식 > 서비스 세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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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차량번호

인식

차량 검지
목적 대상물(차량)을 광영역 영상 추적 검지기법을 활용하여 고속 포착하는 기능으로

차량의 고유아이디(번호판중 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활용) 판독

인식 및 검지영상 저장
주, 야간에 관계없이 차량의 형태, 운전자의 모습, 차량번호 판독하여 검지영상 저장 및

실시간 이벤트 전송

관심차량 조회 및 증거자료
신번호판 형식을 포함하여 검지된 영상이 통합 DB와 연동하여 관심차량(수배 등) 조회 및

범죄차량 증거자료 확보

수배차량

실시간 조회

GIS 연계
GIS 기본 기능을 사용하여 도면의 확대/축소/이동 및 거리 계산을 통해 감시카메라에서

획득된 관심차량(수배 등)  정보를 기준으로 실시간 추적정보 표시

실시간 정보 조회 현장의 각종 시설물 및 용의 차량의 상세 속성 정보를 조회

통합관제센

터 연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지방 경찰청 DB에서 제공된 수배차량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된 검지 영상을 검색하여

정보제공 및 실시간 차량 검지

서비스

세부기능



4.3 안전 부문 > 차량번호인식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도입 효과

• 일반 시민의 경우 수혜 재역 없음

• 경찰 등 수사 용이성 향상, 범인 검거률 증가

• 일반 시민의 경우 수혜 재역 없음

• 경찰 등 수사 용이성 향상, 범인 검거률 증가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오산 및 거주지 주변의 범인 검거률 향상으로
삶의 안전도 증가

• 오산 및 거주지 주변의 범인 검거률 향상으로
삶의 안전도 증가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용의차량 발견 시 알람을 통한 관제 인원을 최
소화한 시스템 구축

• 용의차량 검색을 위한 차량 번호 저장 데이터
장기간 보관(최소 2개월)

• 용의차량 발견 시 알람을 통한 관제 인원을 최
소화한 시스템 구축

• 용의차량 검색을 위한 차량 번호 저장 데이터
장기간 보관(최소 2개월)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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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CCTV 일반 도로 정보
수집용과 용의차량

추적시 이용하는 CCTV의
공동 이용

• 평상시 도로 정보 수집용으로 이용하는
CCTV를 용의차량 추적 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용의차량 추적 업무를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를 활용하여
경찰의 업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확보

오산경찰과의 업무 협조
• 오산시 통합운영센터내 공공지역방범 담당

경찰관 파견 시 차량번호인식 상황 발생시
중복업무 수행

• 서비스별 업무 프로세스 수립

CCTV 큐브 이용 및 분할
• 평상시 일반 공공방범업무 수행에 이용되는

큐브를 활용
• 시스템을 큐브와는 다르게 가동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공공방범 큐브의

일부를 함께 이용하는 방안 적용 가능



III. 부문별 계획

4.3 안전 부문 > 차량번호인식 > 시스템 구성도

신도시 주요 외곽지역에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의차량이 신도시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용의차량 검지 시
알람 경보를 통한 차량 대상 방범 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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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LPR
관리서버

LPR
운영서버

영상감시서버
(CCTV용)

스트리밍
서버

고해상도 카메라 지역 제어 서버LED 조명 루프 코일 ONU

현장장비 연계 서비스

공공지역방범

연계기관

법규위반
자동단속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영상검색
서버

영상저장
서버

시간동기화
서버

LPR검색용PC

관제용 통합운영 영상검색

연계서버 오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제어



4.3 안전 부문 > 차량번호인식 > 부문별 구축 방안 및 소요예산

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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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390,485 - 2,619,430 - 1,104,000 4,113,915 

3단계 52,701 - - - - 52,701 

총 소요 예산 443,186 - 2,619,430 - 1,104,000 4,166,616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설치장소 선정 시 역광 등 광원에 대한 고려 필요 (계절별, 시간대 별

입사각 확인, 영상 오인식 최소화) 

U-City 외부 연계 도로 위주로 카메라 배치 ( 카메라 1대당 1개 차선

감시)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Pole의 높이와 암길이는 주변

환경(가로수, 주변신호등, 표시판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야 함.

설치장소 선정 시 역광 등 광원에 대한 고려 필요 (계절별, 시간대 별

입사각 확인, 영상 오인식 최소화) 

U-City 외부 연계 도로 위주로 카메라 배치 ( 카메라 1대당 1개 차선

감시)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Pole의 높이와 암길이는 주변

환경(가로수, 주변신호등, 표시판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야 함.

영상 저장 서버는 실시간 영상감시(2~3프레임)가능하며, 서버 1대당

최대 16대 카메라 적용 가능 (카메라 16대 증가 시 저장 서버 1대

추가 필요)

지방 경찰청 DB에서 제공된 수배차량 정보와 등록된 검지 영상

정보와의 연동 시스템 및 실시간 이벤트 처리 시스템

CCTV영상 정보는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영상 저장 서버는 실시간 영상감시(2~3프레임)가능하며, 서버 1대당

최대 16대 카메라 적용 가능 (카메라 16대 증가 시 저장 서버 1대

추가 필요)

지방 경찰청 DB에서 제공된 수배차량 정보와 등록된 검지 영상

정보와의 연동 시스템 및 실시간 이벤트 처리 시스템

CCTV영상 정보는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해 30일 이상 저장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오산 시민을 위해 공공인프라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시설물
위치정보, 상태 정보를 실시간과 연동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서비스

4.4 시설물관리 부문 >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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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1. U-City 시설물 관리

오산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지사항, 뉴스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해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서비스

2. 지하시설물 관리

상·하수도 관망, 유무선
통신망 등 오산시
관리대상 지하시설물에
대해 GIS구축 및 관련
정보DB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모니터링,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3. 가로등 관리

오산시 지능형 가로등, 
보안등, 등을 GIS 
기반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센서 및
제어기를 통해 상태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한 서비스

XXX동단수예정
10시 –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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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4 시설물관리 부문 > U-City 시설물 관리 >서비스 개요

오산신도시 U-City 구축 사업을 통해 현장에 설치되는 각 서비스의 현장 시설물을 기존 운영하고 있는 2D/3D GIS와 연계 활용하여
관리하고, 긴급복구 지원 등 유지보수 업무의 편의를 위한 현장 지원용 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기존 2D/3D GIS를 연계 활용한 시설물 관리

U-City 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VMS, AVI, 

미디어 보드 등의 시설물 관리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U-City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

시스템 제공

기존 2D/3D GIS를 연계 활용한 시설물 관리

U-City 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VMS, AVI, 

미디어 보드 등의 시설물 관리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U-City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

시스템 제공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4.070

우선순위 7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서비스 개념도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미디어 보드

통합운영센터

제어, 
상태관리

정보제공
•행정정보
•지역정보
•공지사항

시설물 관리
•시설물 이력관리
•위치정보관리
•상태 모니터링

플래카드

서비스 개념도

제어기
검지기
장비

카메라 VMS, BIT 등
표출장비

수질측정
센서류

Kiosk 자전거 관련

미디어 폴

현장업무
지원 장비
(PDA 등)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U-City 

시설물관리

통합모니터링

U-City시설물의 고장 또는 문제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기 위하여 문제발생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관리자 화면상에 표출해주는 기능 및 해당 시설물 담당자에게 SMS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현장장비 관리

미디어 폴, 미디어보드, 플래카드, VMS 등 현장장비의 기존 및 신규 도입/설치에 대한

관리를 위한 등록, 수정, 삭제, 현장장비 이력관리 기능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제공

데이터처리

데이터 일괄등록
U-City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각 시설물을 DBMS에 일괄데이터 업로드 할 수 있는 처리를

위한 기능제공

실시간 정보수집
U-City시설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에 설치된 U-City시설물의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정보수집모듈)

종합통계정보

시설물이용현황통계
U-City시설물의 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시설물별 이용현황통계, 지역별 이용현황통계, 

기간별 이용현황 통계 등의 통계기능을 제공

시설물유지보수

현황통계

U-City시설물의 유지보수현황 분석을 위한 시설물별 유지보수현황통계, 지역별

유지보수현황통계, 기간별 유지보수현황 통계 등의 통계기능을 제공

이력관리

접속이력관리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접속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접속이력관리 기능을 제공(접속위치, 

접속시간, 접속자 등)

설정변경이력관리
관리자에 의해 시스템의 설정이 변경되면 모든 변경이력에 대해 기록을 하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

서비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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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비스 모델 수립

4. 서비스 모델 수립

4.4 시설물관리 부문 > U-City 시설물 관리 > 서비스 주요 기능

시스템을 위한 일반적인 기능, uCity시설물 관리 서비스를 위한 GIS기반의 지도일반기능, 지도레이어, 지도검색기능 및 GIS기반의 시
설물 통합모니터링, 각종U-City시설물관리, 현장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처리, 종합통계기능 등을 제공



4.4 시설물관리 부문 > U-City 시설물 관리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유지보수 관리 업무의 편리성, 신속성 확보

• 현장업무를 통한 민원대처 용이

• 장비의 교체주기 및 관리 용이성 확보

• 유지보수 관리 업무의 편리성, 신속성 확보

• 현장업무를 통한 민원대처 용이

• 장비의 교체주기 및 관리 용이성 확보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보장

• 서비스 신뢰성 확보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보장

• 서비스 신뢰성 확보

•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비용감소

• 이상징후 발견 및 이상 시 즉각 대처 가능

•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비용감소

• 이상징후 발견 및 이상 시 즉각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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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관리대상범위
U-City시설물 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관리대상 정의 필요

타 서비스 분야에서 U-City시설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정의

오산신도시 시설물 관리담당자 및 타 서비스 담당자와의 업

무협의를 통해 관리대상 U-City시설물의 정의 진행

사전설계협의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위치 선정 고려필요

전력 공급 및 자가망 사용을 위한 사전협의 필요

시설물의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설비의 배치지

점 및 설치방안을 위한 사전 설계협의(위치 및 공간확보)필요

전력 공급 및 자가망 사용을 위한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와의

사전업무협의를 진행

오산신도시의 공간분석을 통해 최적의 설비배치지역을 선정

설치공간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와의 사전업무협의를 진행

타 시스템 연계
종합정보센터, 교통, 안전, 환경 서비스등과의 공유대상 데이

터 정의 및 인터페이스 규약, 통신방식 등의 협의

각 서비스 담당자와 공유대상 데이터의 정의 및 연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운영주체 시설물관리의 기능별 운영담당 및 역할의 정의 필요

오산시의 시설물관리 담당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운영담당

및 운영주체의 정의를 진행

신조직구성의 필요성 검토를 세교신도시담당자와 협의진행

법/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도로법 제34조, 38, 

도로교통법 제6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인허가사항

각 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도표화한 후에 각 담당부서 또는 기

관과의 사전업무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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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설물관리 부문 > U-City 시설물 관리 > 시스템 구성도

교통, 안전, 환경, 행정 등 각 부문별 서비스를 통해 설치하는 U-City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3D
GIS 서버

통신
서버

이력관리
서버

현장장비 연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자가통신망

시간동기화
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화면

통합운영

시스템 구성도

연계서버

VMS

세교 1지구 단수

일자 : 2010.8.10

시간 : 오후 4~오후 8

스토리지 시설물 DB

미디어 보드 U-플래카드

CMS
서버

CMS 관리 도구

컨텐츠
제작

컨텐츠
생성서버

오산시 건설과
오산시 정보통신과

미디어 행정 u-Street

SMS
서버

Web
서버

통합운영
서버

현장지원

현장업무
지원 장비
(PDA 등)



4.4 시설물관리 부문 > U-City 시설물 관리> 부문별 구축 방안 및 소요예산

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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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100,729 - 50,499 - - 151,228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100,729 - 50,499 - - 151,228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

지하가설공사 포함 시 지하시설물의 매립여부 사전점검 필요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Green환경과 매치되는 디자인을 고려한 현장시설물 선정 또는 제작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

지하가설공사 포함 시 지하시설물의 매립여부 사전점검 필요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Green환경과 매치되는 디자인을 고려한 현장시설물 선정 또는 제작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효과적인 U-City시설물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GIS 기반의

시스템 구축

주기적인 GIS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수용하기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구축

시설물의 업무 담당자별 권한분류체계를 고려한 시스템구축

타 시스템 또는 타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동지원을 위한 실시

인터페이스 설계

효과적인 U-City시설물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GIS 기반의

시스템 구축

주기적인 GIS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수용하기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구축

시설물의 업무 담당자별 권한분류체계를 고려한 시스템구축

타 시스템 또는 타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동지원을 위한 실시

인터페이스 설계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III. 부문별 계획

4.4 시설물관리 부문 > 지하시설물 관리 >서비스 개요

상·하수도 관망, 유무선 통신망 등 오산시 관리 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해 GIS구축 및 관련 정보DB를 구축하고 타 도시기반 인프라(전
기, 가스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GIS 현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장비를 도입함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지하시설물 관망 정보를 수집하여 GIS와 연계

지하시설물 의 위치정보, 상태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통합 정보 생성·관리

유지보수 이력 관리

공사관리 및 현장업무 지원

지하시설물관련 부속 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관망 정보를 수집하여 GIS와 연계

지하시설물 의 위치정보, 상태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통합 정보 생성·관리

유지보수 이력 관리

공사관리 및 현장업무 지원

지하시설물관련 부속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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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323

우선순위 18

구축시점 2단계

개발방식 공공

통합운영센터

유관기관

현장업무지원

지하시설물관리
시스템

지하시설물 이력
정보 조회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시설물 정보업데이트

지하시설물
데이터

지하시설물
유지보수

정보
연계

위치 및 상태정보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시설물(관리대상)

통신하수도상수도

가스전기 난방 송유

도시 기반 인프라(유관기관)

안전 부문 > 공공지역방범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4.4 시설물관리 부문 > 지하시설물 관리 >서비스 세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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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지하시설물

모니터링

지하시설물 상태 정보

관리

상수관련 센서(유압, 수압, 수질)를 기반으로 상태 관제하고, 기하시설물의 위치, 상태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통합정보 생성 및 관리

지하시설물 사고관리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 및 문제 발생시 위치, 상태, 복구시간, 완료 여부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보 전달 및 대응

현장정보 관리

현장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현장 확인 및 도로 굴착정보 현장 확인

현장정보 갱신 기능

제공

현장 시설물 정보, 공사관리, 현장업무지원 내역, 이력관리, 유지보수 완료 정보의 실시간

개선

통합관제센터 연계 도시기반 정보 연계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도로 굴착정보를 제공하고 3D DB 정보 업데이트

오산시 과금정보시스템과 연계

서비스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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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입 효과

• 상하수도 누수발생 시나 유무선 통신 인프라

장애 시 실시간 상황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물 장애 발생시 조속한 복구 가능

• 상하수도 누수발생 시나 유무선 통신 인프라

장애 시 실시간 상황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물 장애 발생시 조속한 복구 가능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시설물 장애 발생시 조속한 복구로 정상화 시

간 단축

• 시설물 장애 발생시 조속한 복구로 정상화 시

간 단축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도시기반 시설물 현장 위치 파악 및 관리 용이

• 현장기반의 업무처리로 인한 인프라 운영 정
상화 시간 단축 및 각종 민원처리시간 단축

• 위치/원인 파악의 간편화로 유지보수비용 감
소

• 도시기반 시설물 현장 위치 파악 및 관리 용이

• 현장기반의 업무처리로 인한 인프라 운영 정
상화 시간 단축 및 각종 민원처리시간 단축

• 위치/원인 파악의 간편화로 유지보수비용 감
소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311

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장비 고장유무 확인
측정장비 관리 정확한 환경정보를 위해 측정장치의 고장유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코드 체

계 표준화 필요
코드 체계 표준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오산시자체 관리 표준(Code) 확립

데이터 프로토콜 표준화 및

증설 장치간의 호환성

증설되는 측정장치간의 호환성 및 표준

화

구축된 지하시설물 측정장치와 향후 추가로 설치할 측정장치간의 호환성 및 프

로토콜 표준화 확립 필요

서비스 운영비 확보 방안 서비스 운영비 타 정보시스템 연계와 정보 제공을 위한 실시간 정보전달체계 수립

운영주체
기존의 시설물 관리 부서와의 역할분담

및 정의

장애 발생시 대응 및 유지보수방안, 시설물 관리조직 등에 대한 부서간 업무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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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설물관리 부문 > 지하시설물 관리 > 시스템 구성도

상하수도 누수를 감시하기 위한 센서와 시설물 이력조회 및 관리를 위 RFID를 활용함. 통신망의 경우 현장인 국사의 MSPP-ONT-ONU 
각 단에서 통신장애 발생 시 센터로 정보를 전달하여 지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시스템 구성도

Web
서버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3D
GIS 서버

통신
서버

RFID/USN/
LBS 서버

현장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포털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시간동기화
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화면

통합운영

서비스 정보
연계서버

인터넷
포털

VMS

세교 1지구 단수

일자 : 2010.8.10

시간 : 오후 4~오후 8

SMS

SMS
서버

스토리지 시설물 DB
(지상/지하)

수압
센서

누수측정
센서

통신망통신망

VMS
서버

현장업무
지원 장비
(PDA 등)

오산시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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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586,764 - - - - 586,764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586,764 - - - - 586,764 

<단위 : 천원>

서비스 구축 방안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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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전력공급, 자가망사용)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교통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공사일정 수립 및

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Green환경과 매치되는 디자인을 고려한 현장시설물 선정 또는 제작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전력공급, 자가망사용)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교통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공사일정 수립 및

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Green환경과 매치되는 디자인을 고려한 현장시설물 선정 또는 제작

시설물의 업무 담당자별 권한분류체계를 고려한 시스템구축

타 시스템 또는 타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동지원을 위한 실시

인터페이스 설계

효과적인 지하시설물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GIS 기반의

시스템 구축

주기적인 GIS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수용하기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구축

시설물의 업무 담당자별 권한분류체계를 고려한 시스템구축

타 시스템 또는 타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동지원을 위한 실시

인터페이스 설계

효과적인 지하시설물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GIS 기반의

시스템 구축

주기적인 GIS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수용하기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구축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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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설물관리 부문 > 가로등 관리 >서비스 개요

지상 시설물인 지능형 가로등, 보안등 등을 GIS 위치정보 기반의 센서 및 제어기를 통해 실시간 시설물 상태 정보의 획득과 현장
업무지원 및 유지보수의 정확성을 확보한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가로등·보안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조명시설의

고장 파악

가로등·보안등의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가로등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가로등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처로 능동적인

조명시설 관리 가능

가로등·보안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조명시설의

고장 파악

가로등·보안등의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가로등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가로등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처로 능동적인

조명시설 관리 가능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387

우선순위 15

구축시점 2단계

개발방식 공공

U-Pole

경관조명

가로등

통합운영센터

가로등 관리

가로등 이력
위치정보
상태정보

가로등 정보
가로등 상태 업데이트

가로등 제어

현장업무지원

가로등 이력
위치정보
상태정보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가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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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가로등 제어 및

관리

가로등 제어 개별 점·소등 제어, 점·소등 시간설정, 원격 제어

가로등 관리

조명시설 현황파악, 조명시설 위치 검색

관리자 SMS 환경 설정/수신 항목 설정

가로등 분전함, 분수/계류 분전함 제어/관리

가로등 모니터링 및

운영

가로등 모니터링
공급전압, 소비 전류량, 누설 전류량, 차단기 동작, 개폐기 동작, 통신상태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로등 운영
야간운영결과 확인, 고장현황확인, 현재 상태 확인, 유지보수항목 결정

현장 유지보수를 위해 RFID를 이용한 이력관리 지원

서비스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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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입 효과

•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거리 안전 등으로부터
보호

•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거리 안전 등으로부터
보호

•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 최소 인력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 최소 인력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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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 수해자와 동일• 수해자와 동일

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가로등 현장 설치 부문의
업무 영역

• 가로등의 현장부문은 통신입입과 전
송장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은 토목
설계 영역에서 이루어짐

• 통신인입 및 전송장비는 통신설계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통신설계 영역에 반영

조명시설(가로등/공원등/경
관조명등)분전함과 종합정
보센터간의 정보 송수신

• 공급전압, 소비전류량, 누설전류량
정보

•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동작상황 정
보

• 점소등 제어 정보
• 운영데이터 정보 설정

• 가로등 현장 시설물로부터 센터로 전달되는 정보와, 센터로부터 가로등 제어를
위해 송신되는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여 Interface를 정의/ 적용함

가로등과 U-City시설물간
관리 업무의 혼재

• 미이어폴 등 가로등 기능과 정보제공
기능, 기타 U-City 시설물의 관리 주
체

• 오산시 담당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
• 관련 부서, 담당자, 업무에 대해 체계 수립 및 오산시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화
• 업무 안정화 시점까지 개선사항에 대해 TFT 등을 활성화 하여 업무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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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의 상태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함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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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3D
GIS 서버

통신
서버

RFID/USN/
LBS 서버

현장 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VDA

모니터링

모니터링
화면

통합운영

연계서버

인터넷
포털

SMS발송

SMS
서버

스토리지 시설물 DB
(지상/지하)

지하시설물
DB

오산시 건설과
오산시 정보통신과

현장업무
지원 장비
(PDA 등)가로등/보안등/ 경관등 제어기 광링크

Web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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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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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586,764 - - - 648,000 1,234,764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586,764 - - - 648,000 1,234,764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점멸제어기, 선로감지기, 전력계량기 등의 토목건설부문의 장비와 U-

City 서비스에서 구축해야 할 전송장비를 연계하여 원활한 정보의

전달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현장 장비 구축

시운전시 충분한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운영 시 발생하는 장비 운영

장애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안하여 구축

점멸제어기, 선로감지기, 전력계량기 등의 토목건설부문의 장비와 U-

City 서비스에서 구축해야 할 전송장비를 연계하여 원활한 정보의

전달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현장 장비 구축

시운전시 충분한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운영 시 발생하는 장비 운영

장애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안하여 구축

조명시설에 대해 자가망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SMS 발송 서비스 자동화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서버장비 사양 선정 시 하드웨어 처리

용량을 상회하는 장비 사양 선정

오산시 전체 조명관련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운영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형식으로 데이터(제어 데이터, Event 데이터, 

운영 데이터 등)를 변환하여 통합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함

조명시설에 대해 자가망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SMS 발송 서비스 자동화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서버장비 사양 선정 시 하드웨어 처리

용량을 상회하는 장비 사양 선정

오산시 전체 조명관련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운영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형식으로 데이터(제어 데이터, Event 데이터, 

운영 데이터 등)를 변환하여 통합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함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III. 서비스 모델 수립

4. 서비스 모델 수립

Web, Mobile 장비, Kiosk, 미디어보드 등 공공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시설물을 구축하여 시민의 편리함, 효율성 및
공익성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

4.5 행정 부문 > 서비스 개념도

2. 미디어 행정

거리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전자현수막을

통해 시정정보, 환경, 교통, 

안전 등 긴급 상황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1. 공공서비스 포털

Web을 통해 교육, 시정

정보공유, 복지시설 관리, 

온라인 나눔 장터, 일자리

나누기 등 지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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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5 행정 부문 > 공공서비스포털 >서비스 개요

Web을 통해 교육, 시청정보공유, 복지시설관리, 온라인 나눔 장터, 일자리나누기 등 지역 정보를 제공을 목표고 하고, 시정 정보 등
주변에 전파가 필요한 정보는 현장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지역포털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지능화된 유무선

환경제공

뛰어난 휴대성과 이동성, 상시성을 바탕으로 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Web2.0기반의 맞춤형

포털 서비스를 제공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지능화된 유무선

환경제공

뛰어난 휴대성과 이동성, 상시성을 바탕으로 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Web2.0기반의 맞춤형

포털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개념도

통합운영센터

연계서비스

키오스크 PC PDA 휴대폰

포털 정보 이용

지역포털
서비스

포털 정보 update

민원정보, 데이터 전송

•교육
•시정/시청 정보
•지역정보
•복지시설관리
•온라인 나눔 장터
•일자리 나누기
•민원 처리 결과

민원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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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4.114

우선순위 6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대중교통정보

재난/재해예방 기상정보

교육 등

환경오염

영상감시

온라인 나눔장터

상수도

복지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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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공공정보 서비스

연계

재해정보 오산지역의 재해 관련 정보 및 긴급 상황 대처 정보를 제공

기상정보 오산지역의 기상정보 제공

교통정보 오산지역의 교통소통상황, 실시간 주변 교통정보 등 제공

인터넷 생활공간정보
오산지역의 지도서비스, 검색 및 생활공간정보 제공

인터넷 생활공간정보 웹 서비스 링크

환경오염정보 오산지역의 공기 오염도 측정 정보 제공

미디어보드, u-

플래카드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등 디지털매체 광고에 대한 단일창구 제공

오산 지역정보

Yellow Page 지역상가의 홍보 및 질의 응답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각종 지역 정보
오산시청 사이트의 지역정보와 연계하여 제공

생활/사회복지/문화/관광/교육/공공기관 등 지역정보 제공

시정정보 시정뉴스/시정정보/시정게시판 등 오산시청 사이트 연계

기타 유관기관 기타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서비스

주요기능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교통, 환경, 생활분야 등의 정보를 통합한 포털을 구축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모바일같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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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오산 커뮤니티

블로그 서비스
개인,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그룹 등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자유롭게 제작해서 게재, 운영

클럽 서비스 지역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동호회를 개설하여 운영

채팅 / 토론
아파트 동별,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채팅서비스 및 다양한 이슈에 관한

토론

게시판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서비스 제공

회원정보

회원정보 관리 오산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한 회원정보를 관리

마이페이지 본인이 가입한 클럽 및 블로그를 확인하고 쪽지 관리

검색

포털사이트 검색
포털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웹 문서, 다양한 형태의 파일 문서, DB에 저장된 정보 및 게시물

등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검색

기타유관기관 검색 오산 지역의 관광, 교육 등 연계된 기타 유관 기관 웹 사이트의 웹 문서를 검색

서비스

주요기능



4.5 행정 부문 > 공공서비스포털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거주자와 동일• 거주자와 동일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웹을 통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시작점

• 단순한 도식적인 아이콘 화는 시민의 사용 편

의성 증가

• 웹을 통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시작점

• 단순한 도식적인 아이콘 화는 시민의 사용 편

의성 증가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오프라인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어서 실제적

인 비용 감소의 효과를 가져옴

• 담당자의 업무 부하의 분산은 기존 업무의 처

리 효율의 증가를 가져옴

• 오프라인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어서 실제적

인 비용 감소의 효과를 가져옴

• 담당자의 업무 부하의 분산은 기존 업무의 처

리 효율의 증가를 가져옴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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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항목 검토내용 적용방향

모바일 서비스 비용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50% 이상이 시간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통신 요금이 부담되며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

말기를 추가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효율적인 연결방식을 통하여 요금을 합리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함

모바일 서비스 이용
까다로운 이용방법과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무선 웹서비스의 불편

으로 인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지 부족 및 외면이 많음

주민 입주 시 모바일 공공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를 유도하며 누

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화면을 사용하기 편하

게 구성함

법/제도 고려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

례 제20조에 의한 법적근거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공공정보제공의

필요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30조 및

오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9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화 의무 준

수

각 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및 주의 사항의 숙지 및 문서화를 통한 각

부서간의 사전 업무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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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행정 부문 > 공공서비스포털 > 시스템 구성도

공공정보, 생활문화, 커뮤니티, U-서비스와 연계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3D
GIS 서버

통신
서버

커뮤니티
서버

서비스 제공 단말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자가통신망

동영상
서버

현업연계

모니터링
화면

통합운영

시스템 구성도

연계서버

SMS
서버

웹서버 시설물 DB
(지상/지하)

스토리지
서버

키오스크 PC
PDA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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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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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시스템 구축 방안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초기 서비스의 우선 구축 순위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컨텐츠 및 시스템 구축 필요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접속자 수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Web관련 표준(Web2.0등) 준수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초기 서비스의 우선 구축 순위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컨텐츠 및 시스템 구축 필요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접속자 수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Web관련 표준(Web2.0등) 준수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183,986 - - - - 183,986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183,986 - - - - 183,986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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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5 행정 부문 > 미디어 행정 >서비스 개요

미디어보드, 전자현수막을 통해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교통, 안전 등 긴급 상황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미디어 보드는 TV 
송출 고려, 전자현수막의 경우 광고 서비스 고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환경, 교통, 안전 등)와 뉴스 등을 제공

재해/ 재난 시 경보의 사각에 노출된 거리의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안내

컨텐츠 동기화, 실시간 뉴스 속보 방송, 긴급

자막방송 처리 등 기존의 게시판의 기능 개선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환경, 교통, 안전 등)와 뉴스 등을 제공

재해/ 재난 시 경보의 사각에 노출된 거리의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안내

컨텐츠 동기화, 실시간 뉴스 속보 방송, 긴급

자막방송 처리 등 기존의 게시판의 기능 개선

서비스 개념도

I

DFS : DrIIIer Feedback Sign

VMS

XXX동단수예
정

10시 – 14시

미디어폴

U-전자현수막미디어 보드

통합운영센터

미디어 행정

미디어 행정 상태 업데이트

•조명제어
•원격제어
•시설물관리

•컨텐츠제공
•컨텐츠수정

미디어 행정 제어

정보제공
•행정정보
•지역정보
•공지사항
•상업광고
•홍보

미디어 행정 제어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4.189

우선순위 5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4.5 행정 부문 > 미디어 행정 > 서비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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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공통기능 일반기능 시스템의 로그인/로그아웃 , 공지사항, 도움말 등을 제공하는 기능

컨텐츠

일정관리

일반 컨텐츠

스케줄 관리

미디어 컨텐츠 관리에서 등록 또는 생성된 컨텐츠 및 각종 실시간 뉴스정보 또는 방송정보

등을 정해진 시간에 송출하게 하는 스케줄 관리 기능을 제공

긴급상황 컨텐츠

현황관리

연계 정보 컨텐츠에 의해 생성된 긴급상황 또는 관리자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긴급상황을 등록하여 미디어 보드로 송출하는 기능을 제공

컨텐츠

관리
시정공지사항 관리

현장장비에 제공할 시정 공지사항의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및 홍보영상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

종합통계기능

컨텐츠 방송통계
미디어 행정 서비스 장비인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VMS의 방송통계현황을 장비별, 주간, 

월간, 년간, 지역별 통계현황을 생성하여 제공

시민광고이용

현황통계

광고이용 시민들의 미디어행정 서비스 장비인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VMS에 요청한

광고정보의 장비별, 주간, 월간, 년간, 지역별 통계현황을 생성하여 제공

이력정보관리
통합스케줄 변경

및 이력 관리

미디어 행정 서비스 장비인 미디어보드, 플래카드, VMS의 방송스케줄 변경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시스템을 위한 일반적인 기능, 미디어행정 장비별 컨텐츠 관리, 장비별 연계정보 컨텐츠 관리, 장비별 컨텐츠 스케줄 관리, 종합통계기
능 및 이력정보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

서비스

주요기능



4.5 행정 부문 > 미디어 행정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거주자와 동일• 거주자와 동일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정보 전달 장비의 미관 개선으로 생활환경 개

선

•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정보 전달 장비의 미관 개선으로 생활환경 개

선

•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음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컨텐츠 배포를 통한 광고수입의 증가로 운영

비용 보전 가능

• 정보전달의 가독성/가시성 향상

• 컨텐츠 배포를 통한 광고수입의 증가로 운영

비용 보전 가능

• 정보전달의 가독성/가시성 향상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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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항목 검토내용 적용방향

타 시스템 연계
종합정보센터, 교통, 안전, 환경 서비스등과의 공유대상 데이터 정

의 및 인터페이스 규약, 통신방식 등의 협의

각 서비스 담당자와 공유대상 데이터의 정의 및 연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법/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도로법 제34조, 38, 도로

교통법 제6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인허가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포함된 금지광고

검토 및 광고 실명제 고려

각 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도표화한 후에 각 담당부서 또는 기관과

의 사전업무 협의 진행

자체광고물 심사기준을 정의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광고물 심

사기준 마련

컨텐츠 관리

• 컨텐츠의 제작 인력, 컨텐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업무 협의

• 공공 정보 제공 시설을 활용하여 광고 및 주변 상가의 홍보에 대한
시민 민원 발생에 대한 대비 필요

• 컨텐츠의 저장공간확보를 위한 컨텐츠 보관등에 관한 안 협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침에 의거하여 U-City 시설물을 통하여
가시화 되는 컨텐츠를 제작

• 컨텐츠를 제작, 배포, 수정하는 업무와 행정 업무 모두를 진해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업체의 아웃소싱 검토

• 시간에 따른 광고의 편성, 조도의 조절 등을 통하여 시민 민원을 최
소화

•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컨텐츠 보관주기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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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5 행정 부문 > 미디어 행정 > 시스템 구성도

시정정보, 긴급뉴스, U-서비스 정보, 광고 등을 공공장소에 표출하고, 컨텐츠를 편집하고 제공할 수 있 시스템을 구축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웹서버 CMS
서버

통신
서버

현장 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자가통신망

동영상
편집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화면

통합운영

시스템 구성도

연계서버

SMS
서버

GIS 
서버연계

스토리지
서버

미디어 폴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Display
Controller

Power Supply

Matrix
Switcher

CCTV
계측장비
공조기

U-City 시설물
관리



4.5 행정 부문 > 미디어 행정 > 부문별 구축 방안 및 소요예산

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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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

지하가설공사 포함시 지하시설물의 매립여부 사전점검 필요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자가망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Green환경과 매치되는 디자인을 고려한 현장시설물 선정 또는 제작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

지하가설공사 포함시 지하시설물의 매립여부 사전점검 필요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자가망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Green환경과 매치되는 디자인을 고려한 현장시설물 선정 또는 제작

컨텐츠 생성, 배포, 운영, 저장 등을 고려하여 영상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현장 유동인구를 고려한 컨텐츠의 제작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공통포멧의 컨텐츠 제작

다량의 컨텐츠의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

컨텐츠 생성, 배포, 운영, 저장 등을 고려하여 영상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현장 유동인구를 고려한 컨텐츠의 제작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공통포멧의 컨텐츠 제작

다량의 컨텐츠의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 - 1,500,000 - 240,000 1,740,000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 - 1,500,000 - 240,000 1,740,000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오산 시민의 다양한 Life Style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에 구축된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U-Life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4.6 복지 부문 > 서비스 개념도

1. 홈정보

통합운영센터와 댁
내의 Wall Pad를 연
계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정보 및 공공정
보를 PC 등이 없이
간편하게 확인/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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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 서비스 모델 수립

2. 맞춤형 건강관리

독거노인이나 생활
약자의 건강을 관리
해주고 방문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정
보 갱신 및 병원으로
의 이송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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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

4.6 복지 부문 > 홈정보 >서비스 개요

4.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825

우선순위 8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댁내 설치된 Wall Pad를 통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정보 확인 및 이용 가능

Wall Pad를 이용하여 홈 정보 서비스를 이용함

세대 주변 정류장의 버스 도착 정보 제공

주변 도로 소통 정보 제공

댁내 설치된 Wall Pad를 통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정보 확인 및 이용 가능

Wall Pad를 이용하여 홈 정보 서비스를 이용함

세대 주변 정류장의 버스 도착 정보 제공

주변 도로 소통 정보 제공

주거공간에 설치된 Wall Pad를 통해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댁내에서 버스의 도착정보 확인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의 이동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통합운영센터

주거 단지 운영 센터
/ 동사무소

Wall Pad
Home

Gateway

U-Home

• 대중교통정보
• 도로소통정보

• 실시간 검색
• 대중교통정보
• 버스 노선 정보

디지털 가전

홈 계측기

홈제어서비스 연계

대중교통 정보 도로 소통 정보 • 도로 소통정보
• 오산시 내부 소통 정보
• 오산시 주변 소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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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신도시 거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정보를 포탈 뿐만 아니라 WallPad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 함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대중교통정보

제공

도착정보제공 정류장 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여 화면에 표시

버스 노선 정보 제공 선택 노선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여 화면에 표시

소통정보제공 도로소통정보제공 오산시 및 오산시 인근 고속도로, 국도의 실시간 도로 소통 현황 정보를 화면에 표시

서비스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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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효과

• 거주자와 동일• 거주자와 동일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거실 등에 설치된 Wall Pad를 통하여 외부 정

보를 PC 없이 확인 가능

• 전달형 서비스(Push)와 InteractIIIe한 서비스

등의 선택으로 활용도 제고 가능

• 거실 등에 설치된 Wall Pad를 통하여 외부 정

보를 PC 없이 확인 가능

• 전달형 서비스(Push)와 InteractIIIe한 서비스

등의 선택으로 활용도 제고 가능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거리나 방송 외의 정보 제공 수단의 발견

• 시민과의 친밀성강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으로 U-City에 대한 만족감 강화로 오산시 이

미지 제고

• 거리나 방송 외의 정보 제공 수단의 발견

• 시민과의 친밀성강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으로 U-City에 대한 만족감 강화로 오산시 이

미지 제고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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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토내용 적용방향

Wall Pad 기기 도입

APT 지역은 정보통신인증제도를 통하여 FTTH 등 BcN 가입자망

구축이 용이한 형태로 통신시설이 구축되고 있으나 기타 상업용건

물이나 일반 주택지역의 구내통신구축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추세

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구내통신설비 설치비에 대한 부담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

에 없으나 서민주택에 대한 홈네트워크 지원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개별 건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

고 있으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많으므로 현재의 건물 등

급보다 수준을 높이고 인증대상 건물의 범위도 확대하여 FTTH가

모든 가구에 구축되도록 하여 홈네트워킹서비스가 활성화 되는 기

반을 마련해야 함

개별 건물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지구단위별 인증제도를 실시하

여 오산신도시 지구단위 전체가 U-City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를 갖추도록 해야 함

연계정보 서비스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Wall Pad화면에 즉시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공공서비스 포털용 정보를 Wall Pad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Wall Pad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UI설계

화면 사이즈는 320*240이하로 제작

법/제도 고려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항의 규격를 준수하는 기

기를 선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6조, 제25조 의 항목

을 준수하여 설치

각 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및 주의 사항의 숙지 및 문서화를 통한 각

부서간의 사전 업무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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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복지 부문 > 홈정보 >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댁내에 설치된 Wall Pad로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APT관리소에 연계서버를 구축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 함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3D
GIS 서버

통신
서버

커뮤니티
서버

제공 정보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웹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화면

통합운영

시스템 구성도

서비스
연계서버

시설물 DB
(지상/지하)

스토리지
서버

Wall Pad
컨트롤서버

대중교통 정보제공

각 APT 관리소

모니터링연계서버

대중교통 정보 도로 소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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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방안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150,200 - - - - 150,200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150,200 - - - - 150,200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각 세대별 별도의 웹 서버를 설치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리 함

오산시에서는 각 시공사가 홈 정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홍보 및 조례제정으로 서비스 활성화 유도 필요

Wall Pad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업체(또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내 웹 브라우저 설치해야 함

현재 Wall Pad 기기가 오산 U-City 전 지구에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특정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 적용 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타당함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각 세대별 별도의 웹 서버를 설치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리 함

오산시에서는 각 시공사가 홈 정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홍보 및 조례제정으로 서비스 활성화 유도 필요

Wall Pad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업체(또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내 웹 브라우저 설치해야 함

현재 Wall Pad 기기가 오산 U-City 전 지구에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특정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 적용 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타당함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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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의 생활약자를 위한 위급상황관리, 만성 질환자 이력관리를 위한 방문보건 서비스로 BT/NT 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방문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 정보 관리 및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원격 방문 보건을 통한 주민 건강관리 기능 개선

건강측정업무 및 데이터 등록작업의 효율성과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 자동제어, 데이터

자동 업로드 등 자동 데이터 처리기술 제공

온라인 실시간 데이터 접속과 오프라인 배치

처리를 동시 지원

위급상황 발생시 원격 진료 연계

원격 방문 보건을 통한 주민 건강관리 기능 개선

건강측정업무 및 데이터 등록작업의 효율성과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 자동제어, 데이터

자동 업로드 등 자동 데이터 처리기술 제공

온라인 실시간 데이터 접속과 오프라인 배치

처리를 동시 지원

위급상황 발생시 원격 진료 연계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160

우선순위 19

구축시점 2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통합운영센터

• 병원과 실시간 연계
• 의료진과 실시간 원

격진료
• 카메라, 마이크, 응급

진료 장비를 통해 현
장진료

연계병원
응급진료

위급상황

혈당기 혈압기

방문 진료

• 의료기록 조회
• 진료기록 업로드

• 의료이록 전송

• 응급상황발생
정보

•환자 신분조회
•환자 진료이력

관리

의료정보조회
의료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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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방문진료

건강수준평가 Healthcare 단말기를 통한 질병의 자가진단 및 건강 위험도 평가

건강모니터링

디지털 건강측정기를 통한 고혈압, 심부정맥, 당뇨, 심부전 등의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비만, 스트레스 등에 대한 웰빙케어

건강증진프로그램
비만, 스트레스, 식이요법, 금연 등에 대한 목표설정, 프로그램 수행, 피드백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방문진료 이력관리
생활약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이력을 조회/데이터관리/갱신하기 위한 모바일 장비보급

및 시스템 구축

연계병원

응급진료
비상호출 및 응급서비스 위급상황 발생시 단말기의 비상호출 버튼을 통해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및

서비스 운영 서비스 지원 및 운영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일정관리, 기록관리, 생체신호분석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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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입 효과

• 건강상담 및 의료서비스 비용의 최소화, 절차
간소화

• 조기진단, 수시점검에 의한 효과적인 질병예
방 및 치료

• 건강상담 및 의료서비스 비용의 최소화, 절차
간소화

• 조기진단, 수시점검에 의한 효과적인 질병예
방 및 치료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가까운 장소에서 손쉽게 건강관리를 제공 받
음.

• 도시 입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확대

• 가까운 장소에서 손쉽게 건강관리를 제공 받
음.

• 도시 입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확대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직접적 수익확보가 가능

• 추가적인 시스템/인력 투자 불필요

• 병원서비스와 직접연계 가능

• 직접적 수익확보가 가능

• 추가적인 시스템/인력 투자 불필요

• 병원서비스와 직접연계 가능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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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주요검토항목 적용방향

법제도 검토사항
•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비상 및 응급

서비스 관련 현행 의료법 검토 및 보완사항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4조(원격의료),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서 명시한 의료행위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
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간의 의료정보 공유의
문제성 및 의료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시한 규정이 없음.

의료정책 수립 필요
• 오산시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 정책이

부합되는 서비스 범위
• 오산시의 의료 정책과 부합할 수 있는 선에서의 의료 서비스 범위 및

정책 수립 필요

연계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협의

• 업무 범위 및 업무 분담에 관한 협의내용
• 경기도 소방방재본부, 지역 응급의료센터, 경찰서 등의 연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서비스 제공 공감대와 구체적 업무 분담 선협의 필요

공공의료 서비스
표준 모델

•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표준안 정립
•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표준 모델제시(기기간 통신 인터페이스/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 제지, 서비스 고도화 방안 고찰)



III. 부문별 계획

4.6 복지 부문 > 맞춤형건강관리 > 시스템 구성도

만성질환자, 생활약자, 독거노인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병자의 이력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툴을 제공하고, 
위급상황시 119 구급대를 연계하고 위급상황 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 구성도

4. 서비스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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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3D
GIS 서버

통신
서버

커뮤니티
서버

현장 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웹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툴 화면

통합운영

연계서버

서비스
연계서버

서비스
이력서버

보건소
행망DB서버

건강이력관리
서버

이동식
건강측정기 PDA

이력관리

연계병원/ 심평원
통합DB

119 구급대
혈당기 혈압기



4.6 복지 부문 > 맞춤형건강관리 > 부문별 구축 방안 및 소요예산

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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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448,674 - 75,000 - - 523,674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448,674 - 75,000 - - 523,674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관공서, 보건소 복지관 등 도시 입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장

공공시설에 헬스케어 단말기 설치

시스템 구축 시 협력 병원을 선정하고 병원까지 U-City망 연결 공사

관공서, 보건소 복지관 등 도시 입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장

공공시설에 헬스케어 단말기 설치

시스템 구축 시 협력 병원을 선정하고 병원까지 U-City망 연결 공사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말기의 기능 및

통합운영센터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구축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기본적인 헬스케어 센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병원과 응급센터 등을 연계

민간성 보다는 공공성의 서비스모델을 중점으로 각 보건소 및

노인정에 헬스케어 단말기를 설치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말기의 기능 및

통합운영센터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구축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기본적인 헬스케어 센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병원과 응급센터 등을 연계

민간성 보다는 공공성의 서비스모델을 중점으로 각 보건소 및

노인정에 헬스케어 단말기를 설치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오산 시민의 다양한 Life Style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에 구축된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U-Life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4.7 문화 부문 > 서비스 개념도

2. u-Street

Digital Art, Digital 
Architecture, Street 
Furniture 등을 활용하
여 오산시민이 문화, 예
술, 기술을 체험할 수 있
는 거리 공간을 조성

1. 녹색자전거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
거의 확산과 안전한 이
용 환경을 제공하고, 교
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무인 자전거 보관소 등
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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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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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문화 부문 > 녹색자전거 >서비스 개요

오산시의 환경 보호·보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중인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도
입하여, 시민 이용의 편리함을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운영 및 대중교통의 원활한 연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서비스 개념도

통합운영센터

대중교통 정보제공

자전거 보관상태 모니터링

대중교통 연계

지하철 버스

무인 자전거 보관소

KIOSK

무인자전거 보관소
운영 시스템

자전거 보관소

RFID 부착

CCTV

RFID 태그 정보 조회
보관소 비용 정산
자전거 도난 방지 오산시청

카드 발급

이용자 등록 시스템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3.721

우선순위 11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친환경교통수단으로 개발된 녹색교통수단인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자전거(U-Bike) 도입

오산 시내에 무인 자전거 보관소와 대중교통

노선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 이용 편의성 강화

무인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사용자 등록을 위한

RFID 카드 등록 및 발급

친환경교통수단으로 개발된 녹색교통수단인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자전거(U-Bike) 도입

오산 시내에 무인 자전거 보관소와 대중교통

노선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 이용 편의성 강화

무인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사용자 등록을 위한

RFID 카드 등록 및 발급



4.7 문화 부문 > 녹색자전거 > 서비스 세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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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대여관리
대여,반납 및 결제 현장의 Kisok와 RFID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및 대여,반납 및 결제 서비스 제공

카드 발급 및 예약 자전거 이용 유져 등록을 통한 카드 발급 및 자전거 이용 예약 서비스 제공

불규칙 수요관리
공급 관리 각 자전거 대여소별 사용 가능 자전거 모니터링을 통해 대여소별 공급 과잉, 부족을 파악

수요 예측 요일별, 시간별, 자전거 대여소별 수요 예측을 통해 알맞은 자전거 공급 대응

도난 및

파손방지

CCTV모니터링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자전거 대여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반납 요청 대여 시간 초과시 해당 회원에게 반납 요청 SMS 자동 발송

도난신고 도난 자전거 발생시 해당 건에 대해 신고처리 및 CCTV 영상 전송

유지보수 관리

고장 자전거 신고 Kiosk를 통한 고장 자전거에 대한 신고 및 상황 입력 서비스 제공

자전거 수리내역

입력및 조회
고장 자전거 수리 내역 입력 및 조회 서비스 제공

이용실적 관리

자전거별 이력 관리 자전거별 고장 및 수리 내역 관리 및 대여이력 관리 및 이를 통한 정기 점검 서비스 제공

주의 대상자 관리 대여 시간 24시간 이상 초과 사용자 및 상습 미 반납자에 대한 이용 제한 및 관리

사용자별 이용 실적

관리

사용자별 이용시간 이력 조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예상 소비 칼로리, 매연 절감 효과 등의

분석 및 통계 데이터 조회

대여소별 실적 관리
각 대여소별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한 일, 월별 이용 실적 및 유실 자전거 정보 등의 통계

분석자료 조회

자전거별 이력 관리 자전거별 고장 및 수리 내역 관리 및 대여이력 관리 및 이를 통한 정기 점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세부기능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무인자전거 보관소 운영관리, RFID 태그 부착을 통한 자전거 분실 방지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



4.7 문화 부문 > 녹색자전거 > 서비스 도입 고려 사항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거주자 입장과 동일• 거주자 입장과 동일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환경오염 요소의 감소로 주거 환경 개선• 환경오염 요소의 감소로 주거 환경 개선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자전거 활성화의 경우 도심 환경개선, 건강 증

진으로 인한 비용적 효과로 나타남

• 자전거 활성화의 경우 도심 환경개선, 건강 증

진으로 인한 비용적 효과로 나타남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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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토내용 적용방향

불규칙 수요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스테이션간의 불규칙 수요를 관리하고 고장 장비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 및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활용화 저해

실시간 자전거 대여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규칙 수요 정보

수집

운영팀을 구성하여 불규칙수요 대응 및 시설물유지보수 지원

도난 방지를 위한 기반 환

경 조성

초기 양심 자전거 운용에서 발생했던 도난 문제 예방 필요

CCTV 설치 및 자전거 디자인의 특이화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난 예방

독특한 디자인 및 색상을 채택하여 도난 및 분실 자전거의 수거를

용이하게 한다.

자전거 대여소에 CCTV를 설치하여 자전거 도난을 예방하고 도난

시 해당 자료를 경찰청등과 연계하여 정보 전송 및 신고 조치함

녹색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녹색 자전거서비스 알리기

자전거를 통한 통학, 출퇴근 등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 검토

각종 VMS 장비 및 미디어 보드 등을 통한 녹색 자전거 서비스 홍보

및 친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참여 유도

출퇴근, 통학 시간대에 녹색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요금 감면,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참여 유도

법/제도 고려사항

행자부가 공공부문 CCTV 규제법안 추진을 맡아 진행중이며 관련

법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해당 가이드 라인의 준수가 필

요

도난감시 목적 이외의 CCTV 이용 및 조작 금지, 저장된 정보의 보

관 만료기간 설정 및 만료 시 삭제 등의 가이드 라인 자료에 대한 숙

지 및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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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RFID 태그를 발급하고 무인자전거 보관소를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하고 센터에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전거의 분실 방지 및 위치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
서버

3D
GIS 서버

통신
서버

현장 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자가통신망

웹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툴 화면

통합운영

연계서버

자전거보관소
운영서버

과금
서버

컨텐츠
통합DB

KIOSK자전거 보관소

RFID 발급

CCTV

U-Bike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RFID
발급화면

서비스
연계서버

U-City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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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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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자전거 도난 및 보관소의 파손을 방지하고, 실시간 운용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자전거 보관소 무인 운영을 위한 Kiosk를 통한 무인 과금 및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CCTV와 RFID/USN을 활용한 잠금 장치를 이용한 대여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별 자전거 이용 내역을 이용한 환경 이익 및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수단 환승 공간(지하철역, 오산역, 주요 버스 정류장 근처) 

등의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자전거 대여소의

입지 선정이 필요.

Kiosk 설치시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의 위험이 적고 침수

위험이 없으며 유지 관리가 유용한 곳에 설치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384,582 - 9,000 - 138,500 532,082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384,582 - 9,000 - 138,500 532,082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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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문화 부문 > u-Street >서비스 개요

도시민이 쾌적하고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이 가미된 볼거리가 풍부한 공간을 오산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Street Furniture, 
Digital Architecture, Street Media Player 등 예술, 게임컨텐츠, 건축물과 IT의 문화적 접목(Convergence)을 통해 u-Street를 조성함

서비스 특징 및 주요 기능

4. 서비스 모델 수립

기존의 도로와 차별화하여 낙후된 가로와 노점상, 
가판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환경을 제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과 옥외 광고물이
난립 방지하고 가로시설물을 통합함

미디어폴을 설치하여 문화와 IT가 결합된 거리
조성

공공정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기존의 도로와 차별화하여 낙후된 가로와 노점상, 
가판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환경을 제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과 옥외 광고물이
난립 방지하고 가로시설물을 통합함

미디어폴을 설치하여 문화와 IT가 결합된 거리
조성

공공정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선정 결과

항목별 선정 결과 결과 종합

합계 4.351

우선순위 2

구축시점 1단계

개발방식 공공

지역특성
제공

용이성

도시

기반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계층

다양성
호환성

안전성

활용성

비용절감

통합운영센터

미디어 행정

•미디어 행정 제어
•조명제어
•정보전송
•상태 업데이트
•시설물관리

컨텐츠 제공

미디어행정 관리

•디지털아트, 게임
•교통정보, E-mail, 정보검색
•지역상가정보, 광고/홍보 점검

미디어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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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공통기능 일반기능 시스템의 로그인/로그아웃 , 공지사항, 도움말 등을 제공하는 기능

시스템관리

사용자/사용자권한

관리

일반적인 시스템 기능으로 사용자의 등록, 수정, 삭제 및 각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 할 수

있는 기능

시스템코드관리
일반적인 시스템 기능으로 운영상에 코드화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

미디어폴

컨텐츠관리

지역행사정보 주변지역의 공사정보, 행사정보, 등의 각종정보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주변지리정보
GIS기반의 주변약도정보 및 주변상가, 식당, 쇼핑센터, 문화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버스노선정보 미디어폴 근방의 버스노선 및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터치패드 게임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미니게임을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서비스

세부기능

u-Street는 오산세교 U-City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첨단 네트워크와 설비들을 이용하여 대화형 시스템을 구현한다.  양방향 전송이 가능
하도록 사용자의 액션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단위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설명

장비별

컨텐츠관리

3D케릭터생성
3D케릭터의 생성 및 여러가지 모형을 변형하여 재미요소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캐리커쳐 포토메일
사용자의 얼굴을 분석하여 입체 케리커쳐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메일로 전송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포토메일
사용자가 미디어폴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사용자의 메일로 전송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

현장장비

원격관리

컨텐츠추가관리
기존 현장장비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서비스 이외의 추가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추가관리

기능을 제공

컨텐츠업데이트 기존 현장장비에서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보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미디어폴

통계기능

컨텐츠별 이용현황
각 현장장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의 각 서비스별 이용현황을 통계화하여

제공하는 기능

현장장비별 이용현황 각 현장장비의 이용현황을 통계화하여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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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모델 수립

4.7 문화 부문 > u-Street > 서비스 주요 기능

u-Street는 오산세교 U-City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첨단 네트워크와 설비들을 이용하여 대화형 시스템을 구현한다.  양방향 전송이 가능
하도록 사용자의 액션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4.7 문화 부문 > u-Street > 서비스 도입 검토 사항

서비스 이용 및 효과

•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의 확보•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의 확보

수혜자 입장수혜자 입장

• 특색있는 문화 공간의 확보

• 부동산 가격에 이득

• 생활 환경의 질 높아짐

• 특색있는 문화 공간의 확보

• 부동산 가격에 이득

• 생활 환경의 질 높아짐

거주자 입장거주자 입장

• 자전거 활성화의 경우 도심 환경개선, 건강 증

진으로 인한 비용적 효과로 나타남

• 자전거 활성화의 경우 도심 환경개선, 건강 증

진으로 인한 비용적 효과로 나타남

관리자 입장관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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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토내용 적용방향

U-City시설물

통합관리

미디어폴 등의 시설물의 관리는 U-City시설물관리 서비스에서 통

합관리

U-City시설물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협의 및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수요조사진행

타 시스템 연계
종합정보센터 및 u-시설물관리 서비스 또는 타 관련 서비스와의 공

유대상 데이터 정의 및 인터페이스 규약, 통신방식 등의 협의

각 서비스 담당자와 공유대상 데이터의 정의 및 연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법/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도로법 제34조, 38, 도로

교통법 제6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인허가사항

저작권법 29조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경우 저작권의 음원 및 영상물

사용이 허가됨

각 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도표화한 후에 각 담당부서 또는 기관과

의 사전업무 협의 진행

음원 및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를 제거

컨텐츠 관리

• 공공 정보 제공 시설을 활용하여 광고 및 주변 상가의 홍보에 대한
시민 민원 발생에 대한 대비 필요

• 컨텐츠의 저장공간확보를 위한 컨텐츠 보관등에 관한 안 협의

• 도입할 컨텐츠의 정의 및 컨텐츠의 관리주체를 정의

• 컨텐츠 도입 비용에 대한 검토필요

• 컨텐츠를 제작, 배포, 수정하는 업무와 행정 업무 모두를 진행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업체의 아웃소싱 검토

• 시간에 따른 광고의 편성, 조도의 조절 등을 통하여 시민 민원을 최
소화

•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컨텐츠 보관주기를 정의함

• 제공할 컨텐츠 서비스 정의후 컨텐츠 제공기관과의 업무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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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건축물에 제공할 컨텐츠를 기획·편집·제공하고, 디지털 건축물을 운영/유지보수 하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4. 서비스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현장 장비 연계 서비스

연계기관

공공서비스
포털

행정망

공공정보통신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연계서버

미디어 행정 U-City
시설물 관리

미디어 폴

Display
Controller

Power Supply

Matrix
Switcher

CCTV
계측장비
공조기

통합운영
서버

웹서버 CMS
서버

통신
서버

동영상
편집서버

모니터링
화면

통합운영

SMS
서버

웹서버 스토리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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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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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사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

<단위 : 천원>
소요 예산

서비스 구축 단계 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사비 소계
센터 현장장비

1단계

2단계
- -

2,476,000 
-

421,500 2,897,500 

3단계
- -

- - -
-

총 소요 예산 - - 2,476,000 
-

421,500 2,897,500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전력공급, 자가망사용)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기후에 강하고 관리가 편리한 소재의 시설물 제작

토목공사 일정에 따른 시설물설치 위치 고려(전력공급, 자가망사용)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크기 고려)

기후에 강하고 관리가 편리한 소재의 시설물 제작

동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감성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엄선된 컨텐츠 서비스 선정을 통해 사용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

동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감성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엄선된 컨텐츠 서비스 선정을 통해 사용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

오산신도시 U-City 기본계획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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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1.1 개요

1.2 목표 모델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1.1 개요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부문별 계획(기반시설)을 위해서는 먼저 오산시 현황에 대한 환경분석을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이에 따라 중장기 플랜을 고려한
통신망 도입방안, 구축방안 수립을 확립하여 최종적으로는 오산시 전체에 대한기본 모델 수립으로 진행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현황분석 도입방안 수립 구축방안 수립 기본모델 수립

기술분석

타 도시 사례분석

방향제시

서비스 별 통신수요

자가망/임대망 분석

통신망 도입방안 수립

도입 방안 수립

통신노드

유선망

무선망

구축 방안 수립

기초 인프라

통합 인프라 모델

운영 모델

구축 비용

기본 모델 수립 완료

발전 방향

이행계획수립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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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 모델 >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목적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오산시의 U-City는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거점임을 감안하여 주변도시와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통합운영센터를 통한 최적의 부문별 계획(기반시설)에 목적이 있음

u-SerIIIice 제공을 위해 필요한
통신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의 요건과
도입되어야 하는 통신 기술 및

통신망에 대한 기본 모델에 대한
검토 분석 수행

U-City 통신인프라 구축방향 수립

• 세교지구 u-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
요건분석을 통해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축 방향 도출

통신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신도시 구축
기회 최대

활용
도시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안정된
공공기반

u-서비스 수용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목적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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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 모델 >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체계

통신인프라 모델 설계의 프로세스는 현황분석, 도입방안, 구축방안을 종합하여 각 산출물을 근거로 오산시에 적합한 통신인프라의 기
본 모델을 수립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분석
내용

분석
자료

산출물

통신기술 추세
오산시 통신환경
타 U-City 통신망 사례

서비스 수요분석과 이에 따른
회선수요 및 통신용량
자가망/임대망 기준수립
구축비용을 파악하여
경제적/타당성 분석

현황분석 도입방안 수립 구축방안 수립 기본모델 수립

전달망 및 액세스망 구축방안
무선망 구축방안
기초 인프라 구축 방안

통신인프라 기본 모델
구축비용

통신기술 동향 자료
오산시 인터뷰 결과
타 USP 결과서

서비스 모델 수립 자료
통신사업자 데이터 상품
이용약관

전달망 및 액세스망 구축기술
무선망 구축기술
기초 인프라 구축 기술

서비스 수요
네트워크 및 인프라 기술

환경분석 u-서비스 수요분석
경제성 분석
도입방안 수립

통신 인프라 구축방안 통신 인프라 기본모델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358



1.2 목표 모델 > 통신인프라 목표 모델

통신기술, 오산시 현황, 타 U-City 사례 검토를 통해 통신인프라는 All-Optic, All-IP, All-Platform의 세가지 Key Word를 기반으로 세교1, 
2, 3지구 및 뉴타운, 산단지구, 구도심의 확장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오산시 통신인프라 현황 시사점오산시 통신인프라 현황 시사점

• 개별 서비스망 구축으로 인한 운용비용 증대

• 표준 통신체계 구비 필요

• 공공 서비스 수용을 위한 통합 서비스망 요구

• 개별 서비스망 구축으로 인한 운용비용 증대

• 표준 통신체계 구비 필요

• 공공 서비스 수용을 위한 통합 서비스망 요구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ALL-OPTIC ALL-IP

• 정보의 가공 및 응용이 용이한 IP기반으로 단말의
데이터는 패킷화하여 프로세싱

• IP 프로세싱이 용이한 장비로 인터페이스 표준화

ALL-PLATFORM

• 행정망, 인터넷망과 분리된 공공서비스를 통합 수용
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 구현

• 향후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통신인프
라 용량 확보

• 전달망, 액세스망으로 전송효율 및 거리의 한계가
없는 광통신망(Optical Network) 구축

•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을 고려한 전달망, 액세스망
기술 선정

오산시 정보통신 인프라 목표 모델

목표 모델

경제성 확보경제성 확보융합통신설비 도입융합통신설비 도입 서비스 수용성, 확장성서비스 수용성, 확장성 품질보장 인프라품질보장 인프라

통신기술 동향 시사점통신기술 동향 시사점

• BcN 기반의 IP/MPLS광대역 통합기술로의 진화

• 개별설비에서 단순화된 통합 설비로 전환

• Optic, IP 기술 중심의 통신망 범용화

• BcN 기반의 IP/MPLS광대역 통합기술로의 진화

• 개별설비에서 단순화된 통합 설비로 전환

• Optic, IP 기술 중심의 통신망 범용화

타 U-City 통신인프라 시사점타 U-City 통신인프라 시사점

• 행정망과 서비스망의 적절한 대역 선정

• ALL IP/MPLS기반의 광통신망 구축

• 서비스 확장 및 수용을 위해 자가통신망 구축

• 행정망과 서비스망의 적절한 대역 선정

• ALL IP/MPLS기반의 광통신망 구축

• 서비스 확장 및 수용을 위해 자가통신망 구축

통신 인프라 방향 도출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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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1 개요

2.2 기술동향 분석

2.3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분석

2.4 분석 결과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2.1 개요

현황 분석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인 동향과 타 도시의 U-City 사례를 통해서 종합적인 통신인프라 현황을 분석함

유선망 기술분석

무선망 기술분석

인프라 기반기술 분석

기술동향 분석

충주기업도시 통신인프라 추진형황
판교 신도시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파주운정지구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화성동탄 통신인프라 추진형황
광교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 분석

오산시의 U-City 구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변수들을 통해 기
회와 위협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U-City 구축 방향 및 전략수립에 활용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현황분석 도입방안 수립 구축방안 수립 기본모델 수립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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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통신인프라 기술검토 대상(1/2)

현재 통신인프라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구축되었던 모델에서 단일한 통합망으로 복합된 서비스를 수용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NGN, 국내에서는 BcN이라는 모델로 이를 추진 중임

AS-IS 통신 인프라

TO-BE 통신 인프라

• 각각의 서비스별로 분리된 통신망 구축

• 통신망 별 개별 하드웨어 및 플랫폼 도입 기술 필요

• 그에 따른 구축비 및 운영비용 중복 소요

• 각각의 서비스별로 분리된 통신망 구축

• 통신망 별 개별 하드웨어 및 플랫폼 도입 기술 필요

• 그에 따른 구축비 및 운영비용 중복 소요

한정된 대역폭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트래픽 별 특성
보장
실시간 서비스에 적
합한, 지연이 없고, 
대역폭 보장이되는
고품질의 서비스보
장
BcN(Broadband 
conIIIergence 
Network)은 전화+인
터넷+방송+이동통
신을 IP 기반으로 통
합한 차세대 통합 컨
버전스 망으로 오산
시 통신인프라의 궁
극적 모델임

검토 사항

PS
TN

M
ob

ile

In
te

rn
et

/D
at

a

C
A

TI
II 개별 서비스

개별 통신망
구조

개별 서비스

개별 통신망
구조

All-IP 통합망

• 단일 통신망에 다양한 서비스(QPS*) 구현

• ALL-IP 기반의 BcN 통합 인프라 구축

• 통합망 수용에 따른 신규 서비스 수용 용이 및 확장

성, 경제성 확보 가능

• 단일 통신망에 다양한 서비스(QPS*) 구현

• ALL-IP 기반의 BcN 통합 인프라 구축

• 통합망 수용에 따른 신규 서비스 수용 용이 및 확장

성, 경제성 확보 가능

IP기반 서비스

통합 통신망
구조

IP기반 서비스

통합 통신망
구조

* QPS : Quadruple lay SerIIIice의 약자로 음성, 데이터, 영상 인터
넷 통합 서비스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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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통신인프라 기술검토 대상(2/2)

BcN은 IP기반의 패킷 데이터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이 목표이며, U-City 통신기술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유선망, 무선망 그리고 기반기술을 선정하여 검토함

BcN 모델 아키텍쳐

유선망유선망 • All-IP 기반의 유선, 

무선, 기반기술 통합

망 고려

• 서비스에 따른 가입

자 및 전달망 자원의

통합

통신 인프라 검토
서비스서비스

통신 인프라 기술검토 대상통신 인프라 기술검토 대상

단말단말

• 광 전달망 기술

• 광 액세스망 기술 (FTTx)

• 광 가입자망 기술

• 광 전달망 기술

• 광 액세스망 기술 (FTTx)

• 광 가입자망 기술

무선망무선망
• 협대역 무선망(USN)

• 광대역 무선망 (Wireless 

mesh Network)

• 협대역 무선망(USN)

• 광대역 무선망 (Wireless 

mesh Network)

인프라
기반

인프라
기반

• IIIoIP (IIIoice OIIIer IP)

• IPIII6 (IP IIIersion 6)

• QoS (Quality of SerIIIice

• IIIoIP (IIIoice OIIIer IP)

• IPIII6 (IP IIIersion 6)

• QoS (Quality of SerIIIice

통신
인프라
통신

인프라

정부 기업 개인

· 전자정부 · 전자투표
· 안방민원 · 사이버 의정

· 전자상거래 · 인터넷뱅킹
· ERP / CRM / SCM

·· e-Health  · e-Learning
· 홈네트워크 · IIIOD, P2P

Open API

홈네트워크 u-센서 네트워크 융합형 정보단말

응 용 서 비 스

유·무선 통합

유선통신
FTTH

광대역
무선통신

음성·데이터 통합

전화 인터넷

통신·방송 융합

IP-TIII

양방항
데이터방
송

ALL-IP 기반 패킷 데이터 통신(인프라)망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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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유선망 기술 (광 전달망 기술) (1/2)

BcN 기반의 통합망으로의 광 전달망 기술은 점차 IP 기반으로 통합, 단순화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신망의 규모, 안정성 및 수
용서비스에 따라 MSPP, M/E, WDM, Carrier Ethernet으로 적용하는 추세임

광 전달망 기술발전 추이

BcN 기반의 광전달
망은 통신인프라의
백본 네트워크 기술
로 계층적으로 통합, 
단순화되고 IP를 직
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합장비로 점
차적으로 개발
FTTx,액세스망,전달
망 기술 발달로 다양
한 장비가 개발중
향후, 차세대
IP/MPLS 플랫폼으
로 변환하는 추세

기술동향

SDH(TDM)SDH(TDM)

IPIP
ATMATM

TDM  TDM  기반기반 전달망전달망

MSPP/DWDMMSPP/DWDM

IPIP
EoSEoS

멀티서비스멀티서비스 전달망전달망

IP/MPLSIP/MPLS

MSPP/CE

AllAll--IPIP기반기반 전달망전달망

• 현재 보장형 서비스는 대부문 TDM, ATM 회선 기반으로 운영 (TDM, ATM/SDH 위주)

• 정보 통신을 중심으로 일부 IP로 전환된 상태

• 음성 등 Mission Critical Application을 현재 IP 네트워크로 수용 시 한계성 보유

• IP기반으로 기존 응용 분야의 수용 및 신규 요구사항의 수용을 위해서는 전송망과 IP망의 기능

보강 및 개선이 필요

• 현재 보장형 서비스는 대부문 TDM, ATM 회선 기반으로 운영 (TDM, ATM/SDH 위주)

• 정보 통신을 중심으로 일부 IP로 전환된 상태

• 음성 등 Mission Critical Application을 현재 IP 네트워크로 수용 시 한계성 보유

• IP기반으로 기존 응용 분야의 수용 및 신규 요구사항의 수용을 위해서는 전송망과 IP망의 기능

보강 및 개선이 필요

IIIoIP, 화상전화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전용 회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
기존의 TDM을 기반으로 한 전달망은 EoS(Ethernet oIIIer SDH)을 사용하여 회선 증속 및 광
대역화가 용이한 구조로 전환
Ethernet, MSPP 및 DWDM을 기반으로 한 전달망 구조로 투자비용 대비 효율 향상
IP서비스를 TDM프레임으로 변환시켜 전송하면서, 지연발생과 버스트 트래픽 전송에
비효율적임.

IIIoIP, 화상전화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전용 회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
기존의 TDM을 기반으로 한 전달망은 EoS(Ethernet oIIIer SDH)을 사용하여 회선 증속 및 광
대역화가 용이한 구조로 전환
Ethernet, MSPP 및 DWDM을 기반으로 한 전달망 구조로 투자비용 대비 효율 향상
IP서비스를 TDM프레임으로 변환시켜 전송하면서, 지연발생과 버스트 트래픽 전송에
비효율적임.

차세대 IP/MPLS 플랫폼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MSPP와 CE(Carrier Ethernet)이 부각되

고 있음

완벽한 All-IP기반의 네트워크 구성

투자비용 대비 양질의 통신망 서비스 제공

기존 TDM(E1,STM-1)서비스 수용가능

차세대 IP/MPLS 플랫폼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MSPP와 CE(Carrier Ethernet)이 부각되

고 있음

완벽한 All-IP기반의 네트워크 구성

투자비용 대비 양질의 통신망 서비스 제공

기존 TDM(E1,STM-1)서비스 수용가능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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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유선망 기술 (광 전달망 기술) (2/2)

광 전달망의 전송, 교환 설비들이 IP기반으로 통합, 단순화 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U-City 전달망 기술로는 MSPP, 
Metro Ethernet, Carrier Ethernet 등의 검토가 필요함

광 전달망 기술별 비교

지자체의 통신인프
라 모델로의 광 전달
망은 그 규모와 수용
서비스 용량 및 안정
성 측면에서의 도입
모델 검토가 필요
U-City 전달망 사례
분석, 오산시 서비스
수요와 그에 따른 규
모 , 기술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전달망 기술 선
정이 요구 됨

시사점
• 계층별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었던 설비를 하나의 단일설비로 통합하여 Ethernet, SDH 등의 다

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 EoS(Ethernet oIIIer SDH) 기반의 Ethernet 통합 기술을 제공하여 IP의 회선기반 품질을 보장

•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광전달망 기술

• 계층별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었던 설비를 하나의 단일설비로 통합하여 Ethernet, SDH 등의 다

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 EoS(Ethernet oIIIer SDH) 기반의 Ethernet 통합 기술을 제공하여 IP의 회선기반 품질을 보장

•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광전달망 기술

• 메트로 기반의 이더넷

• 전송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패킷망을 구성하는이더넷 기반의 전달망 기술

• 소규모 자가망이나 트래픽의 우선순위가 덜 민감한 망구축에 활용

• 메트로 기반의 이더넷

• 전송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패킷망을 구성하는이더넷 기반의 전달망 기술

• 소규모 자가망이나 트래픽의 우선순위가 덜 민감한 망구축에 활용

• 차세대 IP/MPLS플랫폼

• 차세대 서비스 수용에 적합(E-line, E-Lan, E-tree 등)

•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한 확약대역(CIR)과 버스트 트래픽에 적합한 가변대역(EIR)제공

• 차세대 IP/MPLS플랫폼

• 차세대 서비스 수용에 적합(E-line, E-Lan, E-tree 등)

•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한 확약대역(CIR)과 버스트 트래픽에 적합한 가변대역(EIR)제공

MSPP
(Multi SerIIIice

ProIIIisioning Platform)

MSPP
(Multi SerIIIice

ProIIIisioning Platform)

M/E
(Metro Ethernet)

M/E
(Metro Ethernet)

CE
(Carrier ethernet)

CE
(Carrier ethernet)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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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유선망 기술 (광 액세스망 기술) (1/2)

광 액세스망 기술로 현재 EFM중 광케입블을 이용한 FTTx 기반의 기술이 범용화 되고 있으며, 액세스단의 광 기술사용으로 전송거리
의 제한을 극복하고,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진화되고 있음

EFM(Ethernet First Mile)망 구성도

수용노드에서 가입
자 댁내 또는 서비스
단말 노드까지 광
(Optic)으로 직접 연
결한 광대역 액세스
기술
원격교육, 고품질
IIIOD, 재택근무, 음
성, CCTIII 등의 고품
질 실시간 멀티미디
어 서비스가 확대됨
에 따라 광대역의 액
세스 기술 필요

기술동향
통신노드

FTTC

FTTO

FTTH
*FTTC (Fiber-To-The-Curb)
*FTTO (Fiber-To-The-Office)
*FTTH (Fiber-To-The-Home)

Optical-COT

Optical-RT

Optical-RT

Optical-RT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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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유선망 기술 (광 액세스망 기술) (2/2)

광 액세스망의 기술 중 FTTx의 기술은 FTTH, FTTC, FTTO로 구분할 수 있으며, U-City 구축의 경우에는 end-to-end 품질보장과 광대
역 전송로 확보를 위하여 FTTH기술이 대부문 사용됨

광 액세스망 기술별 비교

• 통신사업자의 일반
적인 가입자망 구축
형태는 현재
FTTC/FTTO가 주류
로 구축

• 현재는 가입자를 대
상으로 FTTH를 공
격적으로 구축

시사점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구분 전송매체 전송거리 전송대역 비고

FTTC Fiber+동선 20Km+1.5Km 양방향 13~52Mbps 

FTTO 

Fiber 20Km 1.5/2/45/155Mbps TDM방식

Fiber 20Km 100M/1Gbps 등 Ethernet방식

FTTH Fiber 20Km 100M/1Gbps 등

• 수용노드에서 가입자 댁내 또는 서비스 단말 노드까지 광(Optic)으로 직접 연결한 광대역 액세스 기술

• 원격교육, 고품질 IIIOD, 재택근무, 음성, CCTIII 등의 고품질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광대역의 액세

스 기술 필요

• 광가입자망 기술로 AON(ActiIIIe Optical Network)과 PON(PassiIIIe Optical Network) 등으로 구분

• 수용노드에서 가입자 댁내 또는 서비스 단말 노드까지 광(Optic)으로 직접 연결한 광대역 액세스 기술

• 원격교육, 고품질 IIIOD, 재택근무, 음성, CCTIII 등의 고품질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광대역의 액세

스 기술 필요

• 광가입자망 기술로 AON(ActiIIIe Optical Network)과 PON(PassiIIIe Optical Network)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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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유선망 기술 (광 가입자망 기술)

광 가입자망 기술로 현재 FTTx 기반의 PON/AON 기술이 범용화 되고 있으며,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고속의 기가급 데이터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분배 망 구조 및 가입자 장치에 따라 AON과 PON ,Carrier ethernet방식으로 구분함

광 가입자망 구성도

수용대상 노드의 특
성에 따라 접속방식
결정
주거/상가 등 가입자
가 밀집된 지역은
AON 기반 구축이
용이
U-City의 경우 액세
스망은 유지보수 용
이성 및 확장성 측면
에서 PON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권고
(NIA*, U-City 인프
라 구축 가이드라인)

시사점통신노드

OLT(COT)

ONT(RT)

ONT(RT)

Splitter

…

AON(ActiIIIe Optical Network) PON(PassiIIIe Optical Network)

광 가입자망 비교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항 목 EPON Carrier Ethernet GPON WDM-PON 

표준 IEEE 802.3ah(EFM) IEEE 802.4ah(EFM) ITU-T G.984.1~3 

주도세력 IIIendors MEF FSAN에제안예정

속도(Up/Down) 1.25G /1.25G 1G,10G,100G
(155M,622M,1.25G,2.5G) 
/(1.25G, 2.5G) 

IL-FP: ~622MRSOA: 
~1.25G 

기본프레임 Ethernet Carrier Ethernet ATM/GEM(GFP) Transparent 

분기율 1:16 이상 노드수 제한 없음 1:64 1:32 

거리 10Km/20Km 120Km 10Km/20Km  -

상향MAC TDMA TDMA TDMA WDMA 

특이사항
-장비업체별부가기능구현
상이-상용chi: 
TeknoIIIus,PassaIIIe 

-IP/MPLS플랫폼
-기존 이더넷과 SDH를 대체
하는 차세대 장비

-B-PON 규격활용으로표준
화기간단축가능-B-PON 기
술확보회사유리-상용chip부
재:04연말이후출시예상

-광원저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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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무선망 기술

무선망은 거리 및 수용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광대역 서비스 수용이 가능한 패킷 데이터 기반의
802.11n망으로 진화하는 추세임

무선망 기술동향

사용하는 주파수 대
역과 전파수용 거리
에 따라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
송 대역폭도 점차 증
가하는 추세임
전세계적인 도심 무
선망 구축이 대세이
며, 이동형 u-서비스
를 위한 필수적인 인
프라 구축 필요
보안 인증된 장비로
적용

기술동향

IS-95/CDMA2000 1X IMT-2000 WLAN위성 DMBWLAN/HNWiBro

광역 Macro Metro Hot Spots Indoor

~512Kbps ~10Mbps 30~50Mbps 11~100Mbps 100~3.2Gbps

0.8240.849 0.8690.894 1.75 1.78 1.84 1.87 1.885 1.98 2.01 2.025 2.11 2.17 2.20 2.30 2.4 2.4835 2.63 2.655 5.150 5.825

GHz

위성 통신

WiBro
WLAN

Cellular Network
(CDMA)

WPAN

주파수 대역 및 전달거리에 따른 무선망 분류 전송 대역폭에 따른 무선망 분류

구분 주파수 주체 내 용

WPAN(Wibeem) ISM* 자가전기통신설비구축 USN, 원격검침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

WLAN ISM 자가전기통신설비구축 Hot Spot/Hot Zone 지역의 무선인터넷 접속

WiBro 상용주파수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인터넷 접속 등 다양한 패킷 데이터 전송

WCDMA 상용주파수 이동통신 사업자 (SKT, KTF, LGT) 이동전화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위성 DMB 상용주파수 DMB 사업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ISM Band(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산업용,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주파수 사용허가가 필요없는 무선 주파수 대역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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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무선망 기술 (WPAN -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PAN은 홈네트워크, 저전력, 근거리, 저대역 통신을 위한 개인영역 무선통신으로 USN 기본 통신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RFID, 
ZigBee, Wibeem 등의 기술을 통해 구현

WPAN 무선망 기술

고정 또는 이동중의
개인 주변공간인, 전
방향으로 10m 정도
까지 통신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일컬음
WPAN 연결은 기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
으로 구현 서비스 솔
루션에 따라 Ad-
hoc* 네트워크로 구
성
다양한 종류의 디바
이스에 구현될 수 있
는 Wibeem 무선 통
신 기술을 적용

기술동향

WPAN
….

u-Health, 환자관리

홈네트워크농장관리

물류/유통: 재고관리

교통, 주차관리

환경: 공해감시

Network

ZigBee Bluetooth Wibeem

Sensor

RFID

WPAN

*ad-hoc Network – 특정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일컬음

구분 ZigBee Bluetooth Wibeem

표준 IEEE 802.15.4 IEEE 802.15.1 ISO 29145

전송거리 ~10M ~10M ~30M

전송속도 250Kbps 1~3Mbps 256Kbps(향후 4Mbps)

일반특성 빠른 인식, 저전력 IIIoice 지원 최대 120Km/hour의 이동성
지원

활용분야 센서 네트워크, 산업, 자동화 분야 Data, 휴대폰, 헤드셋
각종USN 무선 통신기술,가전, 

홈네트워크 등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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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무선망 기술 (WLAN - Wireless LAN)

WLAN (Wireless LAN, 무선랜)은 옥내 또는 옥외 환경에서 IEEE 802.11을 적용한 근거리 무선망 기술을 말하며, 기존의 유선랜의 이동
성의 제약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케이블 없이 사용 가능함

WLAN 무선망 기술

WLAN 기술은 전달
거리가 짧아 주로 사
무실 내 등의 옥내
환경 구축에 활용
통신사업자가 Hot 
Spot 지역(대학교, 
컨벤션 센터, 호텔
등)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부 옥외
서비스를 제공
Wi-Fi Mesh는 구축
의 용이함과 확장성, 
비용절감을 위해서
세계 주요 도시들에
서 무선도시망 서비
스 제공 (국내의 경
우 제주도의 기상·
해양 관측망으로 사
용)

시사점

구분 IEEE 802.11a IEEE 802.11b IEEE 802.11g IEEE 802.11n

채널 대역폭 (BW) 20MHz BW 26MHz BW 20/26MHz BW 20/26/40/52MHz BW

운용 주파수
5.150 – 5.350 GHz

5.725 – 5.825 GHz
2.4 – 2.483 GHz 2.4 – 2.483 GHz

2.4 – 2.483 GHz

5.150 – 5.350 GHz

5.725 – 5.825 GHz

전송방식
(Modulation)

OFDM CCK CCK/OFDM
CCK/OFDM, MIMO-

OFDM

전송 속도 6 ~ 54 Mbps 1 ~11 Mbps 54 Mbps
1 ~ 243 Mbps, Up to 

600+ Mbps

Switch

노트북
(NIC장착 또는

내장)

Internet

SerIIIer

AP

노트북

PDA 등
Mobile기기

(NIC장착 또는
내장)

Antenna

Security Monitors

유선망

Root
Mesh

Mesh Backhaul

WLAN 무선망 구성 WLAN  Wi-Fi Mesh 구성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371



2.2 기술동향 분석 > 무선망 기술 (WiBro - Wireless Broadband Internet, Mobile WiMAX) (1/2)

2.3GHz 주파수 대역에서 핸드셋, 노트북, PDA, 스마트폰 등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무
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임

WiBro 서비스 구성도

국내 WiBro 기술표
준을 국제표준
(IEEE802.16e) 반영
한 차세대 초고속 무
선데이터 기술
광대역화 및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단순한 망구
조로 설계되어, 구축
대비 높은 전송효율
의 장점을 가짐
이동성과 높은 전송
효율 특성으로 도심
지에서의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 및 이동
형 기반의 고속,대용
량 데이터 서비스에
적합

기술동향

WiBro Core Network

RAS

ACR ACR

RAS

Internet HA

AAA

PSS

DHCP
• ACR : Access Control Router

• RAS : Radio Access Station

• PSS : Portable Subscriber Station

• AAA :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 HA   : Home Agent

•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 ACR : Access Control Router

• RAS : Radio Access Station

• PSS : Portable Subscriber Station

• AAA :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 HA   : Home Agent

•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WiBro와 유사기술 비교

구분 WiBro 초고속인터넷 무선LAN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지역 옥내외 (Hot Zone) 옥내 옥내 (Hot Spot/구내) 옥내외 (전국망)

전송속도 고속 초고속 초고속 중저속

이동성 Nomadic/Mobile 없음 정지 또는 준정지 고속 이동

컨텐츠 유무선 컨텐츠 유선 컨텐츠 유무선 컨텐츠 무선 컨텐츠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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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무선망 기술 (WiBro - Wireless Broadband Internet, Mobile WiMAX) (2/2)

WiBro는 2010년 이후 전국망 서비스가 예상되며 현재 KT는 상용 서비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WCDMA등 이동통신보
다 고속서비스 제공 시 가격 저렴하여 무선LAN 등에 비해 높은 이동성 및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함

WiBro 서비스 포지션닝

현재 WiBro 서비스
는 서울과 수도권 일
부 지역에만 제공됨
향후FMC의 활성화
로 휴대폰에 Wi-Fi를
이용한 IIIOIP서비스
가 활성화되므로 U-
City에 무선랜 방식
의 자가망 구축 필요
함

시사점

WiBro 상용 서비스 지역 (KT, 서울 및 수도권 19개 시, 지하철 및 전철 노선) 

무선 랜
3G
이동통신

Mbps1 10 1000.1

초고속인터넷

2G
 이

동
통

신

와이브로 (WiBro)

정지

보행

이동

※ 수도권 19개 시 :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안
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의왕, 의정부, 
안산, 시흥, 하남 전역 및 화성(동탄, 봉담 대학가 주
변), 김포/남양주 일부 지역, 오산 일부 지역(SKT)

- 지하철 : 서울 및 수도권 전철 전 구간(공항철도 포
함, 세마~천안 및 양주~소요산 구간 제외)

- 주요 간선도로 및 국도 :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서
울기점~기흥IC),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인국도 등

- 공공시설 및 기타 지역 : 인천/김포공항, 서울/수도
권 전 대학 및 지방 주요 대학 등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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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무선망 기술 (WCDMA)

WCDMA(HSDPA) 기술은 국내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상용 서비스가 실행 중이며, 이를 통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임

WCDMA 구성도

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기술로서, 고
속의 멀티미디어 (음
성, 데이터, 영상)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함
CDMA는 음성서비
스 기반의 동기식 방
식을 적용하였으나, 
WCDMA 는 비동기
식 방식의 채용으로
데이터 통신속도 향
상
전국적으로 서비스
가 가능하며 단말당
평균 384k ~ 2M 서
비스 제공 (저속 서
비스 시 WiBro 대비
가격 저렴) 

기술동향
FA

GGSN
SGSNRNC

휴대 단말

P-CSCF APS
IMS

기지국

통합운영센터

AAA
O&M

SerIIIer

통신사업자망

• RNC (Radio Network Controller)

• SGSN (SerIIIing GPRS Support Node)

• 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

• RNC (Radio Network Controller)

• SGSN (SerIIIing GPRS Support Node)

• 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

이동통신 기술별 비교

구분 최고 전송속도 평균 데이터 속도 용량

GPRS 115 kbps 30 – 40 kbps

EDGE 473 kbps 100 – 130 kbps GPRS의 두배

UMTS - WCDMA 2Mbps 220 - 320 kbps EDGE에서 보안, QoS, 지연 문제 해결

UMTS - HSDPA 14 Mbps 550-1100 kbps WCDMA의 2.5~3배

CDMA2000 1XRTT 153 kbps 50-70 kbps

CDMA2000 1XEIII-DO 2.4 Mbps 300-500 kbps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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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인프라 기반기술

Ethernet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초고속 국가망 정책에 따라 IP기반의 인프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근래에 IPIII4의 고갈과 다
양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장이 대두되면서 MPLS, QoS 등 신규 인프라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인프라 기반기술 발전 추이

IPIII4의 포화상태로
향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IP 
체계 도입의 일원으
로 IPIII6의 필요성
대두
Best-effort의 한계
를 극복하고 서비스
별 품질보장을 위한
QoS 기반 기술이 지
속적으로 제공
IIIoIP등 All-IP 기반
통합 서비스 및 유비
쿼터스 환경의 단말
들이 등장

기술동향
• IP기반 패킷 네트워크

• Best-effort 품질 위주

• IP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고정 단말 위주

• IP기반 패킷 네트워크

• Best-effort 품질 위주

• IP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고정 단말 위주

• ATM이 품질측면에서 IP보다 우세하여 음성을 통합하는 Core기술로 자

리 매김

• IIIoIP,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

• ENUM, IPIII6, IIIPN 기술 등장

• MPLS를 통해 트래픽 엔지니어링, 품질, L2/L3 IIIPN 서비스 제공

• ATM이 품질측면에서 IP보다 우세하여 음성을 통합하는 Core기술로 자

리 매김

• IIIoIP,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

• ENUM, IPIII6, IIIPN 기술 등장

• MPLS를 통해 트래픽 엔지니어링, 품질, L2/L3 IIIPN 서비스 제공

• MPLS 기반의 패킷 망으로 통합

• Flow기반 QoS와 MPLS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술의 결합으로 발전

• IPIII6 이동성/보안성 제공

• MPLS 기반의 패킷 망으로 통합

• Flow기반 QoS와 MPLS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술의 결합으로 발전

• IPIII6 이동성/보안성 제공

IP 기반 기술IP 기반 기술

ATM 기반 기술ATM 기반 기술

MPLS 기반 기술MPLS 기반 기술

1990
년대

1990
년대

2005년
이전

2005년
이전

2005년
이후

200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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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인프라 기반기술 (IPIII6)

1996년 IETF에 의해 표준화된 128비트 차세대인터넷 주소체계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III4의 주소고갈 문제를 해결하며, 라우팅 효
율성, 보안 기능, 이동성 지원, QoS 기능 향상을 제공함

IPIII4와 IPIII6 비교

ALL-IP 기반의 U-
City 구축을 위해 향
후 IPIII6를 궁극적인
목표 모델이 요구됨
(정부 권고)
IPIII4와 향후 IPIII6를
위한 연동방안 필요
신규로 도입되는 통
신설비 및 서비스는
IPIII6 고려가 필요하
나 아직 많은 단말들
이 지원하고 있지 않
음

시사점구분 IPIII4 IPIII6

주소 공간 232개(약 43억개) 2128개로 거의 무한대

주소할당
초기 체계적이지 않은 비효율적 할당으로 주소
낭비 초례

IPIII4의 경험을 교훈 삼아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 할당을 꾀하고 있음

사용의 편이성 수동 설정, DHCP Stateless Address 자동설정

Mobile IP 문제점 많음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

(Destination Option Header 등)

QoS지원 QoS 필드 제한적 Flow Label 추가

보안기능 IPSec 별도
IPSec 내장
(Authentication Header,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Header 등)

자동 네트워킹
곤란
(Manual Configuration)

가능
(Auto Configuration)

헤더옵션 처리 헤더옵션이 포함된 상태 필드수의 간략화(8개) 및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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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인프라 기반기술 (IIIoIP)

BcN 기반의 음성,영상,데이터가 융합된 광대역 통신환경에서 기존의 PSTN 기반의 음성서비스를 IP기반의 패킷 데이터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등장

IIIoIP 구성도 및 비교

인터넷망이 전세계
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음성
전화를 IIIoIP로 전환
하여 경제성과 UC를
적용하여 풍부한 서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U시티 무선 자가망
을 이용 재난,행정
통신망으로 활용하
며, 다양한 교통정보
및 생활 서비스 제공
가능함.

시사점
IIIoIP망 구성

특성 IIIoIP PSTN

통신방식 Packet switching Circuit switching 

네트워크 요소 Gateways, gateway controllers, routers Class 4, Class 5 switching systems

호처리 지능성 In separate gateway controllers Mostly integrated in switching system

콜당 대역폭 5~64kb/s 64Kb/s

부가서비스 화상채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한적 부가서비스

회선이용 다수사용자 동시 사용 한명이 독점사용

IIIoIP 통신망 구성 IP전화기

PSTN 전화기
AGW

통신사업자
PSTN

SGW

MGW• *SGW(Signaling Gateway)

• *MGW(Media Gateway)

• *AGW(Access Gateway)

• *SGW(Signaling Gateway)

• *MGW(Media Gateway)

• *AGW(Access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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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인프라 기반기술 (QoS - Quality Of SerIIIice)

통합ㆍ융합화, 광대역화, 품질보장화, 고기능화하는 BcN 진화모델에서, QoS는 통합된 망에서 제공되는 품질에 민감한 영상, 음성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각각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함

품질보장 기술비교

기존 최선형(Best-
Effort) 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ntSerIII, DiffSerIII 
및 Flow/Session 기
반의 다양한 QoS 기
법들이 시도되고 있
음
아직까지 QoS를 직
접 적용한 사례는 많
지가 않으며, 대부문
OIIIerproIIIisioning 
방식을 채택하며, 통
신사업자의 경우, 
DiffSerIII를 적용

시사점

구분 특징 적용성

IntSerIII
• RSIIIP 기반, 주로 화상회의와 같은 연결형 서비스에 대한 세션(Flow) 단위 QoS 보장

• Flow 수 증가로 인한 장비 내부의 상태 정보가 증가하게 되어 확장성 저하
낮음

DiffSerIII
• IP 헤더의 DS 필드 값에 의해 결정되는 서비스 클래스 단위로 망자원 할당

• 홉단위로 QoS 처리, 확장성 높음
높음

IP Flow
• IntSerIII와 DiffSerIII의 결합

• 별도의 자원예약기능이 없고 IP Flow별 실시간 처리
보통

서비스 보장성

복
잡

도

weak strong

high

low

DiffserIII/AF

IntSerIII/EF

[ 출처 : IEEE Communications ]

IP QoS 모델의

필요성 강조

대역폭대역폭 •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전송되

어지는 초당 비트 수의 측정값

•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전송되

어지는 초당 비트 수의 측정값

전송지연전송지연 • 정보가 한 단말에서 망을 거쳐 다른 단말까

지 이동할 때에 소요되는 시간

• 정보가 한 단말에서 망을 거쳐 다른 단말까

지 이동할 때에 소요되는 시간

지터지터 • 순차적 패킷의 순서에서 전송지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현상

• 순차적 패킷의 순서에서 전송지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현상

패킷손실패킷손실 • 송신된 패킷에 대한 수신된 패킷의 백분율• 송신된 패킷에 대한 수신된 패킷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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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인프라 기반기술 (IIIPN -IIIirtual PriIIIate Network)

공중망 상에 사설망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마치 자기의 사설 구내망 또는 전용망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한 통신망을 일컬으며

근래에는 품질보장을 위한 QoS와 연계한 MPLS IIIPN 기술이 대세임

품질보장 기술비교

터널링 프로토콜과
보안 과정을 거쳐 내
부 기밀을 유지
엑스트라넷과 광범
위한 인트라넷 지원
오산시는 일부 인프
라 구성 시 IIIPN기술
에 적용 가능한 서비
스 도출 필요
근래에는 전송단까
지 IIIPN 기술이 도입
되어 망 자원의 효율
성이 증대(GMPLS)

시사점

구분 특징

IP 기반 IIIPN
• 장비구입비용이 적고 현재 기업체에서 사용되는 단말과 접속이 용이함

• 인터넷 Traffic이 급증할 경우 QoS(Quality of SerIIIice) 제공과 Traffic 관리면에서 인터넷의 단점을 그대로 드러냄

ATM 기반 IIIPN
• 현재 기업체에서 사용되는 단말과 접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TM Cell, IP Packet, Non IP Packet 모두를 전송할 수 있고, QoS, 망관리, 보안 등에서 뛰어남

MPLS 기반 IIIPN
• Labe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ATM Cell, IP Packet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음

• IP 주소와 라우팅 정보를 ATM 스위칭 테이블에 직접 매핑시켜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

이동단말 LAN 접속, 본사 지사 또는 협력사

공중망

IIIPN장비

인증서버

IIIPN장비

IIIPN망 구성
Intranet

IIIPN
Intranet

IIIPN

• LAN-to-LAN Connection으로 거의 반 영

구적인 사설망

• - 지사와의 연결

• LAN-to-LAN Connection으로 거의 반 영

구적인 사설망

• - 지사와의 연결

Extranet
IIIPN

Extranet
IIIPN

• - Intranet IIIPN에 비해 보안 위험이 높고, 

정교한 접근 설정이 필요하여 상호 운영성

을 고려해야 함

• - Intranet IIIPN에 비해 보안 위험이 높고, 

정교한 접근 설정이 필요하여 상호 운영성

을 고려해야 함

Remote
IIIPN

Remote
IIIPN

• 상대적으로 구축비용은 적게 드나 일정하

지 않은 위치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인증 및

정보보안이 중요함

• 상대적으로 구축비용은 적게 드나 일정하

지 않은 위치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인증 및

정보보안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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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동향 분석 > 시사점 도출

BcN에서의 통신관련 기술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오산시의 통신인프라로 도입이 필요한 인프라 기반 기술에 대한 기본 방향을 도출

유선망 기술

무선망 기술

인프라 기술

구분구분

• 전달망 기술은 MSPP, M/E, WDM 광 기반의 전달기

술 활용 필요

• 액세스망 기술은 현재 FTTH 기반의 활용이 필요

• IP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이 범용화, 일반화 되고 있음

• 전달망 기술은 MSPP, M/E, WDM 광 기반의 전달기

술 활용 필요

• 액세스망 기술은 현재 FTTH 기반의 활용이 필요

• IP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이 범용화, 일반화 되고 있음

분석결과분석결과

• All-Optic, All-IP 기반의 광대역 망 구축이 가능

• 전달망 기술은 오산신도시 지구의 서비스 범위 및 수

요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술 선정이 필요

• FTTH 기술 방식 중 AON, PON 도입방식 검토 필요

• All-Optic, All-IP 기반의 광대역 망 구축이 가능

• 전달망 기술은 오산신도시 지구의 서비스 범위 및 수

요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술 선정이 필요

• FTTH 기술 방식 중 AON, PON 도입방식 검토 필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 협대역 무선통신망은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국제표준

으로 된 Wibeem을 적용하여, 홈네트워크 또는 유비쿼

터스 기반 기술로 적용 가능

• WLAN은 Wi-Fi Mesh를 통하여 넓은 커버리스를 수용

하는 자가무선망 구축이 가능

• 협대역 무선통신망은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국제표준

으로 된 Wibeem을 적용하여, 홈네트워크 또는 유비쿼

터스 기반 기술로 적용 가능

• WLAN은 Wi-Fi Mesh를 통하여 넓은 커버리스를 수용

하는 자가무선망 구축이 가능

• 협대역 무선통신 방식으로 Wibeem을 적용하여, u-

바이크, 시설물관리, 각종 USN서비스를 구현한다.

• 광대역 무선 통신망은 Wi-Fi Mesh를 이용한 방식

을 적용하며, 보안성을 고려하여 CC인증된 제품을

적용

• 협대역 무선통신 방식으로 Wibeem을 적용하여, u-

바이크, 시설물관리, 각종 USN서비스를 구현한다.

• 광대역 무선 통신망은 Wi-Fi Mesh를 이용한 방식

을 적용하며, 보안성을 고려하여 CC인증된 제품을

적용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기술전파의 한계에 따른

IPIII6로의 버전업이 미진

• DiffSerIII, MPLS 등 QoS 기반기술의 대두로 망자원의

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음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기술전파의 한계에 따른

IPIII6로의 버전업이 미진

• DiffSerIII, MPLS 등 QoS 기반기술의 대두로 망자원의

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음

• IPIII4와 IPIII6 연계방안 필요

• IIIoIP 기술은 오산시 전체적인 전략수립을 통한 수

용이 필요(PSTN 이전 배치 및 연동)

• 트래픽 특성과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른 QoS 기술

적용 (DiffSerIII, MPLS)

• IPIII4와 IPIII6 연계방안 필요

• IIIoIP 기술은 오산시 전체적인 전략수립을 통한 수

용이 필요(PSTN 이전 배치 및 연동)

• 트래픽 특성과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른 QoS 기술

적용 (DiffSerIII, M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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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분석 > 충주기업도시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충주기업도시의 공공정보통신망은 서비스 수요가 많지 않으며, 경제성 측면에서 구축 비용의 절감 및 단순성에 중점을 둔 Metro-

Ethernet 기반의 공공정보통신망을 도입

충주기업도시 통신인프라 구성도

ALL-IP 기반으로 서
비스 수용단말에서
센터까지 IP 기반의
인프라로 구축 계획
수립
기존이더넷방식으로
트래픽지연과 QoS
미보장으로 실시간
서비스망으로 부적
합함.
액세스 노드를
Point-To-Point 방식
의 WDM-Ethernet 
스위치를 통해 구축
하여 서비스 중단 초
래

시사점

구분 통신인프라 특징 비 고

유선망 • 전달망 : Metro Ethernet Ring (2G) 구조

• 액세스망 : WDM-Ethernet 스위치를 통해 서비스 단말 수용

• 단말 : ALL-IP 기반으로 서비스 단말을 Ethernet으로 수용

• 이더넷은 QoS가 미흡하고,지연이 많아
실시간 서비스에 부적합. 

무선망 • 기반 인프라로 무선망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구역 (기업지원센터

주변)에 Wi-Fi Mesh 기반의 무선인터넷 존 계획 수립
• 보안성 검토요

기타사항 • 충주기업도시 내에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충주시 내에 있는
통합운영센터(ITS 센터)까지는 통신사업자 임대망을 활용

• 향후, 자가망 관리를 지자체에서 할
예정으로 자가망으로 구축요

M/E 2G

Ring

외부망
(전자정부망)

외부망
(인터넷)

CCTIII

교통IIIMS

통합운영센터

(ITS 센터)

가로등 원격제어

100M

WDM-Eth ConIIIerter

WDM
Switch

M/E
Switch

무인노드(BBS)구축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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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분석 > 판교신도시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판교신도시의 통신인프라는 서비스 수요가 대단히 많으며, 이를 위해 이중 링구조와 부하분산 기능을 통해 안정성 및 확장성에 중점을

통신인프라 도입 추진

ALL-IP 기반으로 서
비스 수용단말에서
센터까지 IP 기반의
컨버전스 인프라로
구축 계획 수립
MSPP Dual Ring 구
조로 망 안정성이 높
음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하여 1:4 분기로
PON 시스템을 구축

시사점

구분 통신인프라 특징 비 고

유선망

• 전달망 : MSPP Dual Ring (10G) 구조

• 액세스망 : GE-PON (1G) 구조

• 단말 : ALL-IP 기반으로 서비스 단말을 IP/Ethernet 기반으로 표준화

• 전달망; 비표준 방식

• 액세스망; 보호절체안됨

무선망
• 현재 무선기반의 인프라는 구축하지 않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시 Wi-Fi Mesh 구축을

통해 서비스 수용 계획
• 보안성 검토

기타사항
• 안정적인 트래픽 처리를 위해 10G MSPP Ring 적용

• 우회 루트를 확보하여 안정성 확보

• L3스위치의절체시간이
1초이상 요,트래픽
지연발생문제

외부망
(인터넷)

통합운영센터

성남시
행정자가망

전자정부
통신망

MSPP 10G
Dual Ring

Splitter

ONU

OLT

L3
Switch

• 판교 동사무소

외 4개 노드

IP
CCTIII

IIIMS

대기수질센서

판교신도시 통신인프라 구성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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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분석 > 파주운정지구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파주운정지구의 공공정보통신망은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4개 노드, 3개 노드가 연결된 두 개의 Ring 구조의

공공정보통신망 도입 추진

행정망을 위한 서비
스는 1Gbps로 충분
하며, 서비스망은 센
터중심으로 구축하
여 투자비,운용비 절
감가능
BBS는 보안,유지관
리,투자비 과다등으
로 불필요함,캐리어
이더넷으로 구성 서
비스 함체에 수용 가
능함.

시사점

구분 통신인프라 특징 비 고

유선망

• 전달망 : MSPP Ring (10G) 구조

• 액세스망 : Metro Ethernet (100Base-Fx) 구조

• 단말 : 단말 : ALL-IP 기반으로 서비스 단말을 IP/Ethernet 기반으로 표준화

이기종 구성으로 운용 유지에 애로

• 서비스망의 보호 절체 기능 없어

서비스중단 초래

• BBS의 보안 유지에 문제

무선망 • 무선망은 통신사업자의 WiBro를 이용한 서비스 계획 수립 • 유지비용 조달 문제,보안문제

기타사항 • 두 개의 Ring을 두어 향후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단일링 구성으로 충분

파주운정지구 통신인프라 구성도

외부망
(인터넷)

통합
운영센터

연계망

10G MSPP
Ring #1

10G MSPP
Ring #2

CCTIII

대기수질
센서

교통
IIIMS

L2 S/W L2 S/W

L3 S/W

무인노드(BBS) 
구축

동사무소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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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분석 > 화성동탄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동탄신도시의 공공정보통신망은 MSPP 기반의 백본링 구조와 Ethernet(AON) 기반의 경제적인 액세스망을 구축

행정망을 위한 서비
스는 1Gbps로 충분
하며, 서비스망은 센
터중심으로 구축하
여 투자비,운용비 절
감가능
서비스망의 QoS,지
연 ,보호절체가 안되
는 문제 발생
단일 Ring 구조로 백
본노드 장애 시 동사
무소 이하 액세스 망
장애 루트가 없음

시사점

구분 통신인프라 특징 비 고

유선망

• 전달망 : MSPP Ring (10G) 구조

• 액세스망 : Metro Ethernet (100Base-Fx) 구조

• 단말 : IP 기반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단말은 미디어컨버터를 통해 IP화

이기종 구성으로 운용 유지에 애로

• 서비스망의 보호 절체 기능 없어

서비스중단 초래

무선망 • 일부 구간을 Wi-Fi Mesh 이용 계획 수립 • 보안성검토

기타사항 • WDM-Ethernet 스위치 도입으로 광 회선의 경제성 확보 • L3스위치 사용으로 문제

화성동탄 통신인프라 구성도

10G MSPP
Ring

CCTIII

교통IIIMS

WDM-Eth
ConIIIerter

WDM
Switch

LAN
S/W

통합운영센터외부망
(인터넷)

연계망

22동동 11동동 55동동 66동동

44동동

33동동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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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분석 > 광교신도시 통신인프라 추진현황

광교신도시의 통신인프라는 두 개의 운영센터가 위치하는 구조로 관리영역과 서비스 수요를 기준으로 통신 인프라를 도입

전형적인 MSPP-
PON 구조로 통신망
이 구축되었으며, 물
리적인 센터의 이원
화로 통합 인프라를
개별적으로 관리
공공정보통신망은
통합되었으나, 운용
의 주체가 상이한 케
이스로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장
시 망의 분리 또는
운영의 통합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

시사점

구분 통신인프라 특징 비 고

유선망

• 전달망 : MSPP Dual Ring (10G) 구조

• 액세스망 : PON (1G) 구조

• 단말 : ALL-IP 기반으로 서비스 단말을 IP/Ethernet 기반으로 표준화

• 이기종 구성으로 운용 유지에 애로

• 서비스망의 보호 절체 기능 없어

서비스중단 초래

• BBS의 보안 유지에 문제

무선망
• 현재 무선기반의 인프라는 구축하지 않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시 Wi-Fi 

Mesh 구축을 통해 서비스 수용 계획
• 보안성 검토

기타사항 • 용인과 수원의 행정구역 분리로 두 개의 센터에서 지역적으로 서비스 수용

광교신도시 통신인프라 구성도

10G MSPP
Ring #1

노드#D

노드#E
노드#C

노드#B

노드#A

2.5G MSPP
Ring #2

수원센터
(통합)

용인센터
(통합)

중앙로 안개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대기수질
센서

Splitter

OLT

ONU

외부망
(인터넷)

L3
S/W

외부
연계망

교통
IIIMS

CCTIII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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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 결과

타 U-City 통신인프라 사례분석을 통해 통신인프라의 특성과 일반적인 구성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오산시

통신인프라 기본방향 수립

전달망

액세스망

구분구분

• 대부문의 U-City 사례 분석결과 전달망 기술은

MSPP망으로 구축

• 비표준방식의 이중링 구조로 구축

• 서비스망을 위한 별도의 백본망 불필요

• 대부문의 U-City 사례 분석결과 전달망 기술은

MSPP망으로 구축

• 비표준방식의 이중링 구조로 구축

• 서비스망을 위한 별도의 백본망 불필요

분석결과분석결과

• 대부문의 U-City 통신인프라는 규모와 특성상 유사

한 형태의 망구축 형태를 갖춤

• 서비스망만을 위한 백본망 불필요

• 액세스망은 센터 중심으로 1G링으로 구축하여 고품

질 서비스 제공

• 모든 서비스 단말은 IP 기반으로 통합 수용하는 구조

로 설계 및 구축

• 최근 들어 망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중화를 고려하여

망을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확장을 위해 10G 백본

용량을 고려

• 유선망의 경우 모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적용 및

도입 계획 수립

• 무선망은 현재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대부문 향

후 계획만을 수립

• 대부문의 U-City 통신인프라는 규모와 특성상 유사

한 형태의 망구축 형태를 갖춤

• 서비스망만을 위한 백본망 불필요

• 액세스망은 센터 중심으로 1G링으로 구축하여 고품

질 서비스 제공

• 모든 서비스 단말은 IP 기반으로 통합 수용하는 구조

로 설계 및 구축

• 최근 들어 망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중화를 고려하여

망을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확장을 위해 10G 백본

용량을 고려

• 유선망의 경우 모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적용 및

도입 계획 수립

• 무선망은 현재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대부문 향

후 계획만을 수립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 스위치 방식의 Metro-Ethernet 기반과 FTTH 방식

의 PON 기반이 양분되어 있으며, 

• 두가지 모든 기존 이더넷 기술기반으로 Qos안되고, 

지연이 많고, 보호절체 안됨

• 스위치 방식의 Metro-Ethernet 기반과 FTTH 방식

의 PON 기반이 양분되어 있으며, 

• 두가지 모든 기존 이더넷 기술기반으로 Qos안되고, 

지연이 많고, 보호절체 안됨

무선망 • 무선망은 보안을 고려하여 범용 서비스 항목에 준하

는 Wi-Fi Mesh로 무선망 구축계획 수립 필요

• 무선망은 보안을 고려하여 범용 서비스 항목에 준하

는 Wi-Fi Mesh로 무선망 구축계획 수립 필요

서비스 단말

• 무선망은 보안을 고려하여 범용 서비스 항목에 준하

는 Wi-Fi Mesh로 무선망 구축계획 수립 필요

• Wibeem을 적용 다양한 서비스및 휴대폰을 통한 이

동형 서비스 구현

• 무선망은 보안을 고려하여 범용 서비스 항목에 준하

는 Wi-Fi Mesh로 무선망 구축계획 수립 필요

• Wibeem을 적용 다양한 서비스및 휴대폰을 통한 이

동형 서비스 구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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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1 개요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 분석

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3.4 분석 결과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3.1 개요

오산시 공공정보서비스 수용을 위해 기본 인프라인 통신인프라의 요구되는 용량분석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통신인프라 도입방안에 대
한 분석을 수행

트래픽 특성별 기준 수립

서비스 그룹별 수요 파악

통신망 용량 산정

서비스 수요조사

통신망 특성 분석

• 타 사례 분석

경제성 분석

통신망 도입방안 분석

통신망 도입방안

분석결과 도출

오산시의 U-City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통신망의 경제성 등
을 검토하여 U-City 구축 방향 및 전략수립에 활용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현황분석 도입방안 수립 구축방안 수립 기본모델 수립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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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IF(176x244), CIF(352x288), QIIIGA(320x240), HIIIGA(640x240), IIIGA(640x480, 720x480)

음성 트래픽 대역폭 산정 기준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영상 트래픽 대역폭 산정 기준

데이터 트래픽 대역폭 산정 기준
- P2P 또는 FTP의 대용량의 벌크 데이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의 경우 1Mbps 미만의 대역폭이 요구됨

일반적으로 음성 코덱은
G.711이 범용화

영상 코덱의 경우 H.264, 
MPEG4가 사용되며 4M의

대역폭 소요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트래픽 특성별 기준 수립

공공정보서비스 별 대역폭 산출을 위해 음성, 영상,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대역폭 할당 기준 산정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Codec & Bit Rate
IIIoice Payload Packets per 

Second
Packet Size 

(bytes)
Per Call
(Kbps) 요구 대역폭

ms bytes

G.711 64 5 40 200 118 188.8 200Kbps

G.726 32 20 80 50 158 63.2 64Kbps

IIIideo Codec 해상도 Frame Rate (FPS) 요구 대역폭

H.263 QCIF/CIF 3~30 128K~2Mbps

H.264 QCIF/CIF 3~25 64K~2Mbps

MPEG4 CIF/QGA/HIIIGA/IIIGA 3~30 128K~4Mbps

트래픽 종류 멀티미디어 영상 음성,이미지 데이터 (텍스트,신호)

형태 영상, 음성, 데이터
실시간 고화질(SD급) 영상

MPEG 2/4, H.264 등
G.711, WMA,MP3, JPEG, 

GIF, BMP 등
Byte code,

Html, XML 등

대역폭 10Mbps 이상 2 ~ 4Mbps 64Kbps ~ 2Mpbs 9.6Kbps ~ 1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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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서비스별 통신 수요 (교통부문)

교통부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통신회선과 통신용량은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 교통 관련 트래픽은 영상, 이미지 등 대용량 위주로 구성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56회선과 총 462Mbps 통신수요가 필요

• 교통 관련 트래픽은 영상, 이미지 등 대용량 위주로 구성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56회선과 총 462Mbps 통신수요가 필요

서비스 트래픽 특성 대역폭 (bps)

현장설비(회선수)
총 요구 대역폭

(bps)
1지구

요구대역폭
(bps)

2지구
요구대역폭

(bps)
3지구

요구대역폭
(bps)

교통정보제공 이미지 2,000,000 5 10,000,000 5 10,000,000 7 14,000,000 34,000,000 

교통제어 영상/데이터 4,000,000 10 40,000,000 20 80,000,000 25 100,000,000 220,000,000

법규위반 자동단속 영상 4,000,000 - - 10 40,000,000 10 40,000,000 80,000,000 

대중교통정보
이미지 /
데이터

2,000,000 - - 40 80,000,000 24 48,000,000 128,000,000

트래픽 소요 15 50,000,000 75 210,000,000 66 202,000,000 46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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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서비스별 통신 수요 (환경부문)

환경부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통신회선과 통신용량은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 환경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1회선과 총 8.5Mbps 통신수요가 필요

• 환경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1회선과 총 8.5Mbps 통신수요가 필요

서비스 트래픽 특성 대역폭 (bps)

현장설비(회선수)
총 요구 대역폭

(bps)
1지구

요구대역폭
(bps)

2지구
요구대역폭

(bps)
3지구

요구대역폭
(bps)

환경감시 영상/데이터 4,000,000 - - 1 4,000,000 1 4,000,000 8,000,000 

환경정보제공 데이터 56,000 - - 5 280,000 4 224,000 504,000 

트래픽 소요 - - 6 4,280,000 5 4,168,000 8,5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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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서비스별 통신 수요 (방범/방재부문)

방범/방재부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통신회선과 통신용량은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 안전부문 관련 트래픽은 영상, 이미지의 대용량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215회선과 총 860Mbps 통신수요가 필요

• 안전부문 관련 트래픽은 영상, 이미지의 대용량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215회선과 총 860Mbps 통신수요가 필요

서비스 트래픽 특성 대역폭 (bps)

현장설비(회선수)
총 요구 대역폭

(bps)
1지구

요구대역폭
(bps)

2지구
요구대역폭

(bps)
3지구

요구대역폭
(bps)

공공지역방범 영상 4,000,000 55 220,000,000 70 280,000,000 90 360,000,000 860,000,000 

트래픽 소요 55 220,000,000 70 280,000,000 90 360,000,000 8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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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서비스별 통신 수요 (시설물관리부문)

시설물관리부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통신회선과 통신용량은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 시설물관리부문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22회선과 총 1.2Mbps 통신수요가 필요

• 시설물관리부문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22회선과 총 1.2Mbps 통신수요가 필요

서비스 트래픽 특성 대역폭 (bps)

현장설비(회선수)
총 요구 대역폭

(bps)
1지구

요구대역폭
(bps)

2지구
요구대역폭

(bps)
3지구

요구대역폭
(bps)

U-City 시설물 관리 데이터 56,000 3 168,000 16 896,000 3 168,000 1,232,000 

트래픽 소요 3 168,000 16 896,000 3 168,000 1,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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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서비스별 통신 수요 (공공부문)

공공부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통신회선과 통신용량은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 공공부문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0회선과 총 100Mbps 통신수요가 필요

• 공공부문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0회선과 총 100Mbps 통신수요가 필요

서비스 트래픽 특성 대역폭 (bps)

현장설비(회선수)
총 요구 대역폭

(bps)
1지구

요구대역폭
(bps)

2지구
요구대역폭

(bps)
3지구

요구대역폭
(bps)

공공서비스포털 멀티미디어 10,000,000 - - - - - - -

미디어 행정 멀티미디어 10,000,000 3 30,000,000 4 40,000,000 3 30,000,000 100,000,000 

트래픽 소요 3 30,000,000 4 40,000,000 3 30,000,000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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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트래픽 특성
소요 예측

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서비스별 통신 수요 (특화부문)

특화부문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통신회선과 통신용량은 다음과 같음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 특화부문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 및 이미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선이 많이 소요됨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13회선과 총 410Mbps 통신수요가 필요

• 특화부문 관련 트래픽은 데이터 및 이미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선이 많이 소요됨

• 서비스 수용을 위해 113회선과 총 410Mbps 통신수요가 필요

서비스 트래픽 특성 대역폭 (bps)

현장설비(회선수)
총 요구 대역폭

(bps)
1지구

요구대역폭
(bps)

2지구
요구대역폭

(bps)
3지구

요구대역폭
(bps)

홈정보
데이터 /
이미지

2,000,000 - - 60 120,000,000 30 60,000,000 180,000,000 

녹색자전거
멀티미디어 /

데이터
10,000,000 - - 7 70,000,000 4 40,000,000 110,000,000

u-Street 멀티미디어 10,000,000 - - - - 12 120,000,000 120,000,000 

트래픽 소요 - - 67 190,000,000 46 220,000,000 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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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정보서비스 수요분석 > 통신망 용량 산정

공공정보서비스 별 회선수량과 대역폭을 분석하여 적합한 회선수량과 통신 대역폭을 산출

공공정보서비스 수용을 위한 통신 자원 수요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검토
결과
검토
결과

구분 서비스

회선수량 대역폭(bps)
총소요 대역폭

(bps)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교통부문 15 75 66 156 50,000,000 210,000,000 202,000,000 462,000,000

환경부문 - 6 5 11 - 4280,000 4,224,000 8,504,000

안전부문 55 70 90 215 220,000,000 280,000,000 360,000,000 860,000,000

시설물관리부문 3 16 3 22 168,000 896,000 168,000 1,232,000

행정부문 3 4 3 10 30,000,000 40,000,000 30,000,000 100,000,000

특화부문 - 67 46 113 - 190,000,000 220,000,000 410,000,000

총계 76 238 213 527 300,168,000 725,176,000 816,392,000 1,841,736,000

수요 결과 공공통신 인프라는 오산신도시 내 설치되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회선량을 적절히 분산하여 약 527여 회선 도입이 필요
공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대역폭은 약 1.9Gbps 규모이며, 향후 추가 서비스와 여유 대역폭을 고려하여 확장성 있는 유
선인프라 구성 필요
현재 전달망은 10Gbps 인터페이스 급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추가 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을 고려하여 10G 백본 용량이 필요

수요 결과 공공통신 인프라는 오산신도시 내 설치되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회선량을 적절히 분산하여 약 527여 회선 도입이 필요
공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대역폭은 약 1.9Gbps 규모이며, 향후 추가 서비스와 여유 대역폭을 고려하여 확장성 있는 유
선인프라 구성 필요
현재 전달망은 10Gbps 인터페이스 급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추가 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을 고려하여 10G 백본 용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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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통신망 특성 분석 (자가망과 임대망 정의) 

자가망과 임대망은 기초시설의 구축 주체와 그에 따른 활용성, 확장성, 비용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주체
가 직접 구축하는 자가망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대망으로 구분됨

자가통신망과 임대망 비교

• U-City 공공자가망
은 공공 u-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되는 통신망으로 법
적인 설치 근거는 전
기 통신 기본법 제2
조(정의), 및 제20조
(자가통신설비의 설
치)에 의함

• 대부문의 U-City는
자가망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유연성을 확보하는
추세

시사점

광케이블,관로,전기,맨홀 등

필요시설 직접 구축

u-서비스

통신사업자 회선임대

필요시설 임대

기간통신 사업자망
(Telco)u-서비스

자가통신망 임대통신망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구분 법률적 용어 용어 정의 관련 법규

자가통신망

(자가망)

자가전기

통신설비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함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자가통신망

(자가망)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

설비와 방송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 사업자가 설치

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함

전기통신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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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통신망 특성 분석 (구축범위)

자가망과 임대망은 기초시설의 구축 주체와 그에 따른 활용성, 확장성, 비용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주
체가 직접 구축하는 자가망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대망으로 구분됨

통신망 구축범위

초기 단계에서 부터
오산시 현황분석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구축범의와 방
법론을 구체화 해야
함

시사점

구내통신 전달망,
액세스망

기초인프라
(관로,선로,전기)

구내통신전달망,
액세스망

기초 인프라기초 인프라 • 관로, 광케이블 선로, 전기선• 관로, 광케이블 선로, 전기선

전달망전달망 • 노드 ~ 노드 (백본)• 노드 ~ 노드 (백본)

액세스망액세스망 • 노드 ~ 가입자장비 (가입자망)• 노드 ~ 가입자장비 (가입자망)

구내통신망구내통신망 • 구내통신설비 ~단말• 구내통신설비 ~단말

투자 및 운영주체 구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구분 자가망 임대망

기초인프라 관로, 광케이블, 전기선로 지자체 또는 유시티 구축시행사 기간통신사업자

전달망/

가입자망
전송장비, 백본/가입자장비 지자체 또는 유시티 구축시행사

지자체 또는 유시티 구축 시행사, 

기간통신사업자 (장비임대 경우)

구내통신망 구내백본 건축주, 시행사 건축주, 시행사

398



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통신망 특성 분석 (망별 특성 분석)

자가망과 임대망은 기초시설의 구축 주체와 그에 따른 활용성, 확장성, 비용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유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통
한 타당성을 도출해야함

통신망 구축범위

자가망과 임대망은
구축하는 환경에 따
라 장점과 단점이 있
을 수 있음
기초인프라의 공사
규모와 망 자원의 활
용성 및 추후 증설
트래픽에 따른 자가
망과 임대망 도입 선
정
통신 수요를 분석하
고 오산시 전역에서
공공서비스의 접근
성과 투명성 및 연계
성을 고려한 구축방
안 도출 요구

시사점구분 자가망 임대망

구성개요
U-City 내 제공예정인 u-서비스를 자체 유/무선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방식

통신사업자의 임대회선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방식

시설

관로 공동구 또는 통신관로 구축 필요 불필요 (통신사업자가 별도 구축)

광케이블 전량 포설 불필요 (통신사업자가 별도 구축)

전달망 장비 자체 구매 자체 구매 또는 임대 가능

가입자망 장비 자체 구매 자체 구매 또는 임대 가능

통신망 활용성 서비스 목적, 용도에 따른 융통성 있는 활용 임대 통신사업자와 협의 후 활용

보안성, 확장성
독자적인 망 사용으로 인한 보안성 우수

향후 망 확장 및 변경에 대한 대처 가능

임대 통신사업자 보안서비스에 의존

망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제약 가능성

비용
초기 투자비(CapEx) 별도 소요, 유지 관리비용
발생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 가능, 

임대 회선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OpEx) 급격한
증가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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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통신망 특성 분석 (타 사례 분석) (1/3)

국내 추진 및 계획 중인 타 U-City에서의 통신인프라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가망과 임대망의 선호도를 분석함

타 U-City 통신인프라 추진 현황

U-City 구축을 추진
중인 타 도시의 경우
대부문 자가망 구축
을 추진

공통적으로 향후 급
증하는 서비스 회선
수량과 대역폭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는 기간
인프라 확보의 필요
성 관심

시사점

• u-서비스 수요 대비 비용 산정 분석결과 일정기간 누적 비용이 임대망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

여 대부문 자가망 추진.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에 신속한 시행 가능

• u-서비스 수요 대비 비용 산정 분석결과 일정기간 누적 비용이 임대망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

여 대부문 자가망 추진.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에 신속한 시행 가능
망 선호도망 선호도

구 분 도시명 통신인프라 추진방안

신도시
동탄신도시, 파주신도시, 흥덕신도시,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행정복합신도시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일부는 자가통신망
위주에 일부 임대망 병행

기업도시 충주기업도시, 원주기업도시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추진

기존 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청 등 대부문의 구 도시

사업자 임대망 활용

• 기업도시와 신도시의 경우 토목공사와 병행 시 자가통신망 구축이 수월하고 경제적임• 기업도시와 신도시의 경우 토목공사와 병행 시 자가통신망 구축이 수월하고 경제적임기업도시/신도시 분석기업도시/신도시 분석

• 기존 도시의 경우 지중화 통신관로 굴착 등 경제적, 환경적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관로만 임대하여

자가망 구축

• 기존 도시의 경우 지중화 통신관로 굴착 등 경제적, 환경적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관로만 임대하여

자가망 구축
기존도시 분석기존도시 분석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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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통신망 특성 분석 (타 사례 분석) (2/3)

서울시청과 대전시청 ITS망의 구축,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오산시 통신인프라 도입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서울시청 (행정업무망) 사례

서울시는 행정업무
망 위주로 자가망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
과 u-정보화 사회를
구현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음

대전시는 ITS망을 자
가망으로 구성하였
고, 향후 행복도시와
ITS 연계를 희망함

시사점
1Gpb

s

1Gp
bs

1Gpbs

1Gpbs

2Gbps
(M/E망)1Gpbs

1Gpbs

시청

상수도사업
본부

공무원교육
원

시의회

데이터센터

소방방재본부
서울종합
방재센터

시청별관

송파

강북
영등포

서초

강남
관악

동작
성동

동대문

광진

강동
중량

노원

도봉
성북중구

종로

마포

용산

교통방송본부
뉴타운사업본부

서대문

은평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광케이블광케이블 • 180Km (지하철구간 159Km, 지상구간

21Km)

• 180Km (지하철구간 159Km, 지상구간

21Km)

전송장비전송장비 • Metro Ethernet 36대 등• Metro Ethernet 36대 등

망운영망운영 • E-Seoul Net 운영센터• E-Seoul Net 운영센터

대전시청 ITS망 사례

광케이블광케이블 • 70Km• 70Km

전송장비전송장비 • MSPP등 67대• MSPP등 67대

망운영망운영 • ITS센터 운영(대전시청 18층)• ITS센터 운영(대전시청 18층)
관제
센터 ITS센터

2링

1링

전송링

4링

3링

1링

전용차
로단속

CCTIII

6링

전송링

현장
카메라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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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통신망 특성 분석 (타 사례 분석) (3/3)

타 U-City의 구축,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오산시 통신인프라 도입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파주 운정 U-City

파주 운정 U-City는
자가망 구축의 기본
토대에 구도심의 일
부를 상용망으로 도
입

판교 U-City는 비표
준방식인 10G 
MSPP듀얼링과
PON으로 액세스망
설계하여 이기종망
구성과, 이를 절체키
위한 L3 라우터 사용
으로 저품질 고비용
으로 설계함

시사점

망구성망구성 • 통신인프라를 혼합망

(자가+상용) 제시

• 통신인프라를 혼합망

(자가+상용) 제시

전송장비전송장비 • 동사무소(7개 국소)를 연결하여

총 2개 링으로 구성

• 동사무소(7개 국소)를 연결하여

총 2개 링으로 구성

판교 U-City

동사무소1

동사무소2

동사무소3

동사무소4

동사무소5

동사무소6

동사무소7

망구성망구성 • 통신인프라를 자가망 모델로 제시• 통신인프라를 자가망 모델로 제시

전송장비전송장비
• 종합상황실(1개 국소)과 동사무소

(4개 국소)를 연결하여 총 5개 링

으로 구성

• 종합상황실(1개 국소)과 동사무소

(4개 국소)를 연결하여 총 5개 링

으로 구성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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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경제성 분석 (기준 수립)

자가망과 임대망의 운영 효율성 대비 비용분석을 위해 자가망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 유지비용을, 임대망은 대역폭 당 전용회선 임대
요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검토 필요

구축비용 산정 기준

자가통신망과 임대
망 산정기준은 구축
비용 측면으로만 제
한됨
실제 오산시의 자가
망 및 임대망의 소요
비용대한 비용검토
에 대해 비교자료 필
요

고려사항• 자가통신망 구축비용은 세교 지구 및 기장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에 구축되는 기초인프라와 통신

설비 및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

• 임대회선비용은 단기구축 서비스 수요를 대상으로 총 임대비용 산출

• 임대회선비용은 영상수용을 위한 CCTIII용 전용회선과 그 외의 서비스는 데이터 전용회선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자가통신망 및 임대회선 운영비의 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기준

• 자가통신망 구축비용은 세교 지구 및 기장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에 구축되는 기초인프라와 통신

설비 및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

• 임대회선비용은 단기구축 서비스 수요를 대상으로 총 임대비용 산출

• 임대회선비용은 영상수용을 위한 CCTIII용 전용회선과 그 외의 서비스는 데이터 전용회선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자가통신망 및 임대회선 운영비의 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기준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구 분 자가통신망 구축 비용 산정 기준 통신사업자 임대망 도입비용 산정기준

기초

인프라

관로

• 간선 : 46.1 Km

• 지선 : 27.4 Km

• 인입 : 29.4 Km
• 영상기반의 서비스는 CCTIII 임대회선으로 산정

• 데이터 전용회선 임대는 약관기준에 따라 64K, 2M, 5M, 

10M 기준으로 회선 임대비 산정선로

(광케이블)
• 총 연장 : 468 Km

네트워크

장비구축

• 유선통신망 구축비용 산정 (모든 서비스 유선수용

가정)

• 무선망은 향후 서비스 확정시 유선망 비율 조정

• 모든 통신회선은 현장에서 센터로 연결되는 것으로 산정

• 네트워크 설비는 회선 임대비에 포함 (설치비 미반영)

운영

유지비용

• 운영 유지비는 구축 당해년도 무상 유지보수

• 이후 유상유지보수료는 총 구축비용의 8%로 가정
• 임대회선 비용에 포함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403



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경제성 분석 (자가망 구축비용)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단위 : 백만원 IIIAT 별도

구축 비용구축 비용

자가통신망 구축비용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 유지비용으로 구분되며, 초기 투자비용의 관로, 선로 및 장비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
비의 총합을 구축비용으로 산정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예산내역서에 제시함

• 1지구는 기존 세교 1지구 기본설계에 의해 FC관으로 구성, 세교 2, 3지구는 마이크로덕트를 공동 관로로 사용

• 자가통신망 구축비용(CapEx)은 총 128억원이 소요 됨 (부가세 제외)

• 자가망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OpEx)는 자가통신망 보수비용 및 인건비 포함, 네트워크 투자비용의 6%를 산정하여 년간 7.7억원이 소요됨

• 1지구는 기존 세교 1지구 기본설계에 의해 FC관으로 구성, 세교 2, 3지구는 마이크로덕트를 공동 관로로 사용

• 자가통신망 구축비용(CapEx)은 총 128억원이 소요 됨 (부가세 제외)

• 자가망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OpEx)는 자가통신망 보수비용 및 인건비 포함, 네트워크 투자비용의 6%를 산정하여 년간 7.7억원이 소요됨

분 류
구축 비용

소계 비고
1지구 2지구 3지구

기초인프라

관 로
재료비 919 1,242 926 3,087 

단계별
기초인프라 적용

노무비 및 기타경비 940 1,299 1,124 3,363 

관로 소계 1,859 2,541 2,050 6,450 

선 로
재료비 332 502 456 1,290 

노무비 및 기타경비 121 177 170 468 

선로 소계 453 679 626 1,758 

기초인프라 소계 2,312 3,220 2,676 8,208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설비
재료비+구축비

+기술지원료
1,520 1,736 1,334 4,590 유선망 기준

합 계 (투자비용) 3,832 4,956 4,010 12,798 

운영 유지비용(네트워크 구축비용의 년 6%) 230 297 241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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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 : KT 데이터 상품 이용약관(2009.4.28. – 공공기관 전용회선 감면요금, 시내기준 적용)

단위 : 백만원 IIIAT 별도

도입 비용도입 비용

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경제성 분석 (임대망 도입비용)

임대망 회선비용은 통신사업자의 CCTIII영상전송회선 및 전용회선 임대료로 구분하여 USP단계의 우선구축 서비스수량에 해당되는 비
용을 산출함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 임대망을 통한 초기 통신망 구축비용(CapEx)는 개통비 무상제공을 가정

• 3지구 완료 시(2014년 말) 임대회선 비에 해당하는 유지비용(OpEx)은 년간 약 21억원이 소요 됨

• 임대망을 통한 초기 통신망 구축비용(CapEx)는 개통비 무상제공을 가정

• 3지구 완료 시(2014년 말) 임대회선 비에 해당하는 유지비용(OpEx)은 년간 약 21억원이 소요 됨

구 분
사용요금

(원)

1지구 2지구 3지구
완료 시
총비용

비고회선

수
회선당

비용 (월)
총비용

(년)
회선

수
회선당

비용 (월)
총비용

(년)
회선

수
회선당

비용 (월)
총비용

(년)

CCTIII 영상전송회선 144,000 65 9,360,000 112,320,000 101 14,544,000 174,528,000 126 18,144,000 217,728,000 504,576,000 
다회선
할인율
적용

전용회선

64Kbps 96,000 3 288,000 3,456,000 21 2,016,000 24,192,000 7 672,000 8,064,000 35,712,000 

공공

기관

감면

요금
적용

2Mbps 475,800 5 2,379,000 28,548,000 105 49,959,000 599,508,000 61 29,023,800 348,285,600 976,341,600 

5Mbps 938,700 0 0 0 0 0 0 0 0 0 0 

10Mbps 1,356,300 3 4,068,900 48,826,800 11 14,919,300 179,031,600 19 25,769,700 309,236,400 537,094,800 

소 계 11 6,735,900 77,374,800 137 66,894,300 802,731,600 87 55,465,500 665,586,000 1,549,148,400 

합계 76 16,095,900 189,694,800 238 81,438,300 977,259,600 213 73,609,500 883,314,000 2,053,724,400 

405



(단위:백만 IIIAT 별도)
년도별 누적비용 비교분석

누적비용 전환시점

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경제성 분석 (ROI - 투자비 회수 시점) (1/2)

자가망 구축비용 및 임대망 회선비용의 연도별 누적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손익분기점을 산출함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33지구지구 통신망통신망 구축이구축이 완료되어완료되어 운영되는운영되는 시점인시점인 20152015년을년을 기준으로기준으로 약약 66년년 후후 부터부터 비용비용 전환전환””

구 분 산출 내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임대
회선
비용

CCTIII영상전송 112 116 295 524 543 562 582 603 625 648 671 695 720 746 773 

매년

물가상승률

3.6%

적용

전용

회선

64Kbps 3 3 27 36 38 39 40 42 43 45 46 48 50 52 53 

2Mbps 29 30 631 1,002 1,038 1,075 1,114 1,154 1,196 1,239 1,283 1,329 1,377 1,427 1,478 

5Mbp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Mbps 49 51 232 549 569 589 610 632 655 679 703 728 755 782 810 

누계 193 393 1,578 3,689 5,876 8,141 10,488 12,920 15,439 18,049 20,753 23,554 26,456 29,462 32,577 

자가망
구축
비용

초기투자비 3,832 4,956 4,010

운영유지비 238 247 564 833 863 894 927 960 994 1,030 1,067 1,106 1,146 
물가상승률
3.6% 적용

누계 3,832 3,832 9,026 13,283 13,847 14,680 15,543 16,438 17,364 18,324 19,319 20,349 21,416 22,522 2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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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망 대 임대망 년간 비용 누적비용 비교표

• 자가망 구축 시 최초 투자비용(CapEx)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

• 6년 차 이후에는 투자비용이 임대망 비용 누적액보다 절감

• u-서비스의 확장을 고려 시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이 앞 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오산신도시 자가통신망 구축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음

• 자가망 구축 시 최초 투자비용(CapEx)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

• 6년 차 이후에는 투자비용이 임대망 비용 누적액보다 절감

• u-서비스의 확장을 고려 시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이 앞 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오산신도시 자가통신망 구축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음

중장기 관점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이

경제성 높음

중장기 관점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이

경제성 높음

분석
결과
분석
결과

3.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분석 > 경제성 분석 (ROI - 투자비 회수 시점) (2/2)

2014년 세교 3지구의 자가망 구축이 완료되어 2005년 운영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망 대비 6년 후인 7년차 시점에서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뉴타운, 산업단지 등으로의 확장 시에도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손익분기점 6년
자가망 누적비용 : 193억원
임대망 누적비용 : 207억원

(단위:억원 IIIAT 별도)

407



3.4 분석 결과

오산시의 u-서비스 수용을 위한 통신인프라의 도입방안을 위해 여러방면의 검토결과를 통하여 자가통신망 및 임대망에 대한 적용방안
및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도입방안 분석표

• 서비스 수용을 위한 공공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도 자가통신망이 임대망에 비해 우수

•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이 임대망에 비해 자가망이 월등히 높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가망이 보다 유리

• 서비스 수용을 위한 공공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도 자가통신망이 임대망에 비해 우수

•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이 임대망에 비해 자가망이 월등히 높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가망이 보다 유리
도입방안 분석도입방안 분석

구분 자가망 임대망

확장성 신규서비스 도입 용이 및 확대수용 가능 통신사업자의 투자계획 및 현재 환경 검토 필요

보안성 독립된 서비스 전용망으로 보안성 우수 임대사업자 보안기술에 의존

안정성 지속적인 운용경험 보유로 안정적 운영 임대사업자 및 유지보수 업체 기술

활용성 망 확대와 구축 용이 현 수용용량 외 신규 서비스 망 도입 불가피

수용성 유연한 신규 서비스 수용 및 즉시 적용 신규 서비스 도입시 사업자 의존 및 비용 발생

가용성
망장애 시 즉각조치가 가능

운영정책을 통한 자체프로세스 정립용이

통신사업자의 프로세스에 의존

망 장애해결을 위해 다단계의 프로세스 필요

CapEx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통신사업자 인프라 활용으로 초기 투자비 낮음

OpEx 자체 인력 운영비 소요 회선임대와 운영비용 포함으로 높은 운영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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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1 개요

4.2 통신노드 구축 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4.4 무선망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1 개요

오산시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반이 되는 통신노드, 유선망, 무선망 및 기초인프라의 구축방안을 검토하여 기본 모델 수립을 도출

노드 구축 모델 선정

노드 위치 선정

통신노드 구축방안

오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 관련 기술 및 구축 모델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라 오산시에 적합한 방안을 선정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현황분석 도입방안 수립 구축방안 수립 기본모델 수립

토폴로지 수립

전달망 도입기술 선정

액세스망 도입기술 선정

유선망 구축방안

무선망 도입기술 선정

Free-Internet Zone 구축방안

공공정보서비스 수용 무선망
구축방안

무선망 구축방안

통신관로 구축방안

통신선로 구축방안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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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2 통신노드 구축 방안 > 노드 구축 모델

통신 노드의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 공공용지, 지하용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오산시에 적합한 노드 구축 모델을 선정

구 분 공공시설 건물 이용 BBS (Broad Band Shelter) BBM (Broad Band Manhole)

이미지

구축장소 • 공공건물(동사무소 등)내의 일정 상면 공간 • 공원, 녹지, 기타 공공용지 • 보도, 녹지 등의 지하 용지

장 점

• 별도의 건축비가 들지 않아 경제적임

• 환경적 영향이 없으며, 보안성 높음

• 별도의 수전설비가 필요 없음

• 침수 등의 피해가 없음

• 유지보수 등을 위한 출입이 자유로움

• BBM에 비해 시공이 용이함

• 별도의 부지확보가 필요치 않음

• 도로의 지하에 설치되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음

단 점

•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시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신도시 등 신규 구축단계에서는 통신망 구축
전에 공공시설 건물 상면 확보가 어려움

• BBS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필요

• BBS를 신설하는 비용이 고가임

• 물리적인 보안 시설 필요

• 침수, 습기 등의 피해에 대비한 시설이 별도로
필요함

• 설치가 어려우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

• 출입이 불편하며, 운영이 어려움

• 설치비가 가장 고가임

사례 • 공공시설 활용이 가능한 대부문 지자체 • 동탄신도시, 충주기업도시 • 노드상면 확보가 어려운 통신사업자

적용 ● ●

411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2 통신노드 구축 방안 > 노드 위치 선정 (1/2)

1개의 통신노드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거리면적을 고려하여 오산시에 적합한 노드 위치 선정

통신노드 수요산정 고려요소

• 광케이블 피스 길이인 1.5 ~ 2km 고려, 융착접속 최소화(광신호 손

실율 최소화)

• 유지 관리의 효율화 및 장애점 포착 및 복구의 신속화

• 통신관로 구축 및 확대 시 각 섹터별 세부 루트 구축이 용이한 구조

• 향후 지구 확대 시 최단 루트 선정이 용이한 구조

• 노드 커버리지는 지구 내에 광케이블의 곡률을 고려 최대 10Km 내

외 범위

• 케이블의 통신관로 점유율 낮출 수 있는 구조 고려 (평균 광케이블

길이가 2~3Km)

고려요소를 감안하여 각 지구별
다수의 섹터로 분리하여 노드를 구축

수용성

안정성

확장성

1지구

노드 후보지

2지구

노드 후보지

3지구

노드 후보지

1섹터

2섹터

3섹터

1섹터

2섹터

3섹터

1섹터

2섹터

3섹터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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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및 중로
주변의

공공녹지 활용

대로 및 중로
주변의

공공녹지 활용
노드 위치
선정 기준
노드 위치
선정 기준

1지구 노드 선정 2지구 노드 선정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2 통신노드 구축 방안 > 노드 위치 선정 (2/2)

안정성, 경제성, 근접성 등 노드위치 선정기준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각 지구의 섹터별 최적의 통신노드 위치를 선정

3지구 노드 선정

근접성 및 노드 커버리지를 고려하여
노드 선정

타 지구와의 연계 용이성을 고려하여
노드 선정

기존 기본 설계에 의해 통신노드
선정됨

1. 1. 안정성안정성 인근에 위험물 처리시설 및 하천범람 위험이 없는 지역, 주택밀집 지역 회피인근에 위험물 처리시설 및 하천범람 위험이 없는 지역, 주택밀집 지역 회피

2. 2. 경제성경제성 토지 매입비용이 적은 시 공유지 지역, 관로구축이 용이한 섹터의 중심지역토지 매입비용이 적은 시 공유지 지역, 관로구축이 용이한 섹터의 중심지역

3. 3. 근접성근접성 통신 주간선이 위치할 수 있는 대로 및 중로 주변, 응급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통신 주간선이 위치할 수 있는 대로 및 중로 주변, 응급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

4. 4. 연계성연계성 타 지구, 뉴타운, 산단 등과의 연계가 원활한 지역타 지구, 뉴타운, 산단 등과의 연계가 원활한 지역

ⓐ

ⓒ

ⓓ

②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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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토폴로지 구성방안 (1/2)

오산시 U-City는 규모상 다음과 같은 ALL-IP 기반의 4계위 구조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달망과 액세스망에 대한 최적의 토폴로지 방
향 정립이 필요함

4계위 3계위 2계위 1계위

서비스 노드 액세스망 전달망 센터 및 외부망

• Ethernet (IP) Star, Ring, Mesh Ring, Mesh -

통합운영센터

외부망
(전자정부망)

CCTIII
(영상)

대기
오염측정

AON
Ether S/W

교통신호
제어기

IIIMS

스피커
(음성)

지점검지기

Star (Point-to-Point)

Splitter

OLT

ONT

PON

• Restoration
• Protection

통신노드

Ring

Star (Point-to-Multi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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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토폴로지 구성방안 (2/2)

일반적인 메트로 수준의 통신망의 경우 Mesh, Ring, Star 구조의 토폴로지를 고려하며, 오산시는 전달망과 액세스망을 Ring 방식을 기
본방향으로 수립

구분 Mesh (Partial) Ring Star

토폴로지

구성 예

장점
• 노드간 경로 다중화로 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뛰어남

• 다중경로로 트래픽 부하분산이 용이

• 노드간 연결 구성이 단순

• 우회경로로 인한 신뢰성 및 안정성 높음

• 노드추가에 따른 확장성이 뛰어남

• 이웃노드간 연결로 인한 회선비용 낮음

• 노드의 확장 및 구성관리가 용이

• 접속점 최소화로 전송효율이 높음

단점

• 노드 추가시 모든 노드 연결 필요

• 노드간 회선연결로 높은 회선비용소요

• 관리 운영 및 구성이 복잡함

• 이웃노드 트래픽 경유로 인한 대역폭 활용이
낮음

• 중앙노드 장애시 전체 토폴로지에 영향

• 중앙노드로 트래픽 과다 집중

적용 사례
• Partial Mesh 구조로 일반적인 통신사업자

백본 적용

• 망의 높은 안정성이 필요한 금융회사
• 메트로 기반의 지자체 자가통신망 백본 • 중소규모의 캠퍼스 네트워크

기본 방향 전달망 적용 액세스망 적용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오산시 전달망은 안정성, 경제성과 향후 신규 노드 추가 등의 확장성 측면에서 Ring 토폴로지가 효율적

• 액세스망은 기술에 따라 토폴로지가 의존적이나 설비의 설치상면의 제약 등으로 Ring 토폴로지를 기본방향으로 선정

• 오산시 전달망은 안정성, 경제성과 향후 신규 노드 추가 등의 확장성 측면에서 Ring 토폴로지가 효율적

• 액세스망은 기술에 따라 토폴로지가 의존적이나 설비의 설치상면의 제약 등으로 Ring 토폴로지를 기본방향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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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선

통
신

인
프

라
검

토
대

상

• ALL-IP 관점의 TPS(영상,음성,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BcN 기반의 융합 네트워크로 구축

• 망의 단순성, 확장성, 범용성을 고려하여 계위별 최적의 통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 방식 선정

• ALL-IP 관점의 TPS(영상,음성,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BcN 기반의 융합 네트워크로 구축

• 망의 단순성, 확장성, 범용성을 고려하여 계위별 최적의 통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 방식 선정
유선 네트워크

구현목표
유선 네트워크

구현목표

검토
방안
검토
방안

• 통신인프라는 크게 전달망과 액세스망으로 구분하며, 각각

의 장단점 분석 후 최적 기술을 선정

• 통신인프라는 크게 전달망과 액세스망으로 구분하며, 각각

의 장단점 분석 후 최적 기술을 선정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유선망 검토 범위

ALL-IP 관점에서 경제성, 단순성, 광대역 서비스 수용성 등을 고려한 BcN 기반의 통신 인프라 구축기술을 분석하고, 통신인프라에 적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유선 인프라 계위(토폴로지)
구분 기능 검토대상 기술

센터

• 공공정보서비스 물리적

서버위치

• 통합 운영 및 관리

• 트래픽 경로 목적지

-

전달망

• 망의 주요 전송로

• 안정성, 확장성 필요

• 대용량 트래픽 처리

Metro-Ethernet

MSPP

Carrier-Ethernet

액세스망

• 외부 환경에 적합성

• 확장성, 접근성 필요

• 세밀한 트래픽 처리

Carrier-Ethernet

PON

AON

센
터

전
달
망

액
세
스
망

PON 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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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 영역에서 사용하던 이더넷 기술을 광 기술과 접목하여 MAN, 

WAN 영역까지 프로토콜/프레임 변환 없이 확장

• Full Duplex 및 Fiber 적용에 따른 전송거리 확대 (~70Km)

• RPR*(IEEE 802.17) 등의 기술구현으로 망 안정성 및 전송기술의

계속적 발전

(*RPR – Resilient Packet Ring, *BoD – Bandwidth on Demand)

기술 특성 구축 사례 (e-Seoul 행정자가망)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단순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ALL-IP 관점에서 적합하나, 

장애 시 회선절체 및 복구 등의 안정성 측면에서 CCTIII와 같은

실시간 서비스와 ITS 등의 중요 트래픽을 수용하는 인프라로써

는 부적합

• 단순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ALL-IP 관점에서 적합하나, 

장애 시 회선절체 및 복구 등의 안정성 측면에서 CCTIII와 같은

실시간 서비스와 ITS 등의 중요 트래픽을 수용하는 인프라로써

는 부적합

2G
백본링

시청별관
1G Ring

시청본관
1G Ring

강북

구청

송파

구청

시청

별관
시청

본관

영등포

구청

서울시

데이터센터

강북
1G Ring

송파
1G Ring

데이터센터
1G Ring

영등포
1G Ring

+
GBIC

Optical FiberEthernet

Optic Fiber

+
• GigaBit

• RPR

• BoD*

...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전달망 도입기술 선정 (Metro Ethernet)

Metro Ethernet은 기술상의 단순성으로 인해 경제성, 운영성 측면에서는 구현 효과가 높으며, 계속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기능 특장점

• 기존의 Ethernet 기술과 동일

• MAN 기술로의 확대에 따른

BoD, 회선절체(RPR, RSTP) 

기능 고도화

•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저렴

• 단순한 망 구성

• 패킷교환방식으로 대역폭 공유로

회선 사용효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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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전달망 도입기술 선정 (Carrier Ethernet)

Carrier Ethernet은 차세대 IP/MPLS플랫폼으로 QPS(Quadruple Play SerIIIice)서비스에 적합하며, 국내 도입 초기 단계로 지자체 ITS 
및 CCTIII 망에 적용 중임

캐리어 이더넷은 도시권 통신망을 위한 고속 이더넷으로 기존의 인터넷 접속 의

이더넷에서부터 무선망까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재래 SDH/SONET망을 대신하고

10Gbps 이상의 광역 통신망으로 확대 적용 중

차세대 IP/MPLS플랫폼으로 통신사에서 도입중이며, 액세스망과 전달망에 모두

단일장비로 적용이 가능하여, 초기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 특성 구축 사례 (부천시 서비스망)

• 현재 국내 도입 초기단계로 장비의 안정성 및 장비벤더의 지원

에 대한 신뢰성이 적음

• 현재 국내 도입 초기단계로 장비의 안정성 및 장비벤더의 지원

에 대한 신뢰성이 적음

1G CE 링

1G CE 링

1G CE 링

1G CE 링

시내 주요 도로 중심으로
약120노드를 설치하여 ITS
와 CCTIII,향후 무선망등을
지속적으로 수용함

주요기능 특장점

• 대역폭 보장 기능

• 50ms 이내 보호 절체 기능

• 다양한 구성 형태 (Ring, Star, 

PtP)

• 확장성이 높은 편에 속함

• 초기 구축비용이 적게 듦

• All IP트래픽 수용에 적합

검토
결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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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H 전송기술 기반에서 TDM, 전용회선, Ethernet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SDH (NG-SDH) 기술

• EOS(Ethernet oIIIer SDH) 기술로 이더넷을 직접 SDH와 매핑하여

범용적인 패킷과 안정적인 전송기술을 융합하여 메트로망 적용

솔루션으로 자리잡음

기술 특성 구축 사례 (광교신도시 통신인프라)

• 범용적인 이더넷 수용과 전송기술 사용으로 망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으며, 향후 망의 확대와 기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임

• 범용적인 이더넷 수용과 전송기술 사용으로 망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으며, 향후 망의 확대와 기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임

10G MSPP
Ring #1

노드#D

노드#E
노드#C

노드#B

노드#A

2.5G MSPP
Ring #2

수원센터
(통합)

용인센터
(통합)

중앙로 안개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Splitter
OLT

L3
S/W

Mapping

TDM SDH
STM-n

DS1E

DS3

POS

Ethernet
Packet

IIIC3

IIIC3

IIIC12

IIIC12

Fiber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전달망 도입기술 선정 (MSPP)

MSPP는 이더넷 기술과 전송기술(SDH)이 결합되어 다양한 규격의 인터페이스를 수용할 수 있으며, 확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효율이
높음

검토
결과
검토
결과

주요기능 특장점

• Ethernet을 SDH IIIC 단위의

TDM 전송으로 보안성, 신속한

장애복구 및 QoS 보장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수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음성전화, 

전용회선, 패킷 등의 수용 가능

• SDH 기반으로 망 안정성 확보

노드#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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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
결과

• Metro Ethernet은 절체 복구 기능이 타 장비에 비해 미비하여 네트워크 장애시 절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Carrier Ethernet과 MSPP 기술 적용이 가능하나, 향후 확장성 및 안정성 측면과 기술 검증 측면에서 MSPP 구축이 타당함

• Metro Ethernet은 절체 복구 기능이 타 장비에 비해 미비하여 네트워크 장애시 절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Carrier Ethernet과 MSPP 기술 적용이 가능하나, 향후 확장성 및 안정성 측면과 기술 검증 측면에서 MSPP 구축이 타당함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전달망 도입기술 선정 (검토결과)

전달망에 적합한 기술로는 Metro-Ethernet, Carrier Ethernet, MSPP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능성, 경제성, 구축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합
한 전송방식을 선정함

구 분 구 분 Metro Ethernet 캐리어 이더넷 MSPP

기

능

성

대역폭 • 1G ~ 10G • 1/10G ~ 백G • 622M ~ 10G

토폴로지 • Star, Mesh • Ring, Star, Mesh, Point to Point • Ring, Star, Mesh, Point to Point

QoS • OIIIer-proIIIisioning, DiffSerIII • 확약대역폭과 가변대역폭 보장 • TDM에 의한 고정 대역폭

절체/복구기능 • RSTP (1~2초 이내) • 50ms 이내의 RSTP,PBT,MPLS절체 • SDH Ring Protection (50ms 이내)

경제성 • 장비가 저가임 (상) • 장비가 중가 (중) • 고가 (하)

장 점
• 가격이 저렴

• LAN 기술로 구성 관리 용이

• 고품질,고신뢰성 제공

• 차세대 All IP/MPLS 플랫폼

• SDH 기반기술로 망 안정성이 뛰어남

• 다양한 인터페이스(이더넷, TDM,  STM)

단 점
• 물리적 광케이블 수요 증가

• 네트워크 장애시 절체시간 지연발생
• 국내에서 CE기술에 대한 인식 미비

• 운용이 어려움

• STM 기반(Ethernet 전송 시 손실)

구축 사례 • 서울시 자가행정망, 충주기업도시 •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 판교, 동탄 등 대부문의 U-City 적용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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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전달망 구성 방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달망은 경로 이중화, 노드 이중화를 고려하여 99.999%의 서비스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Ring 구조에 따른

경로이중화 구성

X
회선장애 시

루트 이원화를 통한 가용성 증대

노드 장애 시

이하 서비스 장애발생
X 노드 이중화

구축 필요

• SDH 기술활용으로
회선 장애 시 루트
절체 가능

• 1+1 Protection Ring 
구성

• SDH 기술활용으로
회선 장애 시 루트
절체 가능

• 1+1 Protection Ring 
구성

• 노드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 확보 필요

• 노드 이중화에 따른
1:1 Protection Ring 
구성

• 노드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 확보 필요

• 노드 이중화에 따른
1:1 Protection Ring 
구성

MSPP

MSPP

경로
이중화
경로

이중화

노드
이중화
노드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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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ON (PassiIIIe Optical Network:수동형광네트워크) AON (ActiIIIe Optical Network:능동형광네트워크) CE(Carrier Ethernet ;캐리어 이더넷)

구성

특징

• 토폴로지 Star 구조 (Point-to-Multipoint)

• 일반적으로 1G 대역폭을 서비스 단말이 공유

• OLT 1Port (광 1Core)를 여러 서비스 단말이 공유
(1:16 분기)

• 토폴로지 Start 구조 (Point-to-Point)

• 서비스 단말별 100M 대역폭 제공

• 토폴로지 링 구조

• 64Kbps 또는 1Mbps단위로 서비스 단말에 필요
대역폭 제공

장점 • 저가형의 FTTH용도로 실내용임
• 서비스 단말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에 설치 시 효과가

높음

• 이더넷 기반의 범용기술 사용으로 운용이 용이

• 센터에서 단말의 성능감시,고장시험이 가능하여
예방점검이가능하며,,OAM비용이 절감됨.

• 장비의 신뢰도가
높음(MTBF=약10만시간이상,신뢰도=99.999%)

단점
• 수동형광소자(스플리터) 의 감쇠가 높아 ONU를

10개이내로 제한

• 저품질의 이더넷 방식,내구성 약함.

• 회선소요가 높으며,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경로 중간에 집선 스위치 설치 시 별도의 전원 확보
필요

• 회선소요가 높으며,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선정 ●

통신

노드

맨홀

OLT
ONU ONU ONU

스플리터 - 별도의 전원공급 불필요

관로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액세스망은 P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노드에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 또는 PON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 노드에 한해서

AON 방식 구현

• 액세스망은 P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노드에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 또는 PON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 노드에 한해서

AON 방식 구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액세스망 도입기술 선정 (1/2)

액세스망 FTTH 기술 중 PON과 CE 방식을 검토하여, 운영성, 경제성, 구축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맨홀

COT

관로

RT RT RT

통신

노드

통신

노드

맨홀

스위치

단말

스위치

관로

집선스위치 (별도의 전원공급 필요)

단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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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신 방식 표준화 핵심 이슈

CE • 1G의 링또는 P-t-P방식
MEF9.14등

IEEE 802.3ah

• 외부 환경에 적합성

• 고장시 처리 신속한 대응

• 다양한 서비스 수용가능성

AON

Home Run • 노드와 가입자간 1:1 연결

IEEE 802.3

• 대역폭 보장

• 광섬유의 사용 효율성 낮음

• 전송거리별 장비 비용 증가 (가입자별 증가)

점대다

(Point-To-Multi Point)
• 노드와 가입자간 L2 스위치 연결

•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 (타사 장비간 호환성)

• PON 방식에 비하여 가격 저렴

• 전원공급 및 장비 관리 Point 증가

PON

TDM
(시분할

다중화 방식)

E-PON

• 이더넷 방식 전송

• 상/하향 속도 1.25G

• 수동형 광분배기 사용

IEEE 802.ah
• 구성이 간단(이더넷 방식)하고 구현이 용이

• OLT와 ONT간 상호 호환성 미 보장

G-PON

• 모든 형식의 데이터 전송

• 하향 속도 2.5G

• 수동형 광분배기 사용

ITU G.984

• 이더넷, 일반전화, 전용선(E1/T1) 등 I/F 다양

• SDH, 전화망, IP 연동이 가능하며 안정성

• OLT와 ONT간 상호 호환성 보장 (ITU 표준)

WDM-PON

(파장분할 다중화)

• 광파장 분기를 수동형 분배기로
사용하여 가입자 집선

• 가입자별 광 파장(λ) 할당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미 완료

• 광파장 분기 소자가 고가로 경제성 확보 곤란

수동형
분배기

광파장분배기

검토결과검토결과 •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 측면에서는 WDM-PON이 가장 우수하나, 표준화, 경제성, 호환성 측면에서 TDM 방식의 PON이 가장 우수함•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 측면에서는 WDM-PON이 가장 우수하나, 표준화, 경제성, 호환성 측면에서 TDM 방식의 PON이 가장 우수함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액세스망 도입기술 선정 (2/2)

오산시 액세스 망 구축 기술로 CE 방식, AON 방식 및 PON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기술을 선정

L2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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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전달망과 액세스망의 연결 (Edge 구성)

MSPP 듀얼링과 PON OLT와의 연결을 위해 전달망의 부하분산, 이중화 기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Edge의 구성 방안 검토

• L2 터미네이션 및

L3 Gateway 기능 필요

• 이중링의 효율적 사용 필요

• Standby

• ActiIIIe

트래픽

분산

트래픽

분산

• L2 STP 기능으로 한 쪽

회선으로 트래픽 집중

•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어려움

• MSPP 포트과다 소요

L3 (IP)

패킷 처리

필요

L3 (IP)

패킷 처리

필요
• L3 스위치 도입을 통한 트래픽 부하분산 (HSRP/IIIRRP)

• MSPP 듀얼링의 효율적 사용

• L2 터미네이션 및 MSPP 포트의 효율적 사용

PON OLT

MSPP

PON OLT

MSPP

Ethernet

Ethernet

PON OLT

MSPP

L3 Switch

※ PON OLT는 L2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L3 스위치 도입을 통한 Edg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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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프라
외부망

서비스 노드 액세스망 Edge 전달망

Ethernet (IP) PON L3 S/W MSPP 망관리시스템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3 유선망 구축방안 > 유선망 구성 방안

공공정보통신 유선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고려하며, 각각의 계위별 적용기술 및 토폴로지의 기본모델을 선정

통합운영센터

외부망
연계

CCTIII
(영상)

대기환경
오염

교통신호
제어기
(데이터)

IIIMS

스피커
(음성)

지점검지기

Splitter

OLT
ONT

PON

10G MSPP
Dual Ring

• Restoration
• Protection

L3 S/W

OLT L3 S/W

Splitter
ONT

통신
노드

통신
노드

통신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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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선망 구축방안 > 유관기관 통신망 연계 구성방안

방범정보, 교통정보, 시설물·환경정보 등을 임대회선 및 자가망을 통해 유관기관과 연계 구성

오산 시청오산 시청

교통정보센타교통정보센타

경찰청경찰청

공공서비스정보

전용회선교통정보

방범정보

시설/환경정보

연계기관

• 오산시 내에 위치한 유관기관과는 자가망을 이용하여 연계

• 오산시 외에 위치한 유관기관과는 우선적으로 임대회선을 이용하여 정

보를 연계

• 오산시 내에 위치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는 단계 별 통신망 구축에 따라

초기 임대회선과 자가망 전환시기를 고려하여야 함

•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에 의거 물리적 분리가

이슈화 됨에 따라 자가망을 통해 정보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들을 외부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 제시

• 오산시 내에 위치한 유관기관과는 자가망을 이용하여 연계

• 오산시 외에 위치한 유관기관과는 우선적으로 임대회선을 이용하여 정

보를 연계

• 오산시 내에 위치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는 단계 별 통신망 구축에 따라

초기 임대회선과 자가망 전환시기를 고려하여야 함

•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에 의거 물리적 분리가

이슈화 됨에 따라 자가망을 통해 정보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들을 외부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 제시

• 교통 정보- 한국 도로공사, 국도관리청,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등

• 시설물 정보- 전력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 송유관공사 등

• 환경 정보 – 의료기관, 환경부 등

• 방범 정보 – 경찰서 및 지구대 소방대 및 구급대 등

• 교통 정보- 한국 도로공사, 국도관리청,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등

• 시설물 정보- 전력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 송유관공사 등

• 환경 정보 – 의료기관, 환경부 등

• 방범 정보 – 경찰서 및 지구대 소방대 및 구급대 등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임대망을 이용한 연계 방안
이슈 사항

연계 기관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오산 시청오산 시청

교통정보센타교통정보센타

경찰청경찰청

공공서비스정보

교통정보

방범정보

시설/환경정보

연계기관

자가망을 이용한 연계 방안

MSPP S/W
OLT

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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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 (FA)

기지국
(RAS)

Router

AP

Router

PDSN/FA,
SGSN/GGSN

BSC/RNC

In Building &
Hot Zone

도심지역
(저속이동, 고밀도 대용량)

전국
(고속이동, 광역 커버리지)

WAN 

Wi-Fi Mesh
(WLAN) WiBro

HSDPA

LAN MAN 

• 현재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무선데이터 망인 WLAN, WiBro, HSDPA 기술을 분석하여, 오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현재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무선데이터 망인 WLAN, WiBro, HSDPA 기술을 분석하여, 오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무선 네트워크

구현목표
무선 네트워크

구현목표

통신인프라

Mesh

WLAN 단말

기지국

검토
방안
검토
방안

• 무선망 별 특성 분석과 활용

방안 도출

• 무선망 별 특성 분석과 활용

방안 도출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4 무선망 구축방안 > 무선망 검토 범위

오산시 무선데이터망 도입 시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Wi-Fi Mesh, WiBro, HSDPA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솔루션 별 적용방안을
도출함

구분 검토대상

Wi-Fi 
Mesh

(WLAN)

• 기술별 특성

• 무선액세스망

가능성

WiBro

HS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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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Wi-Fi Mesh (WLAN) WiBro WCDMA

특징
• 산업용공용주파수 ISM 사용 (2.4G, 5.8G)

• 제공가능 대역폭 (25Mbps)

• 정부의 허가된 주파수 확보 및 사업권 필요

• 제공가능 대역폭 (단말당 1Mbps~4M)

• 이동속도(60km/h)

• 정부의 허가된 주파수 확보 및 사업권 필요

• 제공가능 대역폭 (단말당 384Kbps~2M)

• 이동속도(200km/h)

구축가능 오산시 내 설치 구축 가능 현재 오산시 일부지역 서비스 제공중 오산시 전역 현재 서비스 가능

무선망 개념도

적용방안
• 유선자가망 보완재로 사용

• 자가 무선액세스망 구축 가능

• 향후 오산시 전역에 WiBro 서비스 가능시점
이후, 공공정보서비스 중 광대역 상용 분야
서비스를 적용

• 공공정보서비스 중 대역폭이 적은 상용 분야
서비스를 적용

PDA

센서

CCTIII

무선랜간연결
Mesh 설비

l 500M 커버리지
l 25M 대역폭

컴퓨터

PDA

택시

이동차량

센서

WiBro
기지국

l 1Km 커버리지
l 4M 대역폭

CDMA
기지국

Data 
Logger

CDMA
Modem

환경센서 가로등

l 3Km 커버리지
l 2M 대역폭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4 무선망 구축방안 > 무선망 도입기술 선정

국내 활용이 가능한 무선 데이터망을 비교하여 각 솔루션 별 활용 방안을 도출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현재 오산시의 무선자가망 구축은 Wi-Fi Mesh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 수용과 유선망과의 연계를 통한 무선 액세스망 구축이 가능함. 이동형 U서비스

구현을 위한 Wi-Fi망 구축

• 현재 오산시의 무선자가망 구축은 Wi-Fi Mesh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 수용과 유선망과의 연계를 통한 무선 액세스망 구축이 가능함. 이동형 U서비스

구현을 위한 Wi-Fi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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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Mesh

공공자가통신망

ONT

Wireless 
Mesh

서비스 단말

통합운영센터

무선

인증서버

구성 개념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4 무선망 구축방안 > 무선망 적용지역 및 수용 서비스 선정

Wi-Fi Mesh를 이용한 무선망은 유선망 대비 구축효과가 높은 LOS 확보가 용이한 공공녹지 및 공원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공
공서비스를 수용

구분 검토대상

대상 지역

• 공원/녹지공간 및 LOS*(가시거리) 확보가
용이한 공간 (LOS : Line of Sight)

• 서비스 노드가 적고 유선자가망 관로구축
대비 효과가 높은 지역

무선
도입기술

• Wi-Fi Mesh 기술 도입 (802.11a/b/g)  

보안방안
• CC인증 받은 WiFi제품 적용 ,전구간 완벽

보안 가능함.

적용
방안
적용
방안

• 수용 가능 서비스

- 외곽 지역 CCTIII 등 유선망 수용이 어려운 공공기반 서비스, 대민 무선인터넷 서비스

• 수용 가능 서비스

- 외곽 지역 CCTIII 등 유선망 수용이 어려운 공공기반 서비스, 대민 무선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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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 적용 대상 지역

하천 및 수변으로 LOS 확보가
용이하고, 유선망 설치가
곤란한 지역

산 꼭대기 또는 건물 옥상 등
유선망 설치가 비효율적인
지역

전체 면적대비 통신인프라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

구성 개념도 및 통신인프라 접속 방안

• 공공서비스는 유선기반으로 수용하는 것을 기

본방향으로 하지만 유선대비 효율이 좋은 곳

을 선정하여 무선으로 구축

(서비스가 확정된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

• 무선망 설비(Mesh)와 현장시설과는 유선(이더

넷)으로 연결하며, 일부 시설은 AP를 통한 무

선으로 수용

• 공공서비스는 유선기반으로 수용하는 것을 기

본방향으로 하지만 유선대비 효율이 좋은 곳

을 선정하여 무선으로 구축

(서비스가 확정된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

• 무선망 설비(Mesh)와 현장시설과는 유선(이더

넷)으로 연결하며, 일부 시설은 AP를 통한 무

선으로 수용
Kiosk 등

Ethernet

UTP

ONT

오산시
U-City 통신노드

공공
자가통신망

통합운영센터

AP

WLAN
카드

공공서비스 현장설비는
기본적으로 Mesh에

유선으로 연결

Mesh와 거리가
떨어진 현장설비는

무선 AP로 연결

무선

인증서버

인증된 서비스
단말만 접속가능

녹지공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4 무선망 구축방안 > 공공서비스 수용 무선망 구축방안

공공녹지 및 공원 내 가시거리(LOS) 확보가 용이하여 유선자가망 구축대비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공공서비스를 수용하는
무선망 구축

구분 개요

대상 지역 • 공원 등 일부 지역

수용 서비스 • 방범 CCTIII를 제외한 공공녹지 내 구현 서비스

보안방안 • CC인증된 Wi-Fi로 구축, 전구간 암호화로 보안문제 해소

구축
방안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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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무선망 구축방안 > 무선 LAN을 통한 u-서비스망과 인터넷 망의 구성방안

교통 BIT, 환경, 시설물관리, 가족안심(미아 방지 및 안전을 위한 위치정보제공)등의 무선 확장서비스를 위한 무선망구성 검토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관련 법 제도 :

이 슈 사 항 :

자가망자가망

집선전송장비
Mesh AP

무선 인터넷

IPS

무선랜 Controller
인증서버

방화벽라우터

무선 인터넷

Internet

전송장비

통신노드통신노드

통신노드통신노드

전송장비

인증서버

무선랜Controller

대기오염/
수질오염

상/하수도

시설관리

통신인프라

인터넷망인터넷망

BIT

가족안심

• 무선 LAN을 통한 자가망과 인터넷 망의 물리적 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 미흡

• CC인증된 무선 메쉬 AP(Wi-Fi)를 적용

• 무선 LAN을 통한 자가망과 인터넷 망의 물리적 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 미흡

• CC인증된 무선 메쉬 AP(Wi-Fi)를 적용

• 전자정부촉진 시행령 제34조 “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5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검증 필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제 2항 :CC인증에 관한”

• 전자정부촉진 시행령 제34조 “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5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검증 필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제 2항 :CC인증에 관한”

• CC인증된 무선 메쉬AP와 인증서버를 적용하여 보안유지

• 물리적 망 분리 구성 시 보안적합성 심사대상은 아니나 전체 망에 대

한 보안성 검토를 위해 인증 및 보안 정책 수립 고려

• CC인증된 무선 메쉬AP와 인증서버를 적용하여 보안유지

• 물리적 망 분리 구성 시 보안적합성 심사대상은 아니나 전체 망에 대

한 보안성 검토를 위해 인증 및 보안 정책 수립 고려

무선 자가망과 인터넷 망의 구성도

이슈 사항

관련 법 제도

고려 사항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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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개

념

도

통신구 관로

인 공

통신설비 FDF

인 공 수공

동도

선로(광케이블)

통신노드
통신

노드

간선 지선(배선) 인입

접속합체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기초인프라 검토 범위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인프라가 관로와 선로이며, 확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구축이 필요

구분 정의 고려 사항

통신

관로

간선 • 통신노드와 노드간을 연결하는 주요 백본 관로

• 인공, 수공, 통신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

• 포장공사 등에 선행 매설
지선 (배선) • 인공(맨홀)과 인공간을 연결하는 관로

인입
• 인공 또는 수공에서 현장시설 또는 건물까지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해 시설하는

관로

선로 광케이블 • 유리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 섬유로 만들어진 전달 매체 • 통신관로 구축 후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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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구조물 구간

교량

지하
차도

지중화 구간

시공절차 시공방법 예시

터파기
• 중장비 사용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을 견고히 함

• 터파기는 깊이 70cm이상, 폭 50cm 이상 굴착

관로포설
• 바닥에 관로배관을 위한 가는 모래를 포설

• 통신배관을 포설하며 배관의 종류 및 규격은 공사시방에 따름

모래 및
경고테이프

• 관상당 30cm까지 모래를 덥고 그 위에 경고테이프를 포설

• 경고 테이프 위에 되메우기를 하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름

되메우기
및 복구

• 되메우기를 할 경우 견고하게 다지기를 실시하며

• 주변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전기 통신배관에 영향이 없도록 함

보도블럭
차도

경계석

2
0
0
~

1
5
0

10
0~

70

상/하수관
통신관로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구축위치
통신관로
구축위치

통신관로
구축방안
통신관로
구축방안

• 포설되는 관로의 선형, 확장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외부로부터의 광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해 외관과 내관을 사용하여 이

중으로 보호
• 관로는 통신노드에서 최단거리 루트 검토, 주간선의 경우 물리적인 루

트를 이원화
• 오산시 지하시설물의 기본정책이 개별관로이므로 별도의 통신관로 구

축

• 포설되는 관로의 선형, 확장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외부로부터의 광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해 외관과 내관을 사용하여 이

중으로 보호
• 관로는 통신노드에서 최단거리 루트 검토, 주간선의 경우 물리적인 루

트를 이원화
• 오산시 지하시설물의 기본정책이 개별관로이므로 별도의 통신관로 구

축

• 통신관로 심도 70cm 이상 확보가 어려움

• 지하차도 횡단 통신관로 설치 방안 필요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관로 구축방안 (기본 방향)

통신관로 구축을 위한 관로 위치, 지중화 및 교량구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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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차

도

구

간

교

량

구

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관로 구축방안 (특수 구조물)

특수구조물 구간의 통신관로 구축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 전 사전협의가 필요함

지하차도 단면도

• 교량 구축단계에서 통신관이 매설되어야 함

• 구조설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보에 설치하며 150mm 강관을 추가

• 지하차도 횡단 통신관로는 기본적으로 하월로 고려하며, 시공의 편의상 타 지하매설물 (오수공, 

상수도 등) 루트와 동일하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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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C 관 마이크로덕트 관 COD 관

구 조

재 질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관접속

(슬리브)
곡선 구간 시공 시 접합부위 꺾임 발생

접속방법 개선(다양한 접속용 관)으로
꺾임이 없음

관 접합 시 이탈 및 뒤틀림 발생

장 점

• 외부충격 및 압축강도가 우수함

• 경량의 재질로 자재 취급이 우수함

• 접속이 용이

• KS 규격품으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

• 공압공법에 의한 포설로 신속하게 설치

• 굴곡성 매우 우수

• 드럼식 구성(2000M)으로 연결 개소 아주 적음

• 다양한 규격으로 미래 수요예측 용이

• 내,외관일체형으로 내관을 별도 시공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외부 충격 및 압축강도가 강함

단 점 • 선형성이 강하고, 굴곡성이 약함
• 드럼식이나 부피가 적은 관계로 운반성 다소

불량

• 관 접합 시 고도의 정밀성 요함

• 관로 파손 시 유지보수 상당히 어려움

• 자재 운반이 타 자재에 비해 어려움

구축용이성 중 상 중

경제성

(1본-6m)
중 상 하

*FC (Foam IIIinyl pipe 

for electric Cable

conduct)

*COD (Corrugated Optic Duct, 

내외관 일체형 광케이블 보호관 )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관로 구축방안 (자재검토 - 외관)

통신관로 외관의 자재는 관로의 재질, 경제성, 구축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통신관로의 외관은 통신사업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신뢰성 및 경제성이 검증된 정격규격의 마이크로 덕트관이 적합• 통신관로의 외관은 통신사업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신뢰성 및 경제성이 검증된 정격규격의 마이크로 덕트관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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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E 내관 SCD 내관 마이크로덕트 내관

구 조

규 격

규 격 내 경 외 경 규 격 내 경 외 경 규 격 내 경 외 경

28㎜ 28 34 22㎜ 22 26.6 10㎜ 8 10

36㎜ 36 42 25㎜ 25 29.6 12㎜ 10 12

견인력 287 39.4 48.4

마찰계수 0.51 0.22 0.27

장 점 • 경제성 우수

• 마찰력이 적어 광케이블 손상을 최소화

• 칼라 삽입으로 유지보수 시 절단 사고 방지

•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음

• 공압포설 시 공사비 절감

• 굴곡특성 우수

• 외경이 적어 설치 용이

• 공압포설 시 공사비 절감

• 추가 증설 용이

단 점

• 공압포설 시 내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음

• 내관포설 시 꼬임, 뒤틀림 현상이 발생

• 인력 포설 시 포설장력 증가에 따른 광섬유
수명단축

• 내관포설 시 꼬임, 뒤틀림 현상이 발생 • 드럼식이나 부피가 적은 관계로 운반성 다소 불량

경제성 중 하 상

HDPEHDPE HDPE

Silicon

HDPE

Silicon

*PE (Poly Ethylene)

*High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폴리에틸렌)

*SCD (Silicone Coated Duct, 

실리콘 코팅 관)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관로 구축방안 (자재검토 - 내관)

통신관로의 내관은 내관 내 케이블의 보호 및 구축용이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검토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통신관로의 내관은 광케이블 보호, 구축시공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마이크로덕트내관이 적절함• 통신관로의 내관은 광케이블 보호, 구축시공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마이크로덕트내관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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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폴리머 맨홀 PC 맨홀 현장 타설 맨홀

구 조

공사기간 1일 소요 1일 소요 약 1개월 소요

공사방법 크레인 사용 크레인 사용 레미콘에 의한 현장 타설

재질 폴리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2.5Ton(인공2호) 9.0Ton(인공2호) 9.0Ton(인공2호)

내구성 매우 양호 보통 공사품질에 따라 변동이 큼

방수성 양호 양호 공사품질에 따라 변동이 큼

경제성 중 상  하

*PC (Precast Concrete) : 기성맨홀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관로 구축방안 (자재검토 - 맨홀)

통신맨홀은 시공용이성, 내구성 측면에서 검토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통신망의 맨홀자재는 시공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폴리머맨홀이 적절함• 통신망의 맨홀자재는 시공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폴리머맨홀이 적절함

437



구분 개념도 구성방식 적용대상

루프
배선법

• 센터 또는 노드에서 처음 사용한 코어를
Ring으로 연결하는 방법

• 물리적으로 Ring형 구성이 가능한 구간

• 접속장비가 링구조의 광장비의 경우에 적용

무체감
배선법

• 배선 경로를 따라 처음 사용한 코어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 현재는 물리적으로 루프배선법으로 구성할 수
없으나 장래에 루프배선법으로 구성이 가능한
구간

• FTTH(AON) 가입자망 기술방식에 적정

체감성형
배선법

• 수요 발생 지점에서 필요한 코어수를
배분하고 사용된 만큼 줄여 나가는 방법

• 향후 광코어의 수요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

• 광케이블 소요지역 중 점대점 구조지역

• FTTH(PON) 가입자망 기술방식에 적정

통신노드

통신노드
(스위치)

통신노드 (단말)

향후
링으로
구성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선로 구축방안 (광케이블 배선)

광케이블의 배선은 광섬유심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광케이블의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에도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선정함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향후 확장에 대비한 충분한 수요를 반영하여 백본간 연결의 주간선은 루프 배선법, 액세스 망이 구축되는 지선은 체감성형배선법을 활용• 향후 확장에 대비한 충분한 수요를 반영하여 백본간 연결의 주간선은 루프 배선법, 액세스 망이 구축되는 지선은 체감성형배선법을 활용

통신노드
(Ring 구조)

통신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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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싱글모드
다중모드

계단형(SI) 언덕형(GI)

재료

코어 석영 석영 석영

클래딩 석영 석영 석영

크기

(㎛)

코어 9~10 50 62.5

클래딩 125 125 125

성능

손실
(㏈/㎞)

1.3 ㎛ : 0.3~0.5
1.5 ㎛ : 0.2~0.3

0.85 ㎛ : 3~3.5
0.85 ㎛ : 2~3

1.3 ㎛ : 0.5~0.7

대역폭
(㎒ㆍ㎞)

- 30~70
0.85 ㎛ : 200~600
1.3 ㎛ : 200~1,000

특 징

용 도 장거리/대용량 LAN LAN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선로 구축방안 (광케이블)

광케이블의 종류는 포설법, 각각의 성능 및 특징면에서 검토하여 선정함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오산시의 u-서비스는 대부문 옥외형으로 분산이 적고, 전송대역이 넓으며, 단위길이 별 손실이 가장 우수한 싱글모드가 적합

• 싱글모드 중 LWPF(Low Water Peak Fiber) 광케이블은 E-band(1360~1460㎚)까지 사용이 가능

• 마이크로덕트 관로를 사용 시 이에 적합한 ABC(공압)용 싱글모드 케이블로 구성하여야 함

• 오산시의 u-서비스는 대부문 옥외형으로 분산이 적고, 전송대역이 넓으며, 단위길이 별 손실이 가장 우수한 싱글모드가 적합

• 싱글모드 중 LWPF(Low Water Peak Fiber) 광케이블은 E-band(1360~1460㎚)까지 사용이 가능

• 마이크로덕트 관로를 사용 시 이에 적합한 ABC(공압)용 싱글모드 케이블로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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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예시도

견인

포설법

• 인력 또는 선단견인기를 이용하여 광케이블 선단을 견인하여
포설하는 방법

• 방법에 따라 선단견인방식, 선단중간견인방식, 
인력견인방식이 있음

공압

포설법

• 광케이블을 내관 내 공기압력으로 불어넣어 포설하는
방법

• 광케이블에 인가되는 인장력이 작아 굴곡부나 곡선이 심한
루트에서도 광케이블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포설거리나
루트선정의 제약이 적음

양방향

포설법

• 광케이블 포설구간의 중간지점을 인입측으로 하고, 광케이블
양단을 각각의 선단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포설하는 공법

• 포설단위 구간의 최소화

<<인입측>> <<견인측>>

<<인입측>> <<견인측>>

<<인입측>><<견인측>> <<견인측>>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4.5 기초인프라 구축방안 > 통신선로 구축방안 (광케이블 포설공법)

광케이블 포설공법은 견인포설, 공압포설, 양방향포설 공법이 있으며, 포설거리, 굴곡율 등의 여건에 따라 수행

검토
결과
검토
결과 • 통신관로를 마이크로덕트로 구축 시 포설공법은 공압포설법을 이용• 통신관로를 마이크로덕트로 구축 시 포설공법은 공압포설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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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1 개요

5.2 통신인프라 모델

5.3 운영 모델

5.4 구축 비용

5.5 발전 모델

1. 통신인프라 모델수립 방안

2. 통신인프라 현황분석

3. 통신인프라 도입방안

4.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1 개요

오산시에 적합한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모델을 도출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네트워크 기본모델
기초인프라 기본모델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오산시에 적합한 기본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 모델 및 구축비용을 도출하고, 향
후 통신인프라의 발전방향을 제시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현황분석 도입방안 수립 구축방안 수립 기본모델 수립

통신인프라 운영체계
운용관리시스템

운영 모델

통신인프라 구축 비용 도출

구축 비용

발전 모델 수립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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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2 통신인프라 모델

오산시 U-City 통신인프라는 MSPP와 PON 기술을 활용한 ALL-IP 구조의 통신망으로 구축

통신인프라 구성도

• IP 단말 수용, 유무선 연동

• Ethernet 인터페이스 제공

통합
운영센터

단말노드

전달망

액세스망

통신인프라 기본 모델

• 오산시 공공서비스 수용 통합 서비스망

• 기능별로 4계위 구조 네트워크 구축

• 서비스 및 통신망 감시 및 제어

• 외부망 연동

• 안정성 및 확장이 용이한 MSPP망 구성

• 50ms 이내 보호절체가 가능한 링 구축

• 향후 서비스 수용을 위한 10G Ring  

• 서비스 확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술 적용

• 대역폭 보장,외부 환경에 접합성

• 승인된 단말만을 수용 (보안성 확보)

•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로망(간선, 지선, 인입), 노드 구축•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로망(간선, 지선, 인입), 노드 구축관로구축관로구축관로구축

선로구축선로구축선로구축 • 싱글모드의 LWPF 광케이블 사용으로 장거리 전송기능 제공• 싱글모드의 LWPF 광케이블 사용으로 장거리 전송기능 제공

백본링

(10G)

외부망
(전자정부망)

외부망
(인터넷)

CCTIII

IIIMS

통합운영센터

(지구 내 구축)

Wi-Fi
Mesh

100M ~ 1Gbps

Ethernet

(10~100M)

통신노드

서비스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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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2 통신인프라 모델 > 네트워크 기본모델

오산시의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계위별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전달망 액세스망 단말

IPSL4SW

외부기관
연동

L4SW F/W

외부망
(인터넷)MSPP

EMS

PON
EMS

서버팜

L2SW

CCTIII

신호등

미디어
보드

IIIMS

키오스크

…

무선메쉬

백본
Edge
S/W

통신노드

OLT

ONT

MSPP

1지구

Ring

통합운영센터

2지구

Ring

3지구

Ring

구도심

Ring

뉴타운

Ring

백본링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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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2 통신인프라 모델 > 기초인프라 기본모델 (1/3)

세교 지구에 대한 통신 간선 설계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2원화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지선의 설계는 지구내 공공서비스를 대상
으로 광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

세교 3지구세교 2지구세교 1지구

지선망 관로 구간

통신 노드

간선망 관로 구간

범례

간선구간 : 12.1 Km

지선구간 : 9.2 Km

인입구간 : 8.7 Km

간선구간 : 9.6 Km

지선구간 : 3.8 Km

인입구간 : 5.6 Km

간선구간 : 11 Km

지선구간 : 8.3 Km

인입구간 : 8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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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2 통신인프라 모델 > 기초인프라 기본모델 (2/3)

산업단지, 뉴타운 및 구도심 생활권에 대한 통신 간선 설계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2원화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지선의 설계는
지구내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광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

구도심 생활권뉴타운 생활권가장산업단지

지선망 관로 구간

통신 노드

간선망 관로 구간

범례

간선구간 :  4.8 Km

지선구간 : 1.4 Km

인입구간 : 1.5 Km

간선구간 : 6.7 Km

지선구간 : 3.7 Km

인입구간 : 4.8 Km

간선구간 : 1.9 Km

지선구간 : 1 Km

인입구간 : 0.8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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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내관 구축 내역

• 세교 1지구는 기존 기본설계에 의해 FC관으로 포설 진행 중

• 세교 2, 3지구는 경제성 및 구축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마이크로덕트관으로 포설

• 기 조성된 구도심의 경우 가공이나 보도블럭을 이용한 지중화 공법 등을 고려

• 내관의 예비공 약 2개 확보, 외관은 향후 서비스확대를 대비 예비공으로 1공 확보

• 세교 1지구는 기존 기본설계에 의해 FC관으로 포설 진행 중

• 세교 2, 3지구는 경제성 및 구축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마이크로덕트관으로 포설

• 기 조성된 구도심의 경우 가공이나 보도블럭을 이용한 지중화 공법 등을 고려

• 내관의 예비공 약 2개 확보, 외관은 향후 서비스확대를 대비 예비공으로 1공 확보

기초인프라 구축 내역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2 통신인프라 모델 > 기초인프라 기본모델 (3/3)

기초인프라는 향후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여 예비율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축

구분 외관 내경 외관의 공수 수용되는 내관의 공수 수용되는 케이블조수
예비공

내관 외관

FC 내관 ⌀25 ㎜ 1 ~ 2 5 1~2 3 1

마이크로덕트관 ⌀8 ㎜ 1 ~ 2 4, 7 1~2 2 1

검토
결과
검토
결과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가장산업단지 뉴타운 생활권 구도심 생활권

통신
관로

구축
모델

• 간선, 지선 관로는 확장성 및 생존성을
고려하여 ⌀100㎜ 2조로 구축

• 인입관로는 서비스 노드까지 ⌀50㎜
1조 구축

• 간선관로는 확장성 및 생존성을 고려하여 MD 10/8*7Way × 4조로 구축

• 지선관로는 마이크로덕트 10/8*7Way 2조로 구축

• 인입관로는 서비스 노드까지 10/8*4Way 1조로 구축

• 관로의 구성은 마이크로덕트를 기본으로 함

• 지중화가 어려울 시 구축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한전주를 통한 가공 및 보도블럭을 이용한
관로 포설법을 이용하여 통신망 구축

통신
관로

총
연장
길이

• 간선구간 (노드 ~ 노드) : 11 Km

• 지선구간 (맨홀 ~ 맨홀 ) : 8.3 Km

• 인입구간 (맨홀 ~ 서비스 위치) : 8 Km

• 간선구간 : 9.6 Km

• 지선구간 : 3.8 Km

• 인입구간 : 5.6 Km

• 간선구간 : 12.1 Km

• 지선구간 : 9.2 Km

• 인입구간 : 8.7 Km

• 간선구간 : 1.9 Km

• 지선구간 : 1 Km

• 인입구간 : 0.8 Km

• 간선구간 : 6.7 Km

• 지선구간 : 3.7 Km

• 인입구간 : 4.8 Km

• 간선구간 : 4.8 Km

• 지선구간 : 1.4 Km

• 인입구간 : 1.5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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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센터 통신망 운영

기획 및 관리기획기획 및및 관리관리

통합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

네트워크네트워크 점검점검

서비스서비스 장애처리장애처리

오산시
관리영역

위탁운영
영역

업무업무 구성구성

• 핵심업무는 오산시 직영인력이 운영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는 외부 전문업체
를 활용

• 통신인프라 전반에 대한 계획 및 관리는 오산시에서 수행
• 네트워크 및 기초인프라에 대한 실시간 조치(24 X 7) 및 현장 출동 조치 요구
• SMS 및 망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오산시 직접 운영오산시오산시 직접직접 운영운영 협력업체협력업체 위탁운영위탁운영+

• 주간/월간 등 주기적인 통신인프라 정기 점검 및 리포팅 수행
• 서비스 성능, 장애 문제 발생시 현장 출동을 통한 장애 해소
• 24 X 7 현장 장애 지원

R&R
(Role &

Responsibility)

R&R
(Role &

Responsibility)

운영방식운영방식

통신인프라통신인프라 운영은운영은 통합운영센터에서통합운영센터에서 총괄운영총괄운영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3 운영 모델 > 통신인프라 운영체계 (1/2)

통신인프라는 통합운영센터의 네트워크 관리 전문조직을 통해 수행하며, 전체적인 통신망에 대한 계획 및 모니터링은 오산시에서 수
행하며, 현장의 점검 및 장애 시 현장조치는 아웃소싱을 통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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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모델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관리조직

민간 아웃소싱 업체활용

비용지급 유지보수

기대효과

기획, 운영 정책 및 모니터링 등 핵심업무만 직
접 운영

직영
운영

통합운영센터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된 전문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업무수행

외주
활용

운영 최소 소요 인력

• 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아웃소싱함에 따라 최저가 입찰 시행에

따른 총 운영비 지출의 절감효과

• 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아웃소싱함에 따라 최저가 입찰 시행에

따른 총 운영비 지출의 절감효과

• 전문외주업체이므로 조직 내부에서 파견한 직원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전문외주업체이므로 조직 내부에서 파견한 직원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음

• 기획, 정책수립 및 통신망 모니터링 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오산시

인력이 수행하고, 인력투입이 높음 현장 조치 및 유지보수 인력을

아웃소싱 함으로 연력투입을 최소화

• 기획, 정책수립 및 통신망 모니터링 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오산시

인력이 수행하고, 인력투입이 높음 현장 조치 및 유지보수 인력을

아웃소싱 함으로 연력투입을 최소화

조직
슬림화

관리비
절감

전문성
확보

• 오산시 통신망 운영 상주인력 (중급 1명, 초급 1명)• 오산시 통신망 운영 상주인력 (중급 1명, 초급 1명)

• 상주인력 최소 1명

• 통신인프라 정기점검 및 장애보수 시 현장 유지보수(비상주)  

• 상주인력 최소 1명

• 통신인프라 정기점검 및 장애보수 시 현장 유지보수(비상주)  

통신인프라 운영
오산시 인력

아웃소싱
유지보수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3 운영 모델 > 통신인프라 운영체계 (2/2)

기획 및 모니터링 등의 핵심업무는 오산시 직영인력이 운영하고, 현장의 통신설비 및 기초인프라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운영방식을 통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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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시스템 구성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3 운영 모델 > 운용관리시스템(EMS)

오산시 통신인프라는 도입되는 네트워크 벤더의 전문 EMS(Enterpris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통합운영센터에서 망의 제어 및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수행하며, 위탁운영 업체는 웹 기반으로 망을 감시하며 장애 시 현장 유지보수를 수행

MSPP
EMS

운영 단말

Management Domain 통합운영센터

CCTIII

신호제어

IIIMS

액세스망 관리
(PON EMS)

전달망 관리
(MSPP EMS)

통합
플랫폼

인터넷

운영 단말

이동 원격순회 및 긴급정비

위탁 운영 업체
(Web기반)

통합망 감시 및 제어
(In-Band Management, 

End-to-end OAM)

PON
EMS

운용관리시스템 화면 (예시)

고장, 성능, 분석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내의 MSPP, 
OLT, ONT의 물리적, 논리적 상태를 감시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목적

설비 간의 안정적인 연동/관리를 목적

장애 사전 예방을 도모

구성 목적

SerIIIer/Client 기반의 운용환경으로 원격지에서의

관리 용이

설비간 연결 상태, 전체 설비의 구성 상태 감시

망구성, 장비간 연결 상태 관리

서비스 회선의 이상 유무 확인

주요기능

통신망 관리의 편의성 도모

설비의 상태 및 이상 유무의 빠른 판단으로 안정적인

통신망 운용 기대

사용자 위주의 GUI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포인트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장애 조치가 가능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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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 비용
(단위 : 백만원), IIIAT 포함

합계 : 7,470 백만원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4 구축 비용 > 통신인프라 구축 비용 (1/2)

오산시 통신인프라 통합구축 비용은 전달망과 가입자망에 대한 장비 도입비용과 관로 및 선로에 대한 지중화, 가공 구간에 대한 공사비
용으로 구성됨

구분 단가(천원)

1단계 2단계 3단계 가장산단 뉴타운 구도심

합계
수량 비용 수량 비용 수량 비용 수량 비용 수량 비용 수량 비용

전

달

망

센터 MSPP 220,000 1 220 - - - - - - - - - - 220

노드 MSPP 187,000 2 374 4 748 3 561 1 187 2 374 2 374 2,618

Edge S/W 47,300 2 95 4 189 3 142 1 47 2 95 2 95 662

EMS 312,400 1 312 - - - - - - - - - - 312

소 계 - - 1,001 - 937 - 703 - 234 - 469 - 469 3,813

액

세

스

망

PON OLT 161,700 2 323 4 647 3 485 1 162 2 323 2 323 2,264

PON ONT 670 141 94 206 138 198 133 60 40 140 93 100 66 565

Splitter 400 24 10 35 14 33 13 10 4 24 10 17 7 57

PON EMS 92,400 1 92 - - - - - - - - - - 92

소 계 - - 520 - 799 - 631 - 206 - 426 - 397 2,978

공급가 6,791

부가세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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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프라통신인프라 구축구축 비용비용 총계총계 :  19,618 :  19,618 백만원백만원

기초 인프라 구축비용

합계 : 12,148 백만원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4 구축 비용 > 통신인프라 구축 비용 (2/2)

오산시 통신인프라 통합구축 비용은 전달망과 가입자망에 대한 장비 도입비용과 관로 및 선로에 대한 지중화, 가공 구간에 대한 공사비
용으로 구성됨

분 류
구축 비용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가장산단 뉴타운 구도심

관 로

재료비 919 1,242 926 180 519 394 4,180 

노무비 및 기타경비 940 1,299 1,124 167 590 371 4,491 

관로 소계 1,859 2,541 2,050 347 1,109 765 8,671 

선 로

재료비 332 502 456 65 239 152 1,746 

노무비 및 기타경비 121 177 170 23 86 50 627 

선로 소계 453 679 626 88 325 202 2,373 

공급가 2,312 3,220 2,676 435 1,434 967 11,044 

부가세 231 322 268 44 143 97 1,104

(단위 : 백만원), III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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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5 발전 모델 > 공간적 확장방안 (1/2)

오산시 U-City 통신망구성을 위한 통신망의 공간적 확장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오산시 전역이 u-컨버젼스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 세교 1, 2, 3지구 자가통신망 구축
- 사업지구인 세교 1, 2, 3지구를 중심으로 광통신망 구축
- 센터와 오산시청, 유관기관(경찰청, 소방서 등)과의 연계
는 임대망을 통하여 자가망 구축 완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연계

• 세교 1, 2, 3지구 자가통신망 구축
- 사업지구인 세교 1, 2, 3지구를 중심으로 광통신망 구축
- 센터와 오산시청, 유관기관(경찰청, 소방서 등)과의 연계
는 임대망을 통하여 자가망 구축 완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연계

도입기도입기

u-방범/방재, u-교통

녹색자전거, u-환경

u-시설관리, u-환경

• 산단지구, 뉴타운 생활권 자가통신망 확장 구축
- 산단지구, 뉴타운 생활권 중심으로 광통신망 구축
- 뉴타운 생활권의 광통신망 구축 시 오산시청과 자가망을
통하여 통신망 연계

• 구도심 생활권에 자가통신망 적용
- 지역별 통신노드를 설치하고 뉴타운 생활권의 간선을
확장하여 통신망을 연계

- 기 조성된 지역의 노드와 현장시설물 간 통신망 구성은
시설물 보호, 도시미관 고려, 안정성 등의 이유로 지중 매

설
을 권장

- 지역별 특성 및 구축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망 구성 방식의
검토 필요

가. 임대망을 이용한 구성
나. 자가망을 이용한 구성
a. 기존 관로포설 공법을 통한 관로 및 선로 포설
b. 한전주를 이용한 광케이블 가공
c. 보도블럭을 이용한 광케이블 지중화 공법

(KMC트라프 공법 등)

• 산단지구, 뉴타운 생활권 자가통신망 확장 구축
- 산단지구, 뉴타운 생활권 중심으로 광통신망 구축
- 뉴타운 생활권의 광통신망 구축 시 오산시청과 자가망을
통하여 통신망 연계

• 구도심 생활권에 자가통신망 적용
- 지역별 통신노드를 설치하고 뉴타운 생활권의 간선을
확장하여 통신망을 연계

- 기 조성된 지역의 노드와 현장시설물 간 통신망 구성은
시설물 보호, 도시미관 고려, 안정성 등의 이유로 지중 매

설
을 권장

- 지역별 특성 및 구축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망 구성 방식의
검토 필요

가. 임대망을 이용한 구성
나. 자가망을 이용한 구성
a. 기존 관로포설 공법을 통한 관로 및 선로 포설
b. 한전주를 이용한 광케이블 가공
c. 보도블럭을 이용한 광케이블 지중화 공법

(KMC트라프 공법 등)

• 지역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신망 구성
- 법제도 정비상황에 따라 임대망/자가망 연계 구축

• 지역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신망 구성
- 법제도 정비상황에 따라 임대망/자가망 연계 구축

확장기확장기

안정기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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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P를 장비를 이용한 안정성 및 확장이
용이한 망 구성

• 각 지구와 통합운영센터를 연계하는 백본망
10Gbps Ring

• 지구별 1Gbps Ring형 통신망 구성

• 50ms 이내 보호절체가 가능한 링 구축

• 향후 서비스 수용을 위한 10G Ring 

• 가장산업단지의 개발 시점이 도입기와 병행될
시 우선적으로 통신인프라 연계

• MSPP를 장비를 이용한 안정성 및 확장이
용이한 망 구성

• 각 지구와 통합운영센터를 연계하는 백본망
10Gbps Ring

• 지구별 1Gbps Ring형 통신망 구성

• 50ms 이내 보호절체가 가능한 링 구축

• 향후 서비스 수용을 위한 10G Ring 

• 가장산업단지의 개발 시점이 도입기와 병행될
시 우선적으로 통신인프라 연계

구축
방안
구축
방안

• 도입기와 연계하여 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
연계

• 오산천 주변, 공원녹지 등 가시권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무선메쉬망을 통한 u-서비스
제공

• 뉴타운 및 산업단지는 통신관로를 지중화

• 구도심은 지중화가 어려울 시 한전주를 이용한
광케이블 가공으로 통신망 구성

• 도입기와 연계하여 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
연계

• 오산천 주변, 공원녹지 등 가시권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무선메쉬망을 통한 u-서비스
제공

• 뉴타운 및 산업단지는 통신관로를 지중화

• 구도심은 지중화가 어려울 시 한전주를 이용한
광케이블 가공으로 통신망 구성

• 통탄신도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등 타 지역
U-City 및 타 도시와의 임대회선을 통한 정보
연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가공된 광케이블에 대한
지중화 필요

• 영상 및 이미지 등의 정보 연계를 위해
10Mbps이상의 대역폭 확보 필요

• 1회선 당 년 0.4 억원 소요 예상
(시외 10Km이내)

• 통탄신도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등 타 지역
U-City 및 타 도시와의 임대회선을 통한 정보
연계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가공된 광케이블에 대한
지중화 필요

• 영상 및 이미지 등의 정보 연계를 위해
10Mbps이상의 대역폭 확보 필요

• 1회선 당 년 0.4 억원 소요 예상
(시외 10Km이내)

22지구지구

RingRing

11지구지구

RingRing

33지구지구

RingRing

백본백본 10G10G

RingRing

통합운영센터통합운영센터

22지구지구

RingRing

11지구지구

RingRing

33지구지구

RingRing

뉴타운뉴타운

RingRing

구도심구도심

RingRing

통합운영센터통합운영센터

백본백본 10G10G

RingRing

22지구지구

RingRing

11지구지구

RingRing

33지구지구

RingRing

백본백본 10G10G

RingRing 뉴타운뉴타운

RingRing

구도심구도심

RingRing

통합운영센터통합운영센터

동탄신도시동탄신도시수원시수원시

화성시화성시

5.5 발전 모델 > 공간적 확장방안 (2/2)

오산시 U-City 통신망구성을 위한 통신망의 공간적 확장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오산시 전역이 u-컨버젼스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평택시평택시

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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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인프라 기본모델

5.5 발전 모델 > 오산시 U-City 공공자가망 확산계획

확장방안

검토사항 확장방안

사업지구 및 운영센터를

고려한 통신망 검토

구도심 및 확장을 고려한

통신망 계획 수립

단계별 구축검토
확장 기반의 전달망 장비 및

관로 검토

백본망을 통한 Ring형

이중화 구성

확장 가능한 액세스망(서브링) 

계획

행정망과의 분리운영

공공 자가망의 주요검토사항을 토대로 확장방안의 시사점 및 확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

오산시 공공자가망 구성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

22지구지구

RingRing

11지구지구

RingRing

33지구지구

RingRing

u-교통

u-환경

u-방범/방재

u-특화

Edge

S/W

통신노드

OLT

ONT

MSPP

u-시설관리

u-공공

Splitter

통합운영센터통합운영센터

백본백본 10G10G

RingRing

뉴타운뉴타운

RingRing

구도심구도심

RingRing

시사점

• 오산시의 자가통신설비 구축에 따른 임대망 대비 투자경

제성 분석을 통하여 오산시에서도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도입이 타당함

• 단계별로 확장 방안에 따라 오산시의 주요생활권에 자가

망을 구성하여 향후 오산시 전역에 u-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통신망 구축 주체

세교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단지구 – 한국토지주택

공사, 

뉴타운 – 뉴타운개발사업자, 구도심 - 오산시

• 오산시의 자가통신설비 구축에 따른 임대망 대비 투자경

제성 분석을 통하여 오산시에서도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도입이 타당함

• 단계별로 확장 방안에 따라 오산시의 주요생활권에 자가

망을 구성하여 향후 오산시 전역에 u-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통신망 구축 주체

세교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단지구 – 한국토지주택

공사, 

뉴타운 – 뉴타운개발사업자, 구도심 -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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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1.1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개요

1.2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목표

1.3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체계

1. 개요

2. 구현 방향

3. 구축 방안



1.1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개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1. 개요

오산시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능 요건을 분석하여 구현 방향을 수립하고, 도시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의 검토를 통
해 가장 효율적인 구축방안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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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공간구성공간구성

기반IT인프라 구성기반IT인프라 구성

기반설비 구성기반설비 구성

구축방안

운영모델 정의운영모델 정의

운영프로세스 구성운영프로세스 구성

운영조직 구성운영조직 구성

구 축 및 운 영 비 용

산 정

운영방안

배경 및 필요성배경 및 필요성

센터 타당성 분석센터 타당성 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
추진 사례 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
추진 사례 분석 센터 유형 분석센터 유형 분석

구현방향구현방향

구현 방향

역할 및 기능역할 및 기능

현황분석현황분석

입지 선정입지 선정



1.2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목표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개발에 따른 새로운 정보화 요구 수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산환경 제공 및 지역정보와 타 도시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목표로
하는 실효성 높은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u-서비스 제공 및 정

보시스템 수용 및 운용

• 지역 교통서비스, 안전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

해 필요한 시설물 관제 및 상황관제 시스템 설

치 운영

새로운 정보화 요구 수용

• 지역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신규서비

스제공의 기반 제공

• 주변 신도시, 구도심 등 유관센터 및 유관기

관과의 정보 연계체계 구축

지역정보 서비스 연동체계 수립

• 민간 데이터센터 수준의 전산환경 제공, 해당

업무과 전산실, 외부 사업소 등의 전산실 통

합 운영

• 범국가적 사업인 시·군·구 재해복구센터, 

통합보안관제체계 구축 사업과의 연계 추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산환경 제공

•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운

영 기반 시설 및 운영지원시스템 표준

•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정의, 연계 대상 기

관 및 정보센터 정의

U-City 정보시스템 표준 모델 제시

통
합
운
영
시
스
템

통
합
운
영
시
스
템

운
영
조
직
및
인
력

운
영
조
직
및
인
력

공
통IT

인
프
라

공
통IT

인
프
라

도시통합운영센터 공간 구성 및 내부설계도시통합운영센터 공간 구성 및 내부설계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선정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선정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모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모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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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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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방향 구축 방안 운영 방안

분석

내용

오산시 상황실 운영 현황

검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검토

관련 정책추진 현황 검토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검토

타 도시 센터 구축 사례

검토

센터 입지 검토

각 서비스 별 장비 구성

내역

센터 내 공간 구성, 

기반설비 구성, 

기반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분석

통신인프라 모델분석

운영모델 유형

검토

조직 구성 방안

검토

운영 프로세스

검토

분석

자료

오산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보고서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서

타 도시 센터 구축 현황

자료

각 서비스 모델 수립 자료

통신인프라 모델 수립

자료

기상황실

운영조직 구성 및

인력현황

도출

내용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센터입지후보지

센터 공간구성도

센터 기반설비 구성도

운영모델

업무연계

운영 조직 및

프로세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체계

1.3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수립 체계

오산시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능 요건을 분석하여 구현 방향을 수립하고, 도시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의 검토를 통
해 가장 효율적인 구축방안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

1. 개요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수립 절차

구현 방향
역할, 기능, 추진사례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현방향 수립 및 입지선정

구축 방안
개발유형, 확장성을 고려한 센터 구성 및 센터 내부
IT인프라 등 통합운영을 위한 체계 정의

운영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모델 정의 및 연계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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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2.2  센터 현황 분석

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2.4  타당성 분석

2.5  구현 방향 종합

1. 개요

2. 구현 방향

3. 구축 방안



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현황 분석, 센터의 유형 파악, 타 도시에서의 추진사례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타당성(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등의 분석을 통해 도시통
합운영센터 모델을 개발하여 오산시에 적합한 구축방향 수립 및 최적의 입지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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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

구현방향 수립 구축 방안 운영방안 수립

오산시 상황실 및 운영 현황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현황 분석

센터 유형 정의

도시통합운영센터 추진 사례 분
석

오산시 U-City에 적합한 대안
수립

센터 유형 분석

행정업무 효과성, 재원조달 가
능성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

IT트랜드 부합 등 기술적 타당
성 분석

자원의 최적 활용 등 경제적 타
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시 고려
사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시 고려
사항

구현 방향 수립

오산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수립

환경분석환경분석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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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의 복잡성 증대, 서비스 관리의 어려움, U-City의 가속화에 따라 도시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변
화된 도시특성에 맞는 U-City 통합운영센터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정보
서비스

제공 Hub

정보연계

도시운영
기반제공

수용자 및 외부기관에 정보
서비스 제공의 Hub

서비스, 주변도시 간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신속한 상황 대응 모니터링 체계

분산된 인프라, 시스템 및 시
설의 통합 및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체계적, 효율적 도시
운영

운영 관점도시 관리 관점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목표 인구 27만 도시의 위상
에 걸맞는 효율적인 도시 운영 관리체계 확보 필요오산시

주변도시(동탄 등)의 U-City 구축 시 도시통합운영센
터를 통한 연계 서비스

주변
도시

최근 정부에서는 전 방위적으로 관리의 효율화를 강조
IDC센터같은 U-City 도시 통합 관리 모델을 적극 장려하
고 있음

정책
기관

도시제공 서비스의 다양화로 도시 운영 시스템, 프로
세스, 조직 등 복잡화
서비스 간의 연동이 어렵고 중복투자 발생

도시운영의
복잡성 증대

U-City의 가속화로 인해서 통합운영의 필요성 심화
개별적 서비스 시스템 및 인력 운영 시 비효율성 상존

통합운영
필요성 심화

불명확한 관리주체, 운영프로세스 및 이해관계자들간
의 협조 어려움 등으로 서비스 관리가 어려움

서비스 관리
어려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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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양한 U-City서비스 정보매체로의 정보를 수집-가공-배포하고, 개별적 컨텐츠 전달의 한계성 및 비경제적인 인
프라 구축, 서비스의 중복 개발 등을 방지,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확장을 통해 도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구분 역할

정보 수집

기존의 대외기관(경찰청, 소방서 등)

신규 U-City 서비스(교통정보, 환경정보 등)

시민이 사용하는 각종 유무선장비(통합단말기, 

휴대폰 등)

다양한 센서 정보

운용 관리

수집된 정보의 통합 감시 및 실시간 품질분석

장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능동적 운영

통합관제실 운영 및 고객불만 처리

정보 배포

유무선 장비에 대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및 연관 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

웹포털, IPTV 등에 대한 상호작용형 정보제공

기존 시스템 및 신규시스템과의 유연한 연계

통합 및 연계

개방형 표준에 따른 단계적 확장

도시간 연속적인(Seamless) 서비스 제공

u-서비스를 위한 핵심 공통 기능 제공(인증, 과금

등)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역할

SOURCE: U-City 인프라로서의 U-City 운영센터 및 플랫폼(2007,TTA)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

U-City 관리
기능

통합관제
기능

• 실시간 교통신호 자동제어로 원활한 소통 유도
• 주택, 공원,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로 24시간

감시시스템 운영
• 재난재해에 따른 예경보, 복구 등 신속한 서비스
• 포털을 통한 통합민원서비스 및 지역정보제공, 

거주민간의 커뮤니티 공간 형성기본
기능

• 대상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 운영
• 표출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하여 상황관제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정책으로

활용하고,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으로 확장

정책결정
지원기능

공간의
복합용도 활용

• 관제정보(방범/방재/교통 상황 등)의 실시간 연
계 구축을 통하여 확인된 상황을 분석시스템(인
적, 기계적 구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정책결정 지원 기능

•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정책결정에 활용
• 의사결정 집행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가능

부가
기능

• 자치 지역의 재해통제본부 상황실, 통합 방위협
의체 상황실 및 관련 협의회 장소로 활용

• 주기적인 지방자치지역 현황보고
• 기타 대민 문화지원, 행정서비스 장소 및 업무추

진/성과분석회의 등 활용

• 추가되는 정보서비스의 통합화 표준화 역할
• 상용정보서비스 중계 및 가속화 역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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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 역할 및 기능 (이해관계자 요구 측면 기능 요건)

오산시 U-City 전략목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중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
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 요건을 도출함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능 요건도시통합운영센터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 요구

구축 및 운영비 최소화에 역점을 둔 설계

• 유사 기능의 서비스 통합 설계

• 초기 투자비 대비 운영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 대상 확대

센터 운영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운영모델 확립

단계적 도시 개발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단계적 도시 건설에
적합한 U-City 구축

계획 수립
• 도시건설 기간 차이로 인한 영향도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오산시 전체가 고려된 설계

뉴타운, 산업단지 및 주변도시와 유기적인 연계
신∙구도시 및
주변도시와의
원활한 연계

•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주변도시(동탄, 광교 등)와 연계 서비스
설계

• 정보 연계를 통한 광역 통합 서비스 기반 구축

2015년 오산시 전체의 체감형 서비스 수립

시민이 체감,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u-IT 기술을 활용한 도시환경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능형
교통정보 수집·제공·활용체계 구축 필요

• 시민이 체감,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간 연동체계 필요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능화된 도시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실시간통합
모니터링 체계 필요

• 관제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류 및 상황인식 기능 필요

효율적 정보연계 및 운영체계 수립

• 도시 관제 기능 별 담당 부서 /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정보연계 체계 필요

• 서비스 융합(SerIIIce Convergence) 지원

서비스 확장/개선 지원 필요

•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기술체계 필요

IT 인프라 중복 투자 배제

• 도시 기능 별 공통된 기술요소 포함에 따른 IT 인프라의 중복
투자 가능성 배제 필요

• 통합인프라 투자 및 관리를 통한 중복투자 배제 필요

• 통합플랫폼을 통한 공통된 기술요소 및 관리 표준화 필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IT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 가상공간의 확산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남
으로 인한 도시기능의 분산과
통합

• 분산화와 집중화의 동시 진행

다양한 기술의 융합

• 정보화 기술

• 센서 제어 기술

• 네트워크 기술

• 응용 서비스 기술

상호작용적인 건축
(Interactive architecture)

• 하드웨어 중심의 공간에서 탈피
소프트웨어적 요소, 컨텐츠

의 중요성 증대

• 유희적 공간 요구 및 체험의 중
요성 증대

디지털 건축
(Digital Architecture)

• 정보기술(IT), 디지털을 통해 융
합되고 변형된 건축 환경

• 물리적 환경 안에서 가상화 기술
을 적용함으로써, 물리공간과 가
상공간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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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에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

• U-City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의
변화/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의
기술 아키텍처 적용

• 기술 변화 적용 시 전체적인 기술 아키텍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

효율적 IT 인프라 운영 체계 구축

• 도시관리 및 u-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IT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관리 체계 필요

• 운영 프로세스, 운영 시스템, 운영 조직의
최적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및 운영 효율 강화

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 역할 및 기능 (기술환경 측면 기능 요건)

U-City구축을 위한 기술환경 검토를 통해 기술변화에 유연한 대응 체계 및 효율적인 IT 인프라 운영 체계 구축 등의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능 요건을 도출함

기술환경 변화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능 요건

• 센서와 모바일 장비 진화

• 기술환경의 다양한 변화 및
발전 속도

• 데이터 통신의 증가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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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통합운영센터 건축 및 공동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 마련

• 민자 혼합 방식으로 건설 후 공공 기능의 운영은
공공부문이, 기타 운영은 민간부문이 수탁사업 또는
독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는
운영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운영 근거 및
권한범위의 근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신축 시 부지 관련하여 공원녹지, 공공시설 부지 입지
시 요구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 택지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구축의 주체는 공공기능 수행의 근거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민자 혼합 건설 방식이 바람직

• 구축시기는 도시의 통합관리가 요구되는 U-City 구축
시기에 시청사와 연동하여 구축하는 것이 타당함

• 연 건축면적 3천m2 이상일 경우 초기 투자비 및 향후
운영비를 고려한 신 재생에너지 설치

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 역할 및 기능 (관련 법 제도 측면 기능 요건)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
축, 운영 방안 등의 기능 요건을 도출함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재원조달 방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구축 관련

관련 법^제도 검토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능 요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

•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운영관련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 역할 및 기능 (도시정보 통합연계 방향)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468

U-City측면에서 도시정보 통합 및 연계의 추진은 업무 효율성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의 도시정보 기초위에 U-City 서비스
를 고려한 도시정보 통합 연계로 발전되도록 계획되어야 함

도시정보 통합 연계 발전 방향

SOURCE: 효율적인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정보 통합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업무 부문

데이터 부문

기술 부문

시스템 부문

시스템 연계

조직부문

단일부서의 정형화된 도
시정보 관리 중심 업무

도시정보의 응용 및 활용
을 통한 시너지 효과 중심
업무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핵
심 업무 지원

도시정보와 연계된
원격제어

단위업무별
도시정보통합

공동 활용 중심의
도시정보 통합

도시정보 활용 중심의
도시정보연계

도시정보 통합
연계 체계

데이터 교환, 공유 Enterprise C/S 기술 Enterprise Web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C/S 환경의 시스템
인트라넷 기반의
시스템

유무선 기반의 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

Independent Interface
Integration
Interoperability

Integration
Interoperability
intelligence

기능적 조직 자동화 상호기능적 조직 통합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조직의 업무범위 재설계

도시정보 정비 도시정보 통합연계 기반 도시정보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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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및 신도시 도시기능 분석오산시 및 신도시 도시기능 분석

오산시 및 신도시 U-City 환경분석오산시 및 신도시 U-City 환경분석

도시운영 및 u-서비스 분석도시운영 및 u-서비스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도시통합운영센터 역할역할

정보수집

도시상황관제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환경/시설

물 등 u-서비스 및 유관기관연계를 통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역할 수행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도시 인프라를 통합플랫폼, 통합DB 및 GIS를 활용하여 통합적

인 관리 및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U-City 자원의 최적

관리 역할 수행

편리한 u-서비스 제공

도시민에게 첨단 U-City 환경 제공을 통해 보다 삶의 질을 윤택

하게 하고, 편리한 도시 생활 보장

운용관리

정보배포

통합/연계

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 역할 및 기능 (역할 정의)

오산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운영여건 및 이해관계자 요구를 분석하여 도시상황관제, 도시인프라 통합관리 및 편리한 u-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을 수립함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안정적인 U-City 운영

세미나실 임대, 여가 활용 공간 등 부대사업화 기능 활성화를

통해 운영비 절감 및 최적의 U-City 운영



도입 목적 주요 내용

470

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 역할 및 기능 (기본기능 정의)

오산시에 도입되는 도시통합정보센터는 교통, 방범/방재, 환경/시설물 관리 등의 통합관제기능과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시스템/네트워
크인프라 운용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함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교통교통

안전안전

환경 및
시설물 관리

환경 및
시설물 관리

• CCTV 모니터링 등 효과적인 실시간 정보 확대

• 풍수해, 산불, 폭설 등 재난 예측/ 대응 기능 제공
• CCTV모니터링 등 도시 방범 서비스 확대

• 생태/녹지, 생활환경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각종 시설물 관리 기능 확대

•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 교통상황 정보 제공

• 재난/재해 상황관리
• 방범 CCTV 상황 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

• 환경감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시설물 관리 체계 확립
• 관리 운영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서비스 운영서비스 운영

시스템 운용시스템 운용

기반인프라
운용

기반인프라
운용

• 정보연계, u-서비스 제공 및 편의 제공
• 기본관제 기능 중심의 통합관제 센터 확립

•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운영 방안 제시
• 기본관제 및 응용 서비스 제공/관리

• IT 운영관리 기능의 균형과 조화
• 시스템 운영관리 절차의 안정적 반영 및 개선

• 다양한 서비스 적용 등에 유연한 네트워크 구현
• 운영관리 효율성이 높은 기반 인프라 구현

• 각종 u-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분석
• 서비스 품질 측정 및 보고체계 제공

• 정보연계, 공유 및 보안관리
• 시스템 시설 및 자원 관리

• 전반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 운영 중심의 기반 인프라 관리

기

본

기

능

U-City 
관리 기능

U-City 
관리 기능

통합관제
기능

통합관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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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개요 > 역할 및 기능 (부가기능 정의)

도시통합정보센터는 기본기능 외에 대시민 문화지원, 부대사업화 기능 등의 확장기능을 수행함. 단, 체험관 및 시청각실 도입은 타 센
터 사례에서도 도입된 기능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 부가기능의 경우 충분한 도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체험관체험관

시청각실시청각실

특수시설특수시설

• 관광객/시민 상대의 U-City 기술/서비스 체험 공간
•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의 시연 공간

• 오산시 u-서비스, 역사 등의 소개 및 홍보
• 첨단 도시관제 기능의 소개 및 홍보

• 해외관광객/다문화 가정/오산시 영어마을 고려
통역 번역 서비스를 통한 언어차 극복

• 미래도시 공간 소개
• 미래 기술, 서비스 시연 및 체험
• 행사/이벤트 진행

• 오산 U-City 소개 및 전시
• 첨단 도시관제 열람 및 체험

•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실

기본시설
임대 사업

기본시설
임대 사업

비즈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

복지/교육복지/교육

• 방문 시민/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
• 센터 직원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기능 제공
• 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

• 각종 IT관련 사무실 임대를 통한 운영비 조달
• U-City관련 업무 클러스터 형성

• 임대수익 및 열람료 등을 통한 운영비 조달
•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기대

• u-Cafe, 식당, 매점, 휴게실, 은행, 
기념품 매장 등

• 첨단 Office 임대

• 복지문화센터 역할
• 도서관연계, e-Book 열람

부대사업화
기능

부대사업화
기능

대시민
문화지원

기능

대시민
문화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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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센터 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주요 요구사항

오산시 관리자와 주요 업무별 실무 담당자들, 그리고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적인 목표모델과 주요한 요구사항
을 파악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의 방향성을 분석 및 도출함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종합

입지 관련

• 오산 시청 내 공간 활용은 불가함

• 가감이산, 서동 저수지 등 입지여건 검토 후
공원시설 내 구축

센터 규모 및 기존 상황실 통합

• 도시 및 서비스 관리 인프라 확보의 개념

• 센터 기능 수행 시 최적화된 규모 산정
대규모의 상황판 지양

•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기운영 상황실 통합

• 추후 확장을 고려한 시스템 및 공간 설계

센터 운영

• 기 운영 상황실은 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

• 센터의 업무분석을 통한 운영조직 구성

• 운영비 최소화 및 해소 방안 필요

• 단계별 도시개발에 따른 시행계획 필요

• 지자체 자체운영 및 민간 합작 특수목적회
사(SPC) 설립 운영 방안 검토 필요

기타

• 오산시 전체 및 2015년 오산시의 인구(27
만)를 고려한 센터 설계 필요

• 택지개발일정과의 유기적인 조율 필요

• 방범서비스는 통합관리 필요

도시통합관리의 인프라 확보 차원
의 센터 구축

가감이산 등 입지여건 검토 후 공원
시설 내 설치

택지개발일정과 센터 구축과의 유
기적인 조율 필요

오산시 발전방향에 따라 전체를 고
려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최적의
센터 규모 산정

향후 U-City 구축 후 센터 운영조직
및 프로세스 정의 필요



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사례(1/3)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현재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추진하는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구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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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추진목표 공공정보서비스의 종합적인 관리 및 공공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첨단 디지털 도시 운영

센터현황

센터명 : 공공정보센터

면 적 : 839.8m2

위 치 : 동탄 지구 내 독립 건물 신축(KT전화국 3층)

구축 완료, 운영 중

센터역할 서비스 운영과 시설물 관리, 도시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기존 행정기관 기능소화

공간구성 상황실, 전산기계실, 전산운영실, 관람실, 홍보실, 운영사무실, 회의실, 상황실용 휴게실

주요서비스 생활안전, 기상 및 환경, 교통정보 서비스

설계방식
4개의 플랫폼(시설물종합관리/동탄포털/관제/정보서비스 플랫폼)기반 환경 확장성 및 연동성을 고려한 컴포넌트

구조로 설계

운영조직 정보센터장(1명), 관제본부(32명), 서비스운영본부(10명)

용인

흥덕

추진목표
공공정보서비스의 종합적인 관리 및 공공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첨단 디지털 도시

운영환경 조성

센터현황

센터명 : 공공정보상황실

면 적 : 134.2m2

위 치 : 흥덕지구 근린공원 사무소 증축

센터역할 통합플랫폼기반 시민의 안전 및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공간구성 상황실 구성은 협의 진행 중(단, 방범CCTV는 기존 용인시청 내 CCTV종합상황실 활용)

주요서비스 교통정보, 흥덕포털, 상수도정보화, 하수관모니터링, 정거장미디어보드, 원격검침서비스

설계방식
상황판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통합백업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문인식, RFID등을 통한 출입통제 및

CCTV를 이용한 센터 보안 감시

운영조직 상황실 6명, 용인시 CCTV종합상황실 8명(경찰관 2인 포함)



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사례(2/3)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현재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추진하는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구축되고 있음.

474

수원

광교

추진목표 기관 및 광교거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통합형, 지능형 인프라환경의 통합정보관제센터 구축

센터현황
센터명 : 도시통합정보관제센터

면 적 : 3,840m2

위 치 : 수원시 이의동 107-4번지(3F~4F) 

센터역할 광교 U-City 거주민, 기업, 지자체에 대한 정보 연계 허브 및 관제 모니터링

공간구성 3층 - 상용서비스기계실, 4층 - 통합운영관제실, CCTV관제실, 홍보관람실

주요서비스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민원행정, 포탈, 의료, U-City 도시관리

설계방식 통합보안관리, 통합운영관리, 통합인프라관리, DMZ, 상황판시스템 구축

운영조직 23명(신규채용 또는 외주위탁방식), 경찰 및 공무원 포함 시 26명

성남

판교

추진목표 성남, 판교 u-서비스 및 성남 ITS에 대한 통합연계관리 운영

센터현황
센터명 : 도시통합관제센터(UbiCenter)

면 적 : 2,200m2

위 치 : 성남시 여수동 성남 신청사 3,4F( 2009년말 준공예정) 

센터역할 성남, 판교 u-서비스 및 성남 ITS 통합연계관리운영, 상황 발생시 실시간 대응

공간구성 U-City상황실, ITS상황실, 방범센터, 재난재해상황실, 부대시설(전시휴게실, 홍보관람실)

주요서비스 행정, 교육, 시설물관리, 교통, 방범/방재, 환경서비스

설계방식
4개의 플랫폼(u- SerIIIce/Control/코어기술/시스템관리 플랫폼)기반 환경

u-디바이스 케이트웨이(G/W)반영 – 단위서비스 추가 삭제 용이

운영조직 운영 센터장 포함 총 34명 (주간 : 16명, 야간 : 6명, 심야 : 6명)



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사례 (3/3)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현재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추진하는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구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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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추진목표
u-서비스 제공 및 통합운영에 일원화된 통합조직으로 운영하여 관리의 효율성, 중복지원조직의 최소화 및 조직의
슬림화를 실현

센터현황
센터명 :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

면 적 : 1,755m2

위 치 : 중앙생태공원(유비파크) 1층 내

센터역할 파주시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파주시 거주민 모두가 통합센터에서 제공하는 u-서비스 이용

공간구성 U-City상황실, 관람실, 전산실, 기계실, 업무실

주요서비스 토털 라이프케어, 스마트교통, 사회복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u-환경 등 48개 서비스

설계방식
상황기반(상황실업무지원, 상황판) 환경, 서비스연계(알람/장애 시스템 및 서비스 관리 등 분석시스템) 시스템 및
외부포털 구축

운영조직 서비스특성 고려 분산형 조직 : 43명(경찰 7명), 운영효율 고려 통합형 조직 : 37명(경찰 6명)

기타

행복도시
(특구개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목표로 기본기능(통합관제, 서비스 제공 및 관리), 확장기능(대시민 문화지원, 부대사업화) 
으로 설계하여 운영비를 위한 수익 모델 발굴

인천경제자유구역
(특구개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효율적인 도시관리 목적으로 지하매설물관리, 방법/방재, 환경, 기상 5개 영역의 관리
및 서비스

대전

서남부

(도안)

추진목표 통합서비스의 제공, 정보공동이용, 도시 안전성 확보 및 U-City의 랜드마크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센터현황
센터명 : 통합운영센터면 면적 : 1,289.8m2

위 치 : 대전서남부 지구 내 독립건물 신축

센터역할
도시정보 모니터링 및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거주민이나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

공간구성 U-City상황실, 방범상황실, 관람실, 영상장비실, 기계실, 운영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홍보관람실

주요서비스 u-Traffic, u-Safety, u-Green, u-Experience의 4개 영역 11개 서비스

설계방식 상황기반(상황실업무지원, 상황판) 환경, 서비스연계(알람/장애 시스템 및 서비스 관리 등 분석시스템) 시스템 구축

운영조직
경보/재해/ 방범상황팀: 17명(위탁 3명), 교통상황팀: 51명(경찰23명), 환경시설상황팀 : 2명(위탁 1명), IT운영: 
6명(위탁3명)



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사례 (현안과제 및 시사점)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도시마다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운영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개념을 조사하고, 현안 및 시사점 분
석을 통하여 오산시에 적합한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의 기틀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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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면적(m2) 인구(명)
U-City

조성비(원)
운영비(원) 현안과제(현상 및 예상) 시사점

화성동탄 839.8 12만 460억 65억

KT전화국 건물 임대 사용에 따른

임대비 및 공간적인 문제로 서비스

확장이 어려움

동탄 2신도시 구축 시 센터 통합 계획

구축완료 후 운영 중인 유일한 지역

지역적으로 물리적 거리 격차가 큰 경우

통신망 설치 운영비용 등을 고려 복수

센터 설치가 유리할 수 있음

용인흥덕 134.2 2만 8천 140억 30억
근린공원 사무소 증축한 공공상황실,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모델의 한계

2003년 U-City 최초의 개발 시범지구

선정, 소규모 지역으로 u-서비스 시범

확인 장으로 활용 가능

수원광교 3,840 7만 7천 958억 60억
행정구역 이분화(수원, 용인)로 인한

운영조직 문제

지역정보통합센터 중심 관제기능 통합

현실적 문제로 지역간 연계 방안

모델로서의 위상 확보 실패

성남판교 2,200 8만 7천 841억 30억
기존도시와 신도시 통합운영에 따른

인프라 차이가 예상됨

최근 법제도 검토 및 환경분석을 통해

구축 중인 사례

구도시 ITS와의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 

신구도시간의 격차 해소 모델

파주운정 1,755 12만 4천 900억 68억

파주시 전체 범위 고려, 기술적/법제도적

구현 가능성 우려

센터운영주체 및 운영비 마련

통합정보센터로서 파주시 전체를 관리

예정, Ubi-Park 체험관 내 센터 모델

제시

대전서남부 1,289.8 6만 5천 366억 30억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통합 범위( 대전시

전체 또는 대전서남부지구)에 대한

입장차

서남부지구만을 위한 U-City 센터 구축

시 운영비 및 운영인력 부담의 형평성

문제

서남부 U-City와 대전시 기존

서비스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원마련

등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방안 모델



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지방자치단체 통합상황실 운영 사례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구현 방향

안양시 및 서울시 마포구의 u-통합상황실에서는 기존 분리되어 있는 교통 및 방범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상황실에서 관제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사내부에 위치하여 인력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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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추진개요
다양한 교통정보와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CCTV, 산불 및 하천, 도로 등의 관리를 위한 방범,방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함

센터현황
센터명 : U-통합상황실

면 적 : 440m2

위 치 : 안양시청 청사 내 7층

센터역할 기존 별도 운영되던 교통, 방범, 환경, 재해/재난 등의 상황실을 통합

공간구성 통합상황실(경찰업무 별도공간), 전산실, 기계실

주요서비스 지능형교통체계(ITS),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정보(BIS), 방범CCTV, 산불 및 하천, 도로 관리 등

설계방식
교통 관련 서비스를 우선 구축하여, 방범 서비스가 추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교통과 방범을 한 상황실에서 통합
관제하고 있으며, CCTV를 재해/재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원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운영조직 교통, 방범, 재난, 재해 등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

서울시

마포구

추진개요
모든 CCTV의 효과적인 관제와 운영을 위해 신청사 지하1층 재난재해대책 종합상황실 공간을 활용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도화치안센터 및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합 설치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센터현황
센터명 : 통합관제센터

면 적 : 257m2

위 치 : 마포구청 청사 지하1층

센터역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및 CCTV회선을 통합하여 , 기능별로 통합된 통합 운영 관제센터로 운영

공간구성 상황실, 회의실, 기계실, 방범상황실 등

주요서비스 불법 주정차 관리, 방범CCTV, 통신인프라 관리, 환경, 그린파킹, 쓰레기무단투기, 빗물펌프장 감시 등

설계방식 통신망관리를 최우선하며, 방범상황실은 별도 분리되어 있고, 상황실 및 회의실 겸용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운영조직 해당 서비스 관리 부서 직원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비상시 비상대책본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



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관제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u-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도시 관제 및 운영을 위해서는 1개의 상황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현재는 관계법
률 및 지자체 부서간 이해관계에 의해 여러 개의 상황실로 분산되어 구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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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방식
개별관제 통합관제

센
터

기
능

기본
관제기능

기능
복합화

B

A

C

기능복합 통합센터A

• 통합플랫폼 기반의 도시관제기능 및 u-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운영비 조달을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도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의 복합화와 민자 유치를 통한 센터 건설 및 운영 검토

• 사례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

관제기능 통합센터B

• U-City를 추진 중인 대부문의 신도시의 경우, 관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스템 및 운영조직 통합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

• 관제기능, U-City 서비스 제공 등 도시관리기능의 통합 목적으로

설립

• 사례 : 광교, 파주, 동탄, 판교 등 신도시 중심

관제기능별 개별센터C

• U-City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방법/방재, 시설물관리 등

2~5개의 관제기능별로 구축 및 운영 주체도 다르게 여러 개의

개별 관제센터를 운영

• 각 지자체의 ITS센터, 교통정보센터, 교통상환센터, 119상황실, 

방범(CCTV)상황실, 도시종합상황실, 시설관리센터 등

관제기능별
개별센터

관제기능
통합센터

기능복합
통합센터

관제방식에 따른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SOURCE: U-City내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분류(2008,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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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통합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정보시스템의 물리적인 위치 통합여부와 공통 데이터의 통합여부에 따라 개별형, 기능 연계형, 통합·연계형, 통합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개별형A

• 기존 정보시스템 및 운영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위한 별도 정보시스템 및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방식

기능연계형B

•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통합을 배제하고, 상호 서비스 및 기능은

연계하는 방식

통합연계형C

• 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중에서 물리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통합하고 불가능한

정보시스템은 단순 기능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

• 단속업무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영상감시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실 분리

통합형태에 따른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SOURCE: U-City내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분류(2008,ETRI) 재구성

물리적 위치통합
개별 통합

공
통

데
이

타

개별

통합

D

A

개별형

통합형

B

기능연계형 통합연계형

C

통합형D

• 자치단체의 모든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도시통함운영센터로 통합하고 공통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통

DB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함

• 교통, 환경, 방범, 재난의 모든 상황실을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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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입주 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

입주방식에 따른 유형은 실행단계에서 어떤 구축방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기존 공공시설 활용, 임대, 건물 신축 등의 방식이
있음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입주 방식에 따른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입주 방식 정 의 장정 및 단점 고려사항

기존 공공시설

공간 활용

기존의 전산실 또는 상황실을

증축하거나 개선하는 방식

• 장점 : 기 투자된 정보화 환경 재 활용도

높음

• 단 점 : 수 요 예 측 에 의 한 계 획 적

공간확보 어려움

• 기존 물리적 환경의 한계로 공간확보

한계

• 기반 설비 IDC 기준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타 시설

이용(임대)

전문 IDC에 공간을 임대하여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는 방식

• 장점 : IDC에서 제공하는 최적의 물리적

기반환경, 검증된 안정성 확보 가능, 

기반 설비 투자가 불 필요함

• 단점 : 고가의 임대비용, 보안상의 문제

• 지속적 임대 비용,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한계 등 고려

• 정 보 화 자 원 외 부 위 탁 을 위 한

법/제도 개정 필요

건물 신축

신규 건물을 U-City 통합운영센터

용으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전산센터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식

• 장점 : 미래수요를 예측한 적정 규모의

센터 건축 가능, 최적의 물리적 환경

구축 가능

• 단점 : 자치단체 재정확보의 어려움

• 신축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함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민간자본(BTL)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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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 분석 > 센터 유형 대안 개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관제기능, u-서비스제공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한 기능복합적이고, 공통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형태
의 신규 구축을 기본 대안으로 선정함

관제기능별 개별센터

관제기능 통합센터
관제방식에
따른 유형

기능복합 통합센터

개별형

기능 연계형통합형태에
따른 유형

통합연계형

통합형

대안 검토 대상 대안 검토
대안 검토결과

(타당성 분석 대상)

도시관제기능, 통합플랫폼 기반의 u-서비스 제

공 및 운영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능복합 통합

센터 유형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적임

통합형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

축관점에서는 최적의 방안이나 자치단체,유관

기관간의 이해관계 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이에 통합연계형이 최적의 통합유형으로 판

단됨

오산시 현황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기반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건물 신축을 통하여 오산

시 전체를 고려한 설계가 이상적으로 판단됨. 

단, 향후 실행 시점에서 단계별 지구개발 시간

차를 고려하여 구축 시 유형 검토 필요

통합연계형 기능복합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축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서비스제공/ 통합관리 기능

정보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

통합관제기능

교통정보, 환경정보, 방범/방재 정보,

체험시설정보

부가기능(수익모델 내재)

대시민 문화지원,부대사업화 기능

구
성
내
역

입주방식에
따른 유형

기존 공공시설 활용

건물 신축

타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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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개요

타당성 분석은 현황분석 및 센터 유형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안인 통합연계형 기능복합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축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 방향을 제시함

현황 분석
오산시 상황실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센터 유형 분석
타도시 센터 추진사례 및 센터 유형 분
석을 통해 대안 도출

타당성 분석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구축 방향 제시

정성적 분석

정책적 타당성

도시통합운영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자체 시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기술적 타당성

기 추진 정보화 사업과의 부합성

주요 적용 기술의 적정성

기술관리의 체계 및 역량

계량적 분석 경제적 타당성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비용 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경제적 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laysis)

타당성 분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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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정보제공형 시스템1) 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서비스 체계이고, 장기적이며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적 타당성
의 비중과 관심을 높게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주요 시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정책적
타당성

도시통합운영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관련 기관의 협
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 지자체 주요 시책의 목표, 내용
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주요 시책의 성공적 수행에 얼마
나 기여하는가?

• 도시통합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만큼 분
석대상 사업이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가?

SOURCE : 효율적인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정보 통합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주1) : 정보제공형 시스템 : 정보통합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간접적 파급효과 창출 유도 시스템

거래처리형 시스템 : 경제적 편익 창출이 주목적인 시스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주요 관점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오산시의 특성상 추진 신도시가 시의 중
심 역할을 수행, 도시정보화 관점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매우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됨

오산시 U-City 추진 과정에서 현업실무
자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지자체 의견이
수렴되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
진 의지와 집중도가 높음으로 분석됨

환경, 교통, 방범 등의 서비스 지향점이
시책과 매우 부합되며, 지방산업단지, 뉴
타운 등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사업지
원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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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분석 관점별 결과)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현장 방문, 자료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함.

분석 관점
분석결과

필요성 시급성

행정혁신

업무처리 효율성

업무처리 투명성/공정성/신뢰성

관련기간간 협력 및 업무 연계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의사결정지원 및 정책수립 역량 강화

조직구성원 전문성/사기/직무만족

강화

행정정보화

기존 정보시스템 노후대체 및 고도화

타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여러 부서간 중복투자 방지

시민서비스 유비쿼터스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사회적 효과

유비쿼터스 환경 및 문화 전파

관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정보격차 해소

분석 관점
분석결과

부합성 기여도

교통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선, 지능형

교통정보제공

환경 하천, 공원, 산림, 대기, 녹지 등 환경보전

안전 방범, 방재, 시설물관리 등 도시안전체계

복지
노인, 여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

네트워크

교육 평생학습 등 온,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문화 축제, 문화강좌 등 지역 문화 발전

관광
장소 마케팅, 위락시설, 문화재 등

관광자원개발

산업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벤처 지원

분석 관점 분석결과

지차체(오산시)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중앙부처 지원

현황 고려)

관련 기관의 협력실천 의지(소방서, 경찰서, 시설관리공사

및 민간업체)

필요성 및 시급성 분석 주요 시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강함 보통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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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분석 관점별 결과 종합)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정책적 타당성은 도시통합운영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요 시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3
개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함

분석관점 구 분 분석 결과

도시통합운영에의

필요성 및 시급성

행정혁신 행정혁신, 행정정보화의 관점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세교 1,2,3지구의 개발 시간 차 등을 고려할 때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의
시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은 아니나, 장기적 측면에서 도시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센터의 역할이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의 특성상 추진 신도시가 시의 중심 역할을 수행, 정보화 격차 등 사회적
효과 및 도시정보화 관점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행정 정보화

대시민서비스

사회적 효과

주요 시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교통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선, 지능형 교통정보 제공, 생태천으로서의 오산천 위상
제고

오산천 및 오산시 환경,안전 관련 정보 제공 등 교통, 환경, 방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이 선행되어야 함

환경, 교통, 방범 등의 u-서비스 지향점이 시책과 매우 부합되며, 가장
지방산업단지, 뉴타운 등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사업지원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

환경

복지

안전

교육

문화

관광

지역산업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지자체(오산시) 오산시 U-City 추진 과정에서 현업실무자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지자체 의견이

수렴되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 의지와 집중도가 높음으로 분석됨

중앙부처 정책의 미확정, 법/제도적인 제약사항 및 이에 대한 극복/해소방안을

위한 정보공유, 공감대 형성 및 실무담당자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주요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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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신기술 및 융합 기술형태로 기술적 요인이 중요함. 이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 구성방식과 명확
한 분석범위를 확정하고, 소요기술들을 식별하며,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기술
구현 가능성

기술관리 체계
및 역량

기술적
타당성

기 추진
정보화와의

부합성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관리 체계
및 관리 역량 검토

• 주요 적용 기술의 도입 적정성 검토

• 주요 적용 기술의 구현 가능성 검토

• 신규 정보화 추진 독립성 또는 기존
정보화의 연속성 검토

• U-City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 사
업인지의 여부 검토

SOURCE : 효율적인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정보 통합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재구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 주요 관점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

기술적 타당성은 도입될 신규기술의 불
확실성, 서비스 내용의 유동성 등으로
표준적인 타당성 분석관점 적용에는 어
려움이 있음

현실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결과 IT
메가트렌드에 대한 부합성이 높으며,

기술의 복잡성 및 기간관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연계, 협조 등과 같은 관리적인
복잡도가 매우 높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유사사업 정보화 추
진 경험이 적은 편으로 분석됨

이를 종합한 결과 기술적 타당성은 보통
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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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분석 관점별 결과)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술적 타당성은 기추진 정보화의 부합성, 주요 기술 구현 가능성, 기술관리 체계 및 역량 3가지 관점으로 분석함. 
단, 신규 도임 기술의 불확정성, 서비스 내용의 유동성 등 표준적 분석 관점의 한계로 개략적인 조사내용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함

AP : 응용시스템, DB: 데이터베이스, Infra: 시설장비, 하드웨어 등, OR: 조직과 업무

구분 주요 현안
개선방향

AP DB Infr OR

교통

기존의 교통정보수집체계 미흡

교통정보실시간 제공체계 필요

도로건설, 교통제어 등에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체계 미흡

축제, 문화관광 연계 주차장 정보 제공 추가

서비스

환경
대기, 수질 등 도시차원의 상세환경정보 수집

환경오염 및 도시환경의 질 정보제공 미흡

안전

실시간 지령체계 미흡 등 CCTV운용의 문제점

사전 예측적 방범 방재 기능 필요

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민간보안업체 등

협업체계 미흡

시설

물

도시정보 통합 연계모델 부재

시설물 원격관리와 과금 등 운영체계 부재

기존 정보시스템 분야별 개선 사항

구분 내 용
부
합

비고

도시정보
• 2D, 3D GIS DB 갱신(구축) 기술 활용

• Web, Mobile GIS 서비스를 위한 기술 활용
상

선진사례에서

GIS서비스

증가추세

응용

솔루션

• 업무 특성별 분석전문 모델링 툴 활용

• BPR에 의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연계 고려
상 통합플랫폼 연계

DB
• 멀티미디어 DB구축 고려

• 데이터 백업환경을 위한 이중화(RAID, SAN)
상

통합DB 모델

수립계획

H/W

• 운용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성능분석, 

통합개선관리를 위한 IT자원관리기술 고려

• 시스템 장애를 고려한 Dual 환경 고려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차원에서 도입계획

N/W
• BcN 구축

• 모바일 정부지원을 위한 VPN, CDMA 도입
상

유무선통합 인프라

활용 기반 구축

보안
• 인터넷 접속 및 통합적 보안인증권한 활용

• 중앙집중적 통제방안 고려
중

통합보안체계

수립계획

전자정부

포털

• 유관기관 연계기술도입(SOA, ESB)

• 민원 Non-Stop서비스를 위한 포털 추진
중

통합플랫폼

수립계획

아웃소싱
• 생상선과 기술의 적시성 적용

• 아웃소싱관리 조직, 인력, 정책개발 필요
중 운영방안 수립 필요

8대 기술분야별 메가트렌드 부합성

상 : 기존정보화의 연속성이 높고, U-City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 기술
중 : 도입 적정성과 구현가능성은 높으나, U-City 성공적 수행에 일부 영향을 주는 기술
하 : 특화된 일부 기능을 위해 도입되는 낮은 영향력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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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분석 관점별 결과 종합)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정책적 타당성은 기 추진 정보화와 부합성, 주요기술 구현가능성, 기술관리의 체계 3개 관점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아키텍처, 기술적 위험성 등으로 단순화 시켜 종합 분석함

분 야 구 분 분석 결과

정보기술 아키텍처

IT메가트렌드 부합성 • 지자체 도시운영 업무처리 혁신을 위한 전문 응용솔루션 적극 도입 및 활용계획 구체화

인프라 정합성

• 정보기술인프라 계획‧획득‧유지‧개선 업무의 전담 조직 필요
• 개발언어,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의 표준수립
•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스템간 연계 정의 및 관리 체계수립과 통합데이터 모델 개발 및 이에 근거한 DB 

구축 및 관리 진행

백업체계
• 효율적인 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의 도입
•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히 업무 전환을 할 수 있는 백업체계 구축

ITA
• 통합플랫폼을 SOA기반 ESB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각 정보시스템 별 구체적인 아키

텍처 산출물을 만들어야 함

관리 아키텍처

표준화된 정책, 관리 및 도구 •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 사업관리 방법론의 개발 및 숙지 필요

기술의 외부 의존성 • 향후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계획 수립 필요

기술적 위험성

정보시스템 이전 작업 • 정보 자원 통합을 위한 이전 작업은 이전 기술력 향상과 관련 장비의 발달로 위험성이 감소

네트워크 환경 변화
• 업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환경 변경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트래픽 분량에 따른 증설로 위험성

제거

보안성 •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함으로 보안성 강화

SOURCE : 효율적인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정보 통합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재구성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정충식 )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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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공정보화 관련 경제성은 내부적으로 업무효율성 증대와 대외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 관점에서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도시통합운영 센터의 경우 고객서비스 개선 부문에 대한 측정이 곤란함으로 내부적인 업무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두어 효과를 분석함

중복 투자
회피 효과

자원최적화
효과

경제적
타당성

연간 점유공간
확보비용 효과

• 저활용 장비의 통합으로 공간 비용 감소 및
재활용 효과

• 보안수준을 향상함으로 침해사고로 인한 피
해비용 감소 효과

• SMS, NMS, ESM, 공통인프라 구축
등의 독자구축 대비 비용 절감 효과

• 기존에 분산되어 배치되었던 정보
자원 점유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

• 공간에 따르는 여유 공간의 재활용
으로 공간의 임대 기회비용

경제적 타당성 분석 주요 효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기존 상황실의 통합으로 유지보수 비용
의 절감, 중복투자 회피로 인한 비용 절
감,  공간비용 감소 및 재활용 효과, 보안
비용 감소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 ISP, 지역통합
정보센터의 경제성 분석 연구 및 타 U-
City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조사 결과에서도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 되었음

이에, 오산시 또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
축에 대한 효과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었다”라고 할 수 있
음

SOURCE :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정충식 )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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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별관제와 통합관제 시 경제적 효과 비교)

기능복합형 통합관제 유형으로 대안 선정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해 개별관제 방식에 비해 통합관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 경제적 효
과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관제

통합
관제<<

중복 투자 방지 및 투자비 절감
- 통합 플랫폼 중심의 구축 및 장비, 

인원의 공동 활용 가능

통합 운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

업무 공조체제 구축 용이

다양한 부가 정보의 활용성

안정적 센터 운영

개별
관제

통합
관제

개별
관제

통합
관제

개별
관제

통합
관제

투자비절감 유지비절감 운영인력

-52% -11% -81%

48% 89%
19%

장애발생율 보안사고감소 자원재활용

통합 관제

- 0.6
백만원

/ 월

개별
관제

통합
관제

개별
관제

통합
관제

-73% -53%

27% 47%

경제적 효과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 사례

운영 효율성

SOURCE :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 ISP
- 정부의 48개 전산 시스템 통합
- 3개의 통합전산센터 구축
- 센터 구축, 통합 운영 부문은
도시관제센터 사업과 내용 유사



491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4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전광역시 정보자원통합관리센터 예시)

대전광역시 정보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의 경제적 효과는 2015년까지 약 400억원, 2020년까지 약 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분석되었고, 센터의 운영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매년 약 15억원의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SOURCE : 대전광역시 정보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ISP 수립 (2007.10)

분 야 구 분 분석 결과

구매력 증대 효과 유지보수비 절감 효과

효과산정근거 : 대량 계약에 의한 절감 금액은 자사취득비 혹은 유지보수비의 5% 수준의 계약 금액
절감 효과가 있음 (Gartner 참조)

2015년 까지 통합을 통한 시청 및 사업소, 상황실 및 구청의 유비보수비 절감액은 약 22억원
(상황실은 9.15억원)

2020년 까지 통합을 통한 시청 및 사업소, 상황실 및 구청의 유지보수비 절감액은 약 66.9억원
(상황실은 28.6억원)

중복투자 회피 효과

보안관제센터

효과산정근거 : ESM전문업체의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비용 참조

가정 : 정보자원통합관리 입주 대상 기관은 규모와 상관 없이, 통합보안관제센터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함

독자구축비용은 약 19.8억원, 통합구축비용은 약 5.1억원으로 약 14.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음

EMS

효과산정근거 : SMS, FMS, 서버 등 개별 구축과 통합 구축 시 차이가 나는 부문을 비교함

가정 : 기관 별로 EMS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을 가정

독자구축비용은 약 22.9억원, 통합구축비용은 약 1.5억원으로 약 21.4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음

자원 최적화 효과

공간 재활용 효과

서버 1대당 재활용 공간 확보는 5.4m²/1대

3.3m² 당 평균 임대료는 약 70만원 (근거:한국 감정원 “오피스, 매장용 빌딩 임대료 조사”)

약 62대 감소 효과 = 5.4m² X 62대 X 700,000 / 3.3m² = 약 71,018 천원으로, 공간 재활용 효과는
년간 약 71백만 원

2010 입주 예상 시 2015년 까지 약 3.5 억원, 2020년 까지 약 7.1억원의 공간 재활용 효과가 있음

공간 재사용 효과
3.3m² 당 평균 임대료는 약 70만원 (근거:한국 감정원 “오피스, 매장용 빌딩 임대료 조사”)

2015년 까지 약 20.6억원, 2020년 까지 약 38.4억원의 공간 재사용 효과가 있음

보안성 효과
개인정보 침해비용 절감

효과

전제사항 : 대전광역시 인구 146만 명 중 심각한 보안사고로 개인정보침해 피해의 대상을 최소
0.1%로 산정하고, 법원 판결을 고려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1인당 50만원으로 산정함

2015년 까지 약 320억원, 2020년 까지 약 658억원의 개인정보침해 피해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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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5 구현 방향 종합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비용최소화, 발전가능성 및 서비스의 고도화 측면을 고려하여, 오산시 기존 운영상황실과 U-City 운영센터의 통합
적 모형으로 구축함

기존 개별 운영 상황실의 통합을 통해 U-City 센
터와의 기능적 중복 제거

상황실 통합에 의한 업무 연계성 확보

통합 운영에 대한 절차, 인력, 조직 구성을 통한
비용 최소화

비용최소화비용최소화

오산신도시 U-City 구축에서 세교3지구, 구도심, 
가장산업단지, 뉴타운 등 오산시 개발 계획 기반
전체 서비스 제공으로의 발전가능성 제고

관리/운영 대비 현장시설물 현재 포화 상태이며, 
지속 증가 예상(방범CCTV 16대추가 설치 예정). 
따라서 관리/운영 대안 수립

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

통합적 도시상황관제 체계 수립을 통한 물리적
공간 분리에 따른 운영조직 분리 문제 극복

정보의 통합활용을 통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및 방범, 교통 등 업무 연계

운영인력, 운영체계 부재 등 도시관리 전문성 부
족, 따라서 표준화 및 전문성 있는 체계 수립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고도화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고려사항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향

U-City 운영센터
(교통, 환경, 시설물 등)

오산시 기존 운영상황실
(불법주정차, 방범 상황실등)

통합·연계형 기능복합
통합센터 구축

서비스
수준제고

경제성
향상

안정성
확보

효율성
제고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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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5 구현 방향 종합 >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의 통합 관제 및 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확장이 용이하고, 정보공동이용과 안전성이 확보
되어 U-City 핵심 기반 인프라로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효율적인 도시통합 관제 및 관리 확장성 고려 U-City 핵심 인프라 구축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추진방향 추진전략

통합연계

물리적으로 통합
가능한 정보 시스템은
위치 통합하고,통합되지
않는 정보시스템과는
정보 연계를 통해
논리적으로 통합

기능복합
통합센터

통합플랫폼 기반의
도시관제기능 및
지능형 도시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오산시 전역 고려

지구별 단계적 개발
시간차를 고려한
구축
구도시, 뉴타운, 
산업단지 등 오산시
대부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계획 기반
연계 방안 확립

통합서비스 제공 및 확장이 용이한
통합·연계형 기능복합 통합센터 구축

구축측면 운영측면

단계별 구축 기반
1~3지구 동일 센터

사용 설계

인근 지역 연계 가능
모델 설계

최적 입지선정

및 공간설계

안정적, 효율적

기반 IT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운영조직 구성

최적의
운영 절차 수립

직무 특성을 고려한

운영 인력 구성

민 관 협력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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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5 구현 방향 종합 > 추진 시 고려사항

도시통합운영센터 추진 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아키텍처 설계,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다음의 고려가 필요함

설계 시 고려사항설계 시 고려사항 구축 시 고려사항구축 시 고려사항 운영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운영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오산신도시(세교1,2지구)뿐만 아니라 향
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산시 전체
가 고려된 U-City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방형 서비스
기반 환경체계 확립

방대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안 유지

기술적인 도입 적정성 및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안정성 확보

오산시 U-City 사업의 도시통합운영센터
부문 설계 범위는 U-City 서비스를 위한
기반설비, 시스템, 솔루션 등에 한함.

오산신도시(세교1,2지구)뿐만 아니라 향
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산시 전체
가 고려된 U-City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방형 서비스
기반 환경체계 확립

방대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안 유지

기술적인 도입 적정성 및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안정성 확보

오산시 U-City 사업의 도시통합운영센터
부문 설계 범위는 U-City 서비스를 위한
기반설비, 시스템, 솔루션 등에 한함.

세교 1,2,3지구의 택지개발 일정 및 도시
개발 계획의 확정 및 미확정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일정, 
위치, 규모 등 고려

뉴타운 사업, 가장 산업단지 등 연계 대
상을 유기적으로 고려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확정시 건축사업
과 일정/업무범위에 대한 협조체계 필요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실시 : 현재
우선 고려되는 입지는 녹지공간이며, 이
를 위해 주관부서인 농림과 업무협조 필
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시 신도시 사
업본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

세교 1,2,3지구의 택지개발 일정 및 도시
개발 계획의 확정 및 미확정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일정, 
위치, 규모 등 고려

뉴타운 사업, 가장 산업단지 등 연계 대
상을 유기적으로 고려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확정시 건축사업
과 일정/업무범위에 대한 협조체계 필요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실시 : 현재
우선 고려되는 입지는 녹지공간이며, 이
를 위해 주관부서인 농림과 업무협조 필
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시 신도시 사
업본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

도시통합운영을 위한 재정적 확보방안
고려

u-서비스 중 공공서비스는 수익모델 확
보가 어려움

개별 운영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조직 설계

민간에 위탁 또는 위임 등 아웃소싱에 대
한 고려

운영/관리조직의 혼선발생 가능성

부문별 운영비 부담주체에 관한 혼선발
생 가능성

도시통합운영을 위한 재정적 확보방안
고려

u-서비스 중 공공서비스는 수익모델 확
보가 어려움

개별 운영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조직 설계

민간에 위탁 또는 위임 등 아웃소싱에 대
한 고려

운영/관리조직의 혼선발생 가능성

부문별 운영비 부담주체에 관한 혼선발
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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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2.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 방향

2.5 구현 방향 종합 > 목표 시스템 개념도

도시통합운영센터는 U-City 사업의 핵심적인 기반 인프라로, 본 사업의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은 상황실 중심으로 통합연계 기능복합
형의 구성으로 진행됨

U-City 상황실(교통, U-City상황실) 안전(방범/재난)상황실

교통 관제(교통상황, 불법주정차 등)
실시간 도시시설(교통, 환경 등) 모니터링
U-City 통합관리
모바일 현장지원

도시 안전 관련 시설 모니터링
실시간 재난정보관리 체계
재난종합상황실 지원체계

통합플랫폼

통합DB GIS(2D, 3D)

정보자원관리

교통 안전 환경 복지 시설물 포털 …

시스템운영관리(H/W, S/W, N/W) 보안 백업 복구 지원

사용자

담당공무원/
연구원/운영자

일반시민

채널

PC

Kiosk

VMS

Media 
Board

Mobile

유관기관

병원

도서관

복지관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정보수집

CCTV RFID/센서시설물 단말기

기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모니터링 외부기관 연계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개요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3.3  공간 부문

3.4  기반 설비 부문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3.6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비용

1. 개요

2. 구현 방향

3. 구축 방안



구현방향 수립 운영방안 수립

3.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개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오산시 전체가 고려된 최적의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를 선정하고, 공간설계, 규모산정, 기반설비 및 기반 시스템 등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정의 및 제반 요건에 대한 분석 등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함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환경분석환경분석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구축방안 수립

입지선정, 설계고려사항, 제반 요건 분석 등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최상의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기반 확립

접근성, 경제성, 확장성 등에
대한 타당성 고려, 최적의 입지
선정

입지 선정

전기부문 계획

공조설비 계획

소방 설비 계획

통합 배선 계획

기반설비 부문

통합 방안 및 정보보호 방안

상황판, 센터 시설물관리 시스
템 구성 방안

서버/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통합플랫폼 등 기반 소프트웨
어 구성

기반 IT인프라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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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업무 별 각 실의 용도 정
의 및 소요 공간산정

공간 평면 구성

인테리어 및 내부 구성 방안

공간 부문



주변
도시

3.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개요 > 개발 시간 차이를 고려한 단계별 구축방안 (1/2)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시 오산시의 단계별(지구별, 지역적) 개발을 고려함으로써, 유연한 확장성 및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하고, 궁극적으로 오산시 전체의 안정적 도시관리와 오산시 거주민 전체가 편리한 u-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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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도입기)

오산신도시(세교 1, 2, 3지구)

2단계 (확장기)

가장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 확장

3단계 (안정기)

오산시 전체 및 주변 도시 연계

~2014 ~2020 2020이후

오산신도시 및 오산시 단계별 개
발 시간 차를 고려하여 도시통합
운영센터의 단계별 구축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오산시 전역으로 단계
적인 서비스 확장을 통하여 오산
시 거주민 모두가 도시통합운영센
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변
도시

주변
도시

가장
산업
단지

뉴타운

구도심



초기 고려 또는 재검토 요구 높음 단계별 고려도 높음 단계별 고려도 낮음

3.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개요 > 개발 시간 차이를 고려한 단계별 구축방안 (2/2)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시 오산시의 단계별(지구별, 지역적) 개발 시간 차이를 고려해야 함. 단, 최초 입지선정이나 도시통합운영센터
의 공간설계는 확장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오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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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 위치선정 공간설계 상황실 기반설비 통합플랫폼 기반 IT인프라 네트워크 운영관리체계

1단계

2,3단계 해당사항없음

주 1)  1단계 – 오산신도시 U-City 구축/ 2단계 – 가장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 등 확장 / 3단계 – 오산시 전체 및 주변도시 연계

전부문
(위치선정~운영관리체계)

• 도시통합운영센터는 1단계의 계획수립 및 설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 부문(위치선정, 공간설계, 상황실, 기반설비, 
기반IT인프라 등)에 걸쳐서 확장가능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모델 수립이 이뤄져야 함

위치선정

•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위치는 구축 이후에 변경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1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해야 함
• 1단계 내에서도 세교 1,2지구간 준공시점에서 3년의 시간차 발생, 세교2지구 지역이 최종 입지로 결정될 경우 세교 1지구 서비스를 위한

임시센터가 필요할 수 있음
• 세교 1지구의 경우 지구개발 실시설계 완료, 2009년 8월 최초 공공주택 입주 계획으로 건설 중으로 임시센터를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 3단계 구축 시 주요 고려사항

1단계 구축 시 주요 고려사항

공간설계 •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수익모델 요소로 공간 임대를 고려한 공간설계 가능성 존재

상황실 • 단계별로 상황실에 대한 보완/변경 필요(3지구, 가장산업단지, 뉴타운 등 공간적 확대 및 서비스 확대 시에도 고려되어야 함)

기반설비(통제 등) • 기반설비 중 통제 및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기술의 발전과 운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

통합플랫폼 • 타도시의 U-City와의 연계 및 추가 서비스 발생으로 인한 통합 플랫폼의 보완 작업 발생

네트워크 • 서비스 확대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보완 필요

하드웨어 • 데이터 백업이나, 정보보관 및 제공량의 증가로 인한 하드웨어 Upgrade 필요

운영관리 체계 • 오산신도시 모든 서비스가 구축되는 2015년에는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3.1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개요 >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 구성 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시 단계별 개발 시간 차를 고려, 궁극적으로 오산시 전지역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 및 구축 일정을 수립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계획하여 모델수립을 함으로써 구축 및 운영 시 발생 가능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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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오산 세교 1지구, 2지구, 3지구 및 오산의 타 개발지구의 사업 일정 고려 경제성, 확장성 및 효율성이 높은

도시통합 운영센터 구축

향후 오산시 개발 계획 기반 오산시 전 지역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규모의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개발 시간 차 고려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 구축

개발 시간 차 고려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 구축

기 운영 상황실의 단계적 통합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오산시의 통합적인 도시관제 및 관리 역할 수행

교통, 안전 등의 관제 및 u-서비스 서버의 통합적인 서버 및 스토리지 산정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서버 및 스토리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확보

통합 대상 서비스 서버의 에너지 효율 및 장비 통합을 위해 H/W 및 S/W 규격 통일

물리적 공간 통합물리적 공간 통합

U-City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기 구축에서 통합플랫폼 적용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BPM, 상황인지 시나리오 등의 세부 기능 정의 및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화

통합 DB 구축, 각 서비스의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수립

표준 개발 지침, 단일화된 개발 방법론 적용 및 공통 개발 도구 사용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 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 단의 통합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 구성 방안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개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입지선정은 오산 세교 1지구와 2지구의 입지 가능 모든 지역을 선정하고, 정보 수집, 배포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의
고유 기능 수행이 용이하며, 향후 지구 개발 단계 고려, 안정적인 운영과 최적화된 구축 비용의 입지 안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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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오산신도시 1,2지구 이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

은 문제 발생으로 배제함

1)토지매입 비용 ,

2)공공정보통신망 시설관련 비용 ,

3)도시통합운영센터의 신축비용이 오산신도시

개발 수익의 일부를 개발지구 주민을 위해 사용

하는 비용

오산신도시 1,2지구 이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

은 문제 발생으로 배제함

1)토지매입 비용 ,

2)공공정보통신망 시설관련 비용 ,

3)도시통합운영센터의 신축비용이 오산신도시

개발 수익의 일부를 개발지구 주민을 위해 사용

하는 비용

입지적
타당성

주민 접근 용이주민 접근 용이

공간 확장 용이공간 확장 용이

공공시설 부지공공시설 부지

기관 연계 기능기관 연계 기능

기술적
타당성 보안유지보안유지

서비스 중심지서비스 중심지

인프라 설비인프라 설비

경제적
타당성

운영 비용운영 비용

확장 비용확장 비용

수익모델수익모델

건축 비용건축 비용

제약사항
법 제도 제약사항법 제도 제약사항

개발 시간 차 등개발 시간 차 등

1단계 검토( 센터 입지 가능지역) 2단계 검토(타당성 분석) 센터 입지 안 제시

대안

대안

“향후 오산시 전 지역 서비스를 고

려하고, 개발 시간 차 및 오산시의

대부문의 지역이 개발 대상지인 특

성을 감안, 최적의 입지 대안 제시”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입지 선정 기준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관제 및 관리, 최적의 서비스가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U-City 핵심 인프라로서 기술적, 경제적 요소 및
법적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요건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후보군을 도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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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구분 검토 내용

입지적

타당성

기관 연계기능 • 각 연계 기관 밀집 또는 근접 지역

주민 접근 용이
• 주요 시설 인접, 도로인접 및 교통 여건 등 주민 접근이

용이하며, 유동인구 또는 정주인구가 많은 곳

공간 확장 용이

• 단계별 개발에 따른 서비스 확장에 대응한 공간 규모 산정

• 향후 이전 가능성 고려,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초기 위치

선정

공공시설 부지 • 공공서비스 중심의 기반시설로서 공공시설 부지에 입지

기술적

타당성

인프라 설비
• 정보통신인프라 구축비 절감 및 설비 확장 등을 고려하여

백본망에 입지

보안유지 • 통신망, 출입보안 등 사전 정의된 보안체계 구축

서비스 중심지

• 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고려한 입지 선정

• 향후 u-서비스 지역의 확장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지

선정

경제적

타당성

건축비용 • 신규 건축비 발생

확장비용 • 단계별 확장에 대응하여 설계되어 확장 비용 최소화

수익모델 • 공간임대수익 등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수익모델 발생 가능

제약사항

법/제도 상 제약 • 법^제도적 제약사항 고려

기타 제약
• 위험물 처리 시설과의 원거리, 저지대 및 연약지반 지형을

피함

입지 후보지 선정 조건 입지 평가 요소

접근성

• 도시민/유관기관 관계자의 편리한 접근

경제성

• 망구축비용, 수익모델 실현, 구축/확장비용

연계성

• 공공행정업무와의 연계 용이한 위치

위치성

• 오산시 중심위치 및 보안 가능한 위치

확장성

• 시스템적, 공간적 확장의 용이성

효율성

• 공간활용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안전성

• 자연재해, 기능저하 요인 등에서의 안전성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후보지 분석 (입지 평가요소 기반 분석)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1단계 대안 지점에 대한 부지 특성 및 상세 분류 내용을 제시하고, 2단계 입지 후보지 선정 조건에서 도출된 접근
성, 경제성, 연계성, 위치성, 확장성, 효율성, 안전성을 평가 요소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여 입지 후보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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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구분 부지특성 상세분류 접근성 경제성 연계성 위치성 확장성 효율성 안전성
총점

(21점)

1안 공공부지
공공청사 임대

(주민센터)
3 3 3 1 1 2 3 16

2안 공공부지
공공시설 임대

(여객터미널)
2 1 2 1 1 1 1 9

3안 공공부지 공공건물 신축 3 3 3 2 2 3 2 18

4안 공공부지 공원 녹지 3 3 3 2 1 2 3 17

5안 공공부지
공원^녹지

(신축)
3 2 2 2 3 3 3 18

6안 공공부지
공원^녹지

(신축)
3 2 2 3 3 3 3 19

7안 공공부지
공공시설 임대

(도서관)
3 3 2 3 1 2 3 17

8안 공공부지
공원^녹지

(신축/임대)
2 2 2 3 3 3 3 18

9안 민간부지
도시지원시설

(민간 임대)
2 1 1 3 1 1 2 11

10안 공공부지
공공청사 임대

(주민센터)
1 2 3 1 1 1 1 10

평가점수 : 3점(상), 2점(중), 1점(하)

1
2

5
4

9

10

6

8

7

3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후보지 분석 (1차 후보군 도출)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7가지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 대안으로 입지 후보군을 도출하
고, 각 입지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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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구분

세교 1지구 세교 2지구

4안 : 공원 부지 신축
3안, 5안 : 신축

(공원, 공공청사부지)
6안,8안: 공원부지 신축 7안: 공공시설(도서관) 임대

장점

• 세교1지구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연계성
높음

• 서비스의 공공성 부각 가능

• 세교1지구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함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기 용이함

• 향후 오산시 전체 대상 확장
이 용이함

• 도시통합운영센터 공간 임대
등 부가기능 계획이 용이함

• 서비스의 공공성 및 체감형
부각 가능

• 교육, 문화복지관련 서비스
제공이 용이함

단점 •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음

• 공원부지의 경우 세교 1지구
실시설계 완료로 인한 설계
변경 어려움

•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주변환경 상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음

• 세교 2지구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센터 운영 또는
조기 건축 필요

•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세교2지구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 센터 운영 또는
조기 건축 필요

사례 • 대전도안지구 신축

• 수원 광교의 경우 센터 전용
건물 신축

• 행복도시(특구개발) 운영비
수익모델 포함 건물 신축

• 수원 광교의 경우 센터 전용
건물 신축

• 행복도시(특구개발) 운영비
수익모델 포함 건물 신축

• 화성동탄 KT전화국을 임대하
여 운영 중(구축사업자 민간
시설)

비고

• 공원^녹지부지의 용도변경 필
요

• 공원^녹지부지의 용도변경 필
요

•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용도변
경 불필요

• 세교2지구 택지개발 설계에
내용 반영 필요

• 공원^녹지부지의 용도변경 필
요

• 도서관 설계 시 내용 반영 필
요



4

6

7

3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후보지 분석 (개발 시간 차를 고려한 분석)(1/2)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세교1지구와 세교 2지구간의 준공시점 기준으로 3년의 개발 시간차가 발생,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센
터 뿐 아니라, 세교 1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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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구분 전용건물여부 고려대상 상세내용 평가1 평가2

세교1지

구

1안 입주 O

• 주민센터 설계 시 센터 임대 공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
되어야 하며, 임대비 발생

• 오산시 전지역 서비스 고려 시 상대적 외곽지
• 향후 2지구 센터 구축 시 이전 비용 발생
• 이전 시 서비스 중단 상황 발생 가능

16/21 2

12안 입주 O

• 오산신도시 현장 사업소(한국토지주택공사) 임시센터
운영

• 오산시 전지역 서비스 고려 시 상대적 외곽지
• 향후 세교 2지구 센터 구축 시 이전 비용 발생
• 이전 시 서비스 중단 상황 발생 가능

- 2

3안

공공청사부
지

전용건물
O

• 공공청사 부지 센터 구축, 초기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인근 동탄 산업단지 예정 지구 인접
• 주변여건 및 부지면적(3003㎡)은 센터 확장에 장애

예상

18/21 2

4안 입주 O
• 세교1지구 구축 시 2지구에 통신망, 센터 설계 및 구

축
16/21 2

세교2지

구

6안

공원부지

전용건물신

축

O

• 세교1지구 구축 시 2지구에 통신망, 센터 설계 및 구
축

• 도로 인접 지역, 주변 도시기반 시설 활용 용이
• 서비스 제공 효율성, 운영성 및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

19/21 3

7안

공용건물

신축 또는

입주

O
• 세교1지구 구축 시 2지구에 통신망, 센터 설계 및 구

축
• 도로 인접 지역, 주변 도시기반 시설 활용

17/2
1

2

지구 외 11안 N/A X
• 기 운영 상황실 또는 시청 내 장비/시스템 증설
• 현황분석 결과 현 공간 포화 상태로 공간확보가 어려

움
- -

11

12
세마동주민센터 LH-오산 현장사업소

공공시설부지

가감이산북쪽 공원부지

도서관부지

1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후보지 분석 (개발 시간 차를 고려한 분석)(2/2)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신도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택지개발지구의 개발 시간 차 문제 극복을 위해 U-City 준공일자 조정, 임시센터 운영 후 센터 건축
시 이전, 세교 1지구 U-City 구축 시 세교 2지구 센터 건축 부지까지 통신인프라를 확보하여 센터를 건축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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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방안 설명 비고 운영형태

U-City 준공일자 조정

세교 1지구 U-City 준공을 도시통합운영센터
준공일(2012년 초) 이후로 조정

추가적인 소요비용은 없으며, 설비의 이전에 대한
설비파손의 위험 방지 가능

조성원가에 센터에 대한 부문
이 포함되어 준공 연기에 따르
는 민원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
음

공공시설
부지 건축

세교

1지구

세교 1지구의 공공시설 부지에 세교 1지구 U-City 
구축 시 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용 발생

내삼미동 649답 일원(2,871
㎡)

오산시 및 관련부서 협의

세교

2지구

세교 2지구의 공공시설 부지에 센터 건립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사전 확보 및 택지개발계획에
반영 필요

현재(‘09.05) 6개 곳의 공공시
설부지 계획

오산시 및 관련부서 협의

공원녹지 건축

세교 1지구 근린공원6호부지에 센터 건립

공원관리시설로 허가 필요 공원관리사무소 포함

세교 1지구 구축 시 세교 2지구 좌, 우측 도로를
활용한 통신만 우선 구축

택지개발계획 변경 반영함

오산시 및 관련부서 협의

세마동 주민센터 이용

임시센터 운영

세교 1지구의 세마동 주민센터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센터 구축 후 이전 시 비용 발생

추가소요비용

- 센터이전비용(보험료포함)

- 임시센터 구축비용

오산신도시
현장사업소(LH) 이용

임시센터 운영

임시적으로 통합운영센터 구축

전산센터 관련 인프라가 없으므로 보안상 취약할 수
있음 개발 사무실을 보안 강화하여 임시센터화

하는 방안 고려

센터 구축 후 이전 시 비용 발생

추가소요비용

- 센터이전비용(보험료포함)

- 임시센터 구축비용(물리적보안, 
통신망 등)

임시센터

오산신도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신도시
통합운영센터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최종 입지 권고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성,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및 오산신도시 개발 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세교 1지구 구축 시점 시 세교 1지구의
근린공원6호에 공용건물 신축을 최적의 입지로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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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전략 단계별 입지후보 세부내용
우선순위
(평가점수)

비고

1)세교 1지구 구축 시
공공시설입주(임시센터)

2)세교 2지구 구축 시 공원부지
전용 건물 신축

(4안) (6안)

• 세교 1지구 내 소방서에 임시 센터 구축

• 세교 1지구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가능

• 임시센터에 대한 구축비, 운영비, 이전 비용 발생

• 향후 이전 시 서비스 중단 상황 발생 가능

4

(18/24)

• 서비스의 공공성 부각

• 소방서와 협의 필요

• 설계 시 내용 반영

• 소방서 경우 통신망과 연
결 공사 필요

1)세교 1지구 구축 시
근리공원6호 부지에 전용건물
신축

2)세교 2지구 구축 시 서비스
확장 운영

(4안)

• 공원^녹지에 공용건물 구축

• 공간임대 등 수익모델을 통한 운영비 확보

• 종합의료시설 및 도서관 계획 부지, 도로와 인접 시민의
접근 용이

• 공원관리사무소 겸용 및 공원 관리 기능 포함

• 세교 1지구 구축 시 세교 2지구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통신망 설계/구축 선행 필요

1

(22/24)

• 초기구축비용

• 향후 단계적 확장성, 운
영성, 경제적 비용 측면
등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

1)세교 1지구 구축 시
공공시설부지(도서관)에 입주

2)세교 2지구 구축 시 서비스
확장 운영

(7안)

• 공공시설(도서관) 신축 시 공용 입주

• 초기 구축비의 장점이 있음

• 공공시설(도서관) 입주 형태일 경우 임대비 발생

• 공공시설(도서관) 설계 시 센터 내용 적용 필요

3

(19/24)

• 공용시설 임대 형태의 경
우 단계적 확장성, 운영
성, 경제적 비용 측면의
한계성

1)세교1지구 공공청사 부지 신축 (3안)

• 세교 1지구 2공구의 공공청사 부지에 전용건물 신축

• 세교 1지구부터 안정적인 u-서비스의 운영

• 인근 동탄 산업단지 예정 지구 인접

• 주변여건(주택 및 도로 부지) 및 부지면적(3003㎡)은 향
후 센터 확장에 장애 예상

2

(20/24)

• 초기구축비용

• 공공청사부지, 별도의 용
도변경이 필요없음



3.2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 선정 >최종 권고안 적용 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전략에 따라 도출된 최종 권고안인 가감이산 북쪽 공원부지에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기반시설(전기, 상/하
수, 가스 등)을 확보하고 택지개발과는 별도로 건축을 우선추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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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방안

토지이용계획상 센터 후보지 후보지 현황 이미지

구분 내 용

도시

기반

시설

확보

2009년 현재 가장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310번 도로 개통이 완료되어 운행 중

310번 도로를 따라 도시 기반시설 기

구축 되어 있음

후보지는 310번 도로에 인접하여

기반시설 연계가 용이 함

구축 시 임시 혹은 영구 연계를 판단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센터 착공

가능 시점

2지구 택지개발 일정과는 별도로

추진하여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2011년 상반기 가능함

오산시 건축 허가 관련 협조 필요

통신망

연계

2011년 상반기 서부우회도로와 310번

도로의 교차점까지 도로 공사가 완공

되므로 1지구에서 310번 도로로

이어지는 임시 통신망 구축 필요

추진 방안

근린공원
6호



3.3 공간 부문 > 개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공간 설계는 동선 및 관제 업무에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쾌적한 인테리어 기법으로 설계하여 운영요원의 운영 업무에 효율을 극대화 하
고, 추후 공간 및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여유공간을 확보 함

기능성

안정성

효율성

통일성

확장성

상징성

업무 편의성과 정보보안을 고려한 통합 상황
실을 구성하고, 복층으로 적정 시야각 확보

업무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업무별 기능 통합으
로 공간 최소화 설계

주요 공간의 이동동선 최소화 설계로 업무효
율 극대화

추후 공간 및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한 여유공
간 확보

공

간
설

계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여 최
적의 통합운영센터 구성

오산시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에 접목하여 조
화로운 인테리어 설계

친환경적인 소재 적용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
한 환경 구현

인

테
리

어

설
계

방
안

최적의 통합운영
센터 공간구성

보안성 강화 상징성 부여

기능성
강화

지역적 상징성을 부여한
특화 설계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형상화

중요시설 내측 배치
(단계별 보안접근)

유사시 통합상황실 운영

업무효율을 고려한 보행동선 최소화

업무 집중도와 편의성 향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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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간 부문 > 공간 구성 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층별 배치는 기준층을 중층에 두어 주요 기능실을 배치하고, 상황실은 복층구조로 설계하여 상층에 홍보관람실을
구성 함. 또한 하층에는 외부 임대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UPS실은 지하층에 배치 함

[상층]

홍보관람실

상황실

영
상
장
비
실

전
산
기
기
실

항
온
항
습
기
실

소
화
설
비
실

관
리
자
사
무
실

회
의
실

창
고

휴
면
룸

샤
워
룸

운영사무실 세미나실

전기실
(UPS실 포함)

•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상황실 복층
구조 구성

•홍보관람실배치

[중층]

• 통합운영센터 주요 기능실 배치
• 기능실별 적정 층고 고려
• 출입자에 따른 보안 동선 고려

[하층]

• 통합운영센터의 수익 모델을 위한
임대공간 구성

[지하층]

• 전기실, 기계실 등 기반설비실 배치
• 기능실별 적정 층고 고려
• 건물 설계 시 반영

회
의
실



3.3 공간 부문 > 공간 구성 방안 (최소화 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홍보관람실을 대회의실 및 시청각실로 공용하고, 전산기기실에 통신기기, U-City 전산기기, 미
디어랙, 유지보수 공간을 통합하여 활용 함

구분 공간구성(기본형) 역할 및 현황분석결과 공간구성 최적화 방안 공간구성안(복층구조)

상황실

U-City상황실 - U-City 통합상황실
- 교통, 안전(방범, 재난 등), 
공공정보서비스 통합관제

-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용방안 수립 필요

불법주정차단속 오산시청 내 위치 (교통 행정업무)

방범상황실 지구대에서 사후 증빙자료로만 활용

재난상황실 오산시청 내 위치

기계실

전산장비실 상황실 용 서버 팜 보관 전산장비실로 통합 관리
- 유지보수 업무 고려
- 추후 장비 확장 공간 고려
- 사용빈도 낮은 시스템은
콘솔화

통신장비실 통신장비 보관

유지보수실 기계실의 운영/유지보수 업무 공간

영상장비실 분리된 상황실 존재 시 별도 공간 할당 공간 배치 반영 추후 확장 시 여유공간 고려

항온항습기실/공용공조실/소방설비실 장비실 항온항습 유지/상황실 공조 관리 공간 배치 반영 추후 확장 시 여유용량 고려

UPS실 UPS 설치공간 건물 UPS와 업무협조 건물 UPS와 별도로 이중화

사무실

관리사무실 센터장 등 행정업무를 위한 관리 사무실 공간 배치 반영

회의실(소,중) 운영요원 회의공간 공간 배치 반영

미디어랙실 각종 서류 및 집기 보관 공간
효율적인 수납배치로 공간 절감

창고 비품 및 예비품 보관 공간

관람실 홍보관람실 방문객들의 관람 및 브리핑 공간
비 관람 시 대회의실 및
통합상황실로 활용

편의시설
휴면룸(남/여) 운영요원, 방문객 쉼터 공간 배치 반영 남녀 구분 공간 확보

샤워룸(남/여) 남녀 운영요원 샤워 및 탈의공간 공간 배치 반영 남녀 구분 공간 확보

기타

세미나실 통역/번역 등 기능 확보, 대여가능 공간 공간 배치 반영

운영 사무실 운영요원 사무공간(임대방식) 공간 배치 반영

기타 임대공간 문화, 편의시설(u-Café 등) 등 임대공간 - 홍보물 전시 병행

상황실 통합운영상황실 통합운영

통합 관리통합 관리

통합 관리통합 관리

상황에 따른 공간 활용상황에 따른 공간 활용

511



512

3.3 공간 부문 > 기능실별 용도 및 면적 산정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필수 기능실별 용도 및 면적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
축설계 시 반영 함 구분 공간 면적 비고

상층

홍보 관람실

109 33

공간 절약을 위한 다중 활용 방안 적용

영상상영 기능

수용인원 25명, 회의공간 인원4.36m2(1.32평)

대회의실

시청각실

중층

상황실 200 60.6

교통, 방범, 재난, U-City 통합 상황실

관제 운영조직 예상 – 약 31명

구분 공간 경찰(2명), 소방(1명)

관리자사무실 41 12.4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자들의 행정업무공간

영상장비실 78 23.6 항온항습기, 랙 등

중회의실 49.5 15.0 운영사무 회의용 공간

공간구성 고려하여 회의공간 수 결정 필요

회의공간 산정 4㎡/인 (수용 8명)
소회의실 39.6 12

전산기기실 250 75.8
공간 절약을 위한 다중 활용 방안 적용

유지보수 공간 등

항온항습기실 39.6 12 항온항습기 수용면적

소화설비실 8 2.4 가스소화설비 전용공간, 항온항습실 경유 출입

창고
46.2 14.0

비품 등 보관 공간

미디어자료, 각종 서류 및 집기 보관 공간미디어랙 실

휴면룸(남/여) 20 6.1 숙직, 야간 근무 등의 편의 공간

수용인원 1명 : 15.12㎡ / 인샤워룸(남/여) 10 3.0

하층

운영사무실 297 90 센터 및 U-City 운영/유지보수업체 사무실
임대

외부 업체 활용 가능 세미나실(수용인원: 
50명)

세미나실 218 66.1

지하층 UPS실 66 20 

공용면적(화장실,계단,복도 등) 281.18 85 • (상층 + 중층 +하층)  x 20%

합계 1687㎡ 511.2평 • UPS실은 건물에 반영하여 제외

*설계 이전에 산정된 값으로, 추후 변경 가능/ (참고)타 도시 센터 사례 및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

지하

일반관람객의 홍보 관
람 및 회의실 등의 공
간으로 구성

인허가 된 사람의 출입
만 허용

통합관제 공간

주요 장비와 유지보수
공간

행정/운영 요원의 사무
공간

관제/운영 요원의 휴식
공간 등

비상전원실

세미나실 등 수익모델을
위한 임대공간

상층

중층

하층



오산시 U-City 통합상황실

3.3 공간 부문 > 상황실 구성 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상황실은 U-City를 비롯한 교통, 방범, 재난의 통합상황실을 구성하며,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고 관
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인간 중심적인 근무 환경을 설계 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설계

통합상황판시스템 고려한 공간 설계

복층 구조 설계로 공간 절감 및 관람의 용이성 실
현

홍보관람실 하단 공간 활용

운영자의 적정 수평, 수직 시야각 확보

외부인 접근 차단 가능한 동선 분리 및 물리적 보
안 고려

공

간
설

계

오산시의 상징 마크 및 색상(청색, 녹색, 주황색)을
활용하여 디자인에 접목함

시의 나무인 은행나무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상
징적 표현

감성공학적 내부 근무환경을 위한 소프트한 분위
기 및 따스한 느낌의 화이트 바란스 설계

전면 큐브월에 포인트로 B.P Glass를 적용한
Clean 이미지 및 모던 스타일 연출 설계

인

테
리

어

효율적인 U-City, 교통, 방범, 재난 통합 상황실 구축

오산시의 특성과 상징적 요소를 접목한 조화로운 인테리어 설계

운영자 중심의 친환경적, 인체공학적 근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U-City, 교통, 방범, 재난 통합 상황실 구축

오산시의 특성과 상징적 요소를 접목한 조화로운 인테리어 설계

운영자 중심의 친환경적, 인체공학적 근무환경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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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상황실의 상황판시스템에 대한 관제 각도는 인체공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수평, 수직 시야각을 고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판 크기 및
관제자와의 거리 등을 설계에서 적용하고,  보안동선을 고려하여 홍보관람실을 복층으로 설계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함

Human factor 수평 시야각

Eye Movement ± 40

Head Movement ± 60

Total ± 100

Human factor 수직 시야각

Eye Movement + 25, - 30

Head Movement ± 50

Total ± 75

[인체공학 근거]
극장 및 관람시설의 경우
관람자의 최적의 시야각은
좌우 120도 이내 권고

최적 시야각

좌우 120도 이내

[휴먼펙터 근거]
Eye Movement 는 40도 이내
Head Movement 이내이며, 
좌우 100도 권고

최적 시야각

상하 60도

[인체공학 근거]
극장 및 관람시설의 경우
관람자의 최적의 시야각은
상하 60도 이내 권고

[휴먼펙터 근거]
Eye Movement 는 25~-30도
이내 Head Movement 50도이며, 
상하 75도 권고

3.3 공간 부문 > 상황실 구성 계획

상황실 후열 52° 상황실 전열 74° 홍보관람실 52°

3
3
°

1
8
°

1
7
°

상황실 전열 33°상황실 후열 18°홍보관람실 17°

수평 시야각 적용 계획

수직 시야각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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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공간구성 및 벽체, 바닥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
도록 설계에 반영함

실용적
인테리어

쾌적한
사무공간

친환경
인테리어

고객만족

상황실 전면 인테리어
측면 및 후면 방음벽체
친환경 자재사용

적절한 가구배치
쾌적한 실내환경
편안한 근무환경 구현

편안하고 실용적인 가구 배치
실용적인 콘솔테이블 구성
실내 공간구성에 따른 적절한 내부배치

쾌적한 상황실환경 조성으로 효율성 극대화

24* 36524* 365일일
안정적안정적 운영운영

가구/집기공사

콘솔 데스크 설치

내부 배선용 TRAY 
설치

견고한 마감 처리용
자재 사용

수납공간 설치

천정/조명 공사

스틸 간접 등

회로분리, 조도조절

일정한 조도 유지
및 간접등 박스
설치

벽체 공사

경량철골 설치

내부벽체는 목조
구조틀 및 이중 석고
보드 시공

흡음 패브릭 방음

일부 도장

바닥 공사

상황실, 회의실
이중마루

카펫타일마감

전도성 타일 마감

중요부문 에폭시 코팅
마감

가설공사

먹 매김

자재 운반

현장 보양

가설 벽체

폐자재 반출

공간 구성

방재장비 배치

근무환경 반영

근무자 동선 반영

유지보수 편리성

근무자 시야확보

3.3 공간 부문 > 인테리어 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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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3.4 기반 설비 부문 > 개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기반시설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각 분야별로 안전성과 신
뢰성이 검증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과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향후 확장을 고려한 전력 확보

정전을 대비한 UPS 및 축전
지 구성

2차 전원, 분/배전반 구축

전기 전용 트레이 설치

난연케이블 사용

전기설비

전산기기실, 영상장비실 항온
항습기 구성

누수방지대책 및 누수감지기
설치

시스템에어컨 구축(항온항습
기 구역 이외)

환기시스템 구축

공조설비

청정 소화약제 패키지 설치(전
산기기실, 항온항습실, 영상장
비실)

소방 기구 설치

차동식 열감지기, 이온화식 연
기감지기 설치

화재 시 방재실, 항온항습기, 
출입시스템 등과 연동

소방설비

포트 추가 및 변경이 용이한
패치판넬시스템 구축

통신전용 트레이 설치(상/하부
트레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비계
획 및 건축적 요소에 대한 계
획

기타 설비

쾌적한

실내환경

구성

친환경

소재의

설비기반

확장성을

고려한

용량산정

효율적인

통합설비

효율적인 관제 업무를 지원하는
최적화된 친환경적 기반설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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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24시간 무중단 운영 환경을 위해 예비전원설비를 구축하고 전산장비실, 영상장비실, 상황실은 필히 UPS 전원을 공급함

3.4 기반 설비 부문 > 전기 설비

구분 내 용

전기 공사
향후 확장을 고려한 전력 확보(전력설비 용량 산정)

UPS실의 UPS 입,출력 메인 배전반 설치

분전함 병렬운전으로 안전적인 전원공급

트래이 전원용, Network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전력/전원간선

UPS동력과 일반동력 구분은 변압기를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함에

따라 결정

전력 사용량 구분은 모자식의 계량으로 구축

접지
1종 접지 : 단독 공통 접지

3종 접지 : 매쉬 형태(각 판넬 및 이중마루 하부 나동선)

UPS

정전 시 바이패스 기능으로 한전 전원으로 무중단 전환 기능

UPS의 동작상태를 원격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구축

UPS 1대당 30분의 축전지 설치

이중화 전원 공급을 위한 UPS 각 라인별 병렬방식으로 구축

전원 정전 시 건물 비상발전기로부터 15Sec 이내에 전원 공급

BATTERY
30분 이상의 충분한 정전보상시간 확보

Battery Rack 제작은 육안 식별에 의한 상태점검 용이토록 제작

기타
U-서비스 상황실 내의 전력량은 건물분과 완전 분리되도록 전력용

계량기 설치(단 사용량에 대해서는 건축물분과 협의)

전기 설비 및 비상전원 구성도

전
산
기

기
실

U
P
S
실

UPS (병렬 운전)
Battery

전력실

랙(시스템 장비)

항온
항습기

분전반

분전반

상황실

STS

적정한 비상발전을 적용하여 서버, 상황실 및 전산기기실의 동력에 적용, 무중단 운영이 가능토록 함

난연 케이블을 적용하여 화재 시를 대비하고 전기실에서 분전반까지는 선로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를 대비함

지하층에 UPS실을 구성하며 백업은 30분을 기본으로 용량을 산정함

적정한 비상발전을 적용하여 서버, 상황실 및 전산기기실의 동력에 적용, 무중단 운영이 가능토록 함

난연 케이블을 적용하여 화재 시를 대비하고 전기실에서 분전반까지는 선로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를 대비함

지하층에 UPS실을 구성하며 백업은 30분을 기본으로 용량을 산정함

설
계
특
징

설
계
특
징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산기기실, 영상장비실에항온항습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Air-Flow 설계를 함

3.4 기반 설비 부문 > 공조 설비

항온 항습기 설비 구성 예시 구분 내 용

항온항습기

소화설비와 연동하여 화재시 냉방기가 자동으로 정지토록 구성

누수방지대책(누수방수턱-건축)

육안으로 누수 감지를 위한 냉방기 설치 부문에 투명 이중마루

설치

실외기와 실내기의 입상 높이는 50M 이내 이어야 함

누수감지기 설치

정전시 발전기 전원 연결로 전원 공급

시스템

에어컨

각 사무실의 발열량에 따른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근무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치

건물용 공조와 별도 구성으로 24시간 효율적으로 운영

환기시스템

상황실, 사무실 등 기타 인원이 근무하는 하는 곳에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건물용 공조와 별도 구성으로 24시간 효율적으로 운영

배관

천장 텍스

바닥 슬라브

RACK

실외기

항온 항습기

누수감지기

바닥을 통한
공기순환

항온항습기
(실내기)

공
조
덕
트

천정 분사 방식

상황실 전산장비실

하부 토출형(DOWN-FLOW TYPE)

전산기기실, UPS, 영상 장비실은 장비의 특성상 항온 항습기 적용

주요 사무공간 및 상황실은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해 환기 설비를 구성하며 자연 바람(유리창) 구성

24시간 운영 특성상 주요 공간에 냉난방설비는 건물 공조화기 외 별도로 냉난방 설비 구성

통합운영센터 구성 시 냉매, 배관을 위한 공간과 실외기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전산기기실, UPS, 영상 장비실은 장비의 특성상 항온 항습기 적용

주요 사무공간 및 상황실은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해 환기 설비를 구성하며 자연 바람(유리창) 구성

24시간 운영 특성상 주요 공간에 냉난방설비는 건물 공조화기 외 별도로 냉난방 설비 구성

통합운영센터 구성 시 냉매, 배관을 위한 공간과 실외기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설
계
특
징

설
계
특
징

상부 토출형(UP-FLOW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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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용서버 및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적용해야 함

3.4 기반 설비 부문 > 소방설비

구분 내 용

자동 소화기기

GAS소화약제 패키지

- 기둥 옆이나 벽에 부착하여 설치

- 가스 방출로 후로아 상부 화재 진압

각종 기구류

수동 조작함

- 입구 문 우측이나 좌측에 설치(높이0.8m~ 1.5m)

- 수동 조작으로 GAS SYSTEM 작동

방출 표시등

- 출입문 상단 중앙 30cm이내에 설치

- 방호구역 내 가스 방출 시 점등

스피커 (자동소화기기 일체형도 있음)

- 출입문 상단 중앙에 설치

- 화재 시 경보음 및 싸이렌 음향을 발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구성

감지기

감지기는 A,B 2개의 교차회로 구성

차동식 열 감지기

- 열에 의하여 작동

- 주위온도가 20도 급 상승 시 작동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인공지능형)

- 연기에 의하여 작동

소화약재 패키지 구성도

방출표시등

GAS 소화약제

연기 감지기

수동 조작반

열 감지기
비상등

유도등

싸이렌

설
계
특
징

설
계
특
징

중요도를 감안하여 관람자의 인화물질은 절대 반입 금지함

전산기기실,  영상 장비실, 항온항습기실, UPS실의 특성상 소화설비는 친환경 GAS소화 약제 적용

화재 시에는 보안 설비와의 연계로 모든 출입문의 락 장치가 OFF이 되도록 함

통합운영센터 단독으로 볼 수 없기에 건축물 구축 시 소방 설비를 구성 하여야 함

중요도를 감안하여 관람자의 인화물질은 절대 반입 금지함

전산기기실,  영상 장비실, 항온항습기실, UPS실의 특성상 소화설비는 친환경 GAS소화 약제 적용

화재 시에는 보안 설비와의 연계로 모든 출입문의 락 장치가 OFF이 되도록 함

통합운영센터 단독으로 볼 수 없기에 건축물 구축 시 소방 설비를 구성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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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TIA-942 표준에 근거하여 성형구조의 통하배선을 구축하며, 전기로부터의 유도간섭 장애를 방지하
기 위해 통신전용 케이블 트레이를 구축함

3.4 기반 설비 부문 > 통합배선 설비

구분 내 용

통신(LAN)

전산장비실내 Network Rack에서 서버 장비별 배선

장비실의 서버와 관제실의 운영 PC와 연결 Network 구성

통신랙으로부터 U-서비스 상황실내 LAN 배선시 주요 간선은 통신

트레이를 이용해서 배관을 하고, 지선은 PVC 덕트나 내부 구조물을

이용하여 정리

통신회선 배선시 전기와 분리하여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

각 층 전구간에 UTP로 배선 안정적 신뢰성 향상

케이블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

커넥터를 제외한 모든 통신회선 설치구간의 배선은 중간 연결점 없이

한 선으로 포설

통신 트레이
통신 트레이는 전기공사 부문에 포함

- 전력과 통신 구분 설치

전산장비실 통합배선 예시

배선관리
(Cable Management)

통신 트레이

배선
설계

배선
설계

서버랙 - 통신랙 – 네트워크 랙 간에는 광케이블 및 UTP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중화 구성

배선은 경로를 달리하여 관리/유지보수 시 서로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

트레이
설계

트레이
설계

상부트레이 : IDF-통신랙간 연결 시 사용

하부트레이 : 통신랙-서버(PC)간 연결 시 사용

전원케이블과 최소 30cm 이상 이격(유도장애 방지)

설
계
개
념

설
계
개
념

통신랙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친환경 저에너지의 저탄소 녹색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건축 설계 시 건
축물의 규모 및 도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

3.4 기반 설비 부문 > 에너지 효율화 방안 (건축적 요소)

구분 상세내역 관련이미지

기본 배치

전산기기실은 북향으로 배치하여 외부 온도 및 복사열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 함

사무공간 등은 남향으로 배치하여 채광을 확보하고 일조량을 최대화할 수

있음

건물주위환경과 자연기후조건 등의 환경 분석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

옥상 정원

태양의 직접적인 복사열을 차단하여 냉난방 효율 상승

정원의 흙 자체가 축열체 구실을 하여 건물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

하중 및 누수에 대한 대책 필요

관리/운영인력 및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중 외피

이중벽 사이의 공기층을 두어 열적 버퍼를 형성해 난방부하와 냉방부하

절감

여름철 중공층에 외기도입에 의한 냉방부하 절감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하는 스크린 효과 가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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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전산장비실의 효과적인 Air-Flow를 위해 전산장비 배치 시 전면은 Cold Aisle을 향하도록 하고 후면은 Hot Aisle을 향하도록 배치함. 또
한 다양한 개구율의 다공판을 전산장비 발열 특성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공조 효율을 높일 수 있음

3.4 기반 설비 부문 > 에너지 효율화 방안 (전산장비실 공조)

효울적인 Air Flow 개념도 Flexible Cooling 시스템

개구율 18%
발열량 1kW 이하에 적용

저밀도 전산장비용

개구율 25%
발열량 1~2.5kW에 적용

중밀도 전산장비용

기존 Chiller를 활용한 국부
냉각시스템 적용

초고밀도 전산장비용

개구율 50%
발열량 2.5~4kW 이하에 적용

고밀도 전산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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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개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안정적인 도시통합 관제업무를 지원

고해상도 및 고화질의 영상 표출

화면 표출의 일원화

입력신호의 다양화

통합컨트롤을 통한 운영관리의 편리성
제공

이중화/확장성 등 무중단 운영방안 수
립

고해상도 및 고화질의 영상 표출

화면 표출의 일원화

입력신호의 다양화

통합컨트롤을 통한 운영관리의 편리성
제공

이중화/확장성 등 무중단 운영방안 수
립

첨단화된 영상시스템

통합 및 이중화 등을 통한 24시간 365일
무 중단 시스템 구현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트워크 구성 필요

융복합 정보수집, 정보제공, 정보처리 및
정보연계구간 데이터의 통합 DB구축

타 시스템에서의 접근 통제 및 로깅

대역폭을 고려하여 주요 네트워크 기가망
으로 구성

통합 및 이중화 등을 통한 24시간 365일
무 중단 시스템 구현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트워크 구성 필요

융복합 정보수집, 정보제공, 정보처리 및
정보연계구간 데이터의 통합 DB구축

타 시스템에서의 접근 통제 및 로깅

대역폭을 고려하여 주요 네트워크 기가망
으로 구성

변화에 능동적인 기반 시스템

통합 설비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설비의 이상 및 장애 발생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장애 통보

보안대상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등급 별 출입

통합운영플랫폼의 다양한 연계 채널
을 활용 내/외부 연계 및 지능형 의사
결정 U-City 서비스 제공

통합 설비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설비의 이상 및 장애 발생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장애 통보

보안대상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등급 별 출입

통합운영플랫폼의 다양한 연계 채널
을 활용 내/외부 연계 및 지능형 의사
결정 U-City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연동/확장의 기반 솔루션

변화에 능동적인 시스템 구성

효율적 연동/확장 시스템 구성

첨단화된 영상시스템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IT인프라는 안정적인 도시통합관제 및 관리를 위한 첨단 영상시스템, 서버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출입통제보
안시스템 등의 기반 시스템과 통합을 통한 효율성, 확장성 등을 고려한 통합운영플랫폼 및 통합DB 등의 기반 솔루션으로 구성됨

기반 IT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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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상황판 시스템 (구성 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상황판시스템을 구축하며, 모니터링 필수 서비스 및 통합운영시스템 화면을 배정하여 최
소화로 구성함. 단, 단계별 서비스 확대 시 상황판 증설이 용이하도록 여유공간 고려

• 상황판 : 70”이상 3단 10열 30면

(3단 11열 33면까지 확장 가능)

DLP Multi Cube 시스템

• 운영자와 상황판 거리 2.5m이상

• 복층 층고 고려, 상황판 높이 설계

상황판 시스템 설계 기준

• 인테리어 : 벽체 바닥

• 전력 : UPS

• 공조 : 항온항습기

• 소방 : 가스소화팩키지

• 영상 : 영상/음향설비

• 보안 : CCTV, RFID 출입통제, 지문인식

• FMS : 출입,영상,온도,습도,항온,전력,누수
등 시설 감시

기반 인프라

확장
공간

교통CCTV U-City통합관리 방범,환경BIS관련(현장단말포함) –상
센터 관리(FMS, NMS) - 하

Wall ControllerWall Controller

• 다수의 PC Console 영상신호들을 원하는 출력으로
자유자재로 Display 할 수 있도록 선택

RGB Matrix
Switcher

RGB Matrix
Switcher

통합제어
시스템과 연동

통합제어
시스템과 연동

• LCD TOUCH Panel을 사용하여 Cube에 표출하는
신호를 간편하게 원 터치로 제어

•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한 영상정보의 효율적 운영

• 상황판 전체를 하나의 통합 화면으로 구성
• 설정에 의한 화면 표출 및 여러 가지 화면 구성안을

도출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상황판 시스템 (영상표출 방식 비교)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상황 관제 표출 방식 중 DLP Cube, M-PDP, LCD의 여러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확장 및 유지보수에 적합한 표출 방식을 선정하고, 
적절한 표출 크기 및 24시간 무 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관제업무의 피로도를 감안한 밝기와 명암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구 분 Projection Cube M-PDP LCD 비 고

투사방식/원리

DLP 또는 LCD Projection 상ㆍ하판 사이의 공간

내(內)에 채워진 Gas에서

방출된 자외선이 형광체와

부딪혀 고유의 가시 광선을

방출하는 원리로 화면 구현

2개의 얇은 유리판 사이에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가진 액정이

있어 각각 Red Green Blue의

화소에 있는 액정을 전기로 움직여

투과하는 원리

화

질

해상도 SXGA+(1,400 x 1,050) UXGA(853 x 480) WXGA(1,366 x 768)
차세대표준 : 

SXGA+(1,400x1,050)

화면비율 4:3 16:9 16:9 PC Data 4:3

화면밝기 500cd/㎡(1Lamp기준, 평균) 600cd/㎡ 600cd/㎡
높을수록 좋음

명암비 1,300 : 1(1Lamp기준, 평균) 2,500 : 1 1,000 : 1

발열량 180 Watt 300 Watt 240 Watt 

다중화면

구성의 용이성

경제성 측면
소모품을 정상적으로 교체 시

10년 이상 사용가능

4~5년 경과 시 제품의 열화로

인해 전체교환이 불가피함

5~6년 경과 시 제품의 열화로 인해

전체교환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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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상황판 시스템 (화면구성 예시)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상황실의 상황판은 평상 시 BIS, 교통CCTV, U-City통합관리, 방범, 재난의 화면으로 각각 구성하여 감시하고,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서
비스 화면을 확대/전환하여 표출할 수 있도록 운영 함. 또한 통합컨트롤러를 통해 화면 구성 시나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기본 운영 화면(30화면) 2화면으로 집중감시(방범 및 교통 연계 감시)

2화면으로 집중감시( 방범 감시) 이벤트 발생 시 화면 구성

방범

교통CCTV 방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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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CCTV U-City통합관리 방범,환경BIS(상)
센터 관리(하)

통합관리

U-City통합관리 교통 방범 환경감시(재난)U-City통합관리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시설물관리시스템(FMS)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통합운영센터의 기반설비 및 환경에 대한 실시간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반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시간 장애처리가 가능하
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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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성도

전원설비
- 발전기
- UPS
- 배터리
- 배전반
- 분전반

FMS Server

소방설비 출입통제 CCTV  

FMS Client

누수감지

영상운영(MCU)

상황실(중앙감시)

공조설비
- 항온항습기
- 온습도감시

통합시스템

통합 관제 네트워크망 (TCP/IP)

구분 통합범위 및 기능 통합 및 연동 관련 설비

전원

설비

• 발전기

• UPS 상태 감시

• 전압, 전류, 배터리 감시

• 배/분전반 상태 감시

• 알람 감시

발전기, UPS , 배/분전반

공조

설비

• 항온항습 온,습도 감시

• 기계실 내부 온,습도 감시

• 각종 설비기기의 감시

• 알람 감시

• 항온항습기

• 공조기, 환기, 팬 등

• 실 별 온/습도, 외기
온/습도

소방

설비

• 화재 알람 경보 감시

• 주요 기기의 동작 상태 감시

• 화재 수신반

• 소방시스템 제어

출입

통제

• 리더기 상태 감시

• 출입문 개폐 감시

• 알람 감시

• 리더기 감시

• 주요 출입자

CCTV • 카메라화면 선택 감시 DVR

누수

감지

• 누수감지 상태감시

• 누수지점 확인
누수감지설비 제어

주요 감시 대상

SMS 
긴급호출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통합 및 이중화 방안 (서버 가상화)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서버시스템은 스토리지, 서버 및 네트워크 도메인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적으로 묶어 큰 풀을 형성
하는 가상화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Green Computing 서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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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버 구성 서버 클러스터링 가상화 서버 관리

Blade 서버구성

• 시스템 통합과 파티셔닝

• 시스템 자원 이용율의 최적화

• 최소의 운영비용

서버통합화

• 최소의 하드웨어 공급으로 고가용성 제공

• 복구 시간 개선

• 하드웨어 독립적인 가상 파일로 서버들의 구성
저장 관리

재난 복구 환경 구성

서버 가상화 도입 시 기대 효과

TCO: total cost of ownership(소유 총비용)

가상서버들의 클러스터링 구성 방안

1) Cluster in Box 

하나의 가상화 솔루션 서버내의 가상 머신간의
클러스터링 구성

2) Cluster Across Boxed 

두 대의 가상화 솔루션 서버 간 가상 머신들의
클러스터링을 구성하여 장애발생시에도 다른
서버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3) Physical to IIIrtual Clustering 

물리적인 기존 서버들의 환경과 클러스터링 대상용
Standby 서버는 하나의 ESX서버에 구성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HA(고가용성,이중화) 환경 구성

소요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고가용성
서버구성

운영비용
절감

8.3:1 수준으로 서버 수 감소

3년간 TCO 비교 시 80% 이상의 비용감소 효과 예상

가상화 솔루션 도입 비용 검토와 비용편익분석이 시
스템 규모 및 용량이 산정 되는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함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통합 및 이중화 방안 (통합스토리지 구성 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단위 시스템 별 DBMS, 저장장치 사용으로 백업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데이터 관리 및 용량 관
리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함

SAN Switch

통합DB
서버#1

통합스토리지 구성방안

529

통합DB
서버#2

GIS DB
서버

백업
서버

통합스토리지

Controller #1 Controller #2

원본 미러본

원본 볼륨 미러링 볼륨

장애장애디스크
미러링

(RAID 0+1) 
적용

1

2

3

4

RAID 0+1구성의 경우 평상시 디스크는
미러링 볼륨에 동시 Write 작업을 시도하
여 복제본을 구성

장애 발생 시 경로를 미러링 된 볼륨 쪽으
로 변경한 뒤 즉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HBA(Host Bus Adapter)를 이중화 하고 Load 
Balancing 및 장애극복(Fail Over) 기능을 적용하여
고성능을 확보하고 장애 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HBA 및 채널 이중화 구성

SAN 스위치를 이중화하여 서버로부터 스토리지에
이르는 채널을 이중화 함, 광케이블이나 SAN 
스위치의 장애 시 우회 경로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SAN 스위치 이중화 구성

특정 디스크 컨트롤러 장애 시 다른 컨트롤러를 통해
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스크의 컨트롤러가
이중화된 스토리지를 선정하여 구성

디스크 컨트롤러 이중화 구성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RAID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디스크 장애 시에도 즉각적인 복구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

데이터의 중요도에 의한 RAID 구성

1

2

3

4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통합 및 이중화 방안 (통합 백업)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백업서버를 통해 전체 백업 데이터 백업 스케쥴링을 수행, 데이터 특성 별 대상을 SAN과 Network 백업으로 정하고, SAN 경로 백업, 
LAN 경로 백업 및 ServerLess 백업으로 분리 적용하여 백업의 효율성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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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백업 방안

대상
디스크

대상
디스크

대상
디스크

SAN 백업대상SAN 백업대상

통합스토리지 통합백업장치

백업서버

SAN Switch

Network 백업대상Network 백업대상

LAN 경로 백업

ServerLess 백업

SAN 경로 백업

통합 백업 구성

1

2

3

통합DB서버, 통합WAS서버 등 통합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서버는 백업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SAN Switch를 통해
통합백업장치에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수행

SAN 경로 백업1

통합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내부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들은 LAN 환경을
통해 백업서버에서 인식된 백업 라이브러리로
백업을 수행

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LAN 경로 백업

SAN 백업을 하는 업무 서버 중 야간 백업
스케쥴링이 되어 있는 시간에도 백업을 수행 시
업무에 부하가 생기게 되므로 백업서버에서 SAN 
Switch를 통해 백업을 수행하도록 구성

ServerLess 백업

2

3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통합 및 이중화 방안 (장애대책)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통합운영센터 시스템은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 확보 방안을 적용한다. 서버, 어플리케이션, 통합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한 대책을 통하여 무중단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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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
소
별

장
애
대
책

무
중
단

시
스
템

구
현

무
중
단

시
스
템

구
현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 통합 스토리지 장애통합 스토리지 장애

네트워크 장애네트워크 장애 유일점 장애유일점 장애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통합 및 이중화 방안 (기대효과)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센터 시스템의 이중화, 가상화 및 통합솔루션을 통하여 안정성, 경제성, 가용성 및 관리성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오산시 U-City
에 적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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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통합에 따른 구축비용 및 운영 비용
절감

각 서비스 부문은 해당 비즈니스 서비
스에 몰입 가능한 환경 제공하며, 안
정성 및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통합DB, 통합인프라의 관리주체 단
순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 및 편의성
보장

서버 이중화

서버 가상화

통합 스토리지

통합 백업

• 일관된 용량관리 및 백업 정책 적용 가능

• 내/외부망의 저장장치 및 백업장치를 공유하여 구성 및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통합 DBMS 구축으로 데이터 연계 가능

• 일관된 용량관리 및 백업 정책 적용 가능

• 내/외부망의 저장장치 및 백업장치를 공유하여 구성 및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통합 DBMS 구축으로 데이터 연계 가능

• 백업서버 및 통합백업장치를 구축하여 백업에 대한 통합관리 용이성을 확보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편리한 백업 및 복구체제 구축으로 운영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백업서버 및 통합백업장치를 구축하여 백업에 대한 통합관리 용이성을 확보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편리한 백업 및 복구체제 구축으로 운영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실시간 무중단 시스템 구현으로 서비스의 연속성 제공

• 서비스의 안정성 및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 실시간 무중단 시스템 구현으로 서비스의 연속성 제공

• 서비스의 안정성 및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533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시스템 규모산정 (개요)

최적 설계를 원칙으로 서비스 이용 효율 극대화, 서비스 요구 기능에 부합되는 성능 발휘하도록, 타 대형 정보시스템 및 유사
시스템 설계/구축 참조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기술 및 프레임워크 연구 근거로 시스템의 규모산정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세스 능력 요구
량 검 증(tpmC)

동시 사용자 및 트랜잭션 증가율을 감안한
여유율 확보

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CPU 사용 부하
감안

선정된 하드웨어의 CPU 처리능력 확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메모리 요구량 검증

동시 사용자 및 트랜잭션 증가율을 감안한
여유율 확보

O/S, Package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요구량 확인

최적의 메모리 크기 결정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디스크 요구량 검증

시스템 및 데이터 디스크의 크기를 고려한
디스크 사이징

데이터 안정성 고려 디스크 RAID 구성에
대비한 여유율 확보

최적의 디스크 크기 결정

벤더 별 벤치마킹자료
분석

사용자 별 최저 소요
량 파악

서비스 별 최저 tpmC
소요량 파악

동종 사업 및 업계
시스템 용량 산정 결
과 참조

사용자 수, 업무 별
가중치

서비스 별 tpmC 소
요량

Customizing에 따른 보
정

서비스 구성에 따른 보
정

1년당 10% 추가 보정
(5년)

여유율 30% 보정

서비스 적용에
따른 최적의 벤더선정

CPU

메모리

디스크

tpmC :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 평점

사용자수/업무별 가중
치
기초용량 산정

가변적 요소를 고려한
최종 용량 산정

단계별 시스템 규모 산정규모 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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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시스템 규모산정 (규모산정 방안)

신규업무 증가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부하율, 피크 타임 부하율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보정치를 산출하고, 현 운영환경을 통
해 얻은 기초 자료를 기준으로 다각적 관점에서 용량산정을 수행함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표준 가이드
및 벤더 선정 가정치 정의 가중치 조정 용량산정 제품 확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부문 하드웨어
규모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TTA표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각종
가정치 정의
- 동시사용자
- 트랜잭션 단위
- 업무 폭주 정도 등

기준 정의
- TPC-C
- SPEC web99, JBB2000

업무 특성 상 조정이
요구되는 여러 가중치 적용

구성 상 추가 반영이 필요한
항목 적용

확장 및 안정성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TPC-C와 SPEC web99, 
JBB2000 혼합

국제공인 tpc.org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부문 하드웨어
규모산정 시스템에서 성능
인정을 받은 제품 후보군
선별

안정성/확장성 등을 고려한
제품 확정

표준 가이드에 가정치, 가중치
적용하여 CPU, 메모리, 
디스크 등에 대한 용량산정
수행

tpmC 기준의 결과 도출

용량산정 세부 절차

구분 용량 산정식

메트릭스

tpmC
동시사용자수 × 기본tpmC보정 × Peak Time부하보정 × DB크기보정 ×
어플리케이션구조보정 × 어플리케이션부하보정 × 클러스터보정 ×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아키텍쳐구조보정

OPS(Operations per Second)
동시사용자수 × 사용자당Operation수 ×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부하보정 × Peak 
Time부하보정 × 클러스터보정 ×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아키텍쳐구조보정

CPU

OLTP 또는OLPT & Batch 
어플리케이션

성능기준 : TPC-C, 메트릭스 : tpmC

웹(Web) 서버 어플리케이션 성능기준 : SPEC WEB99, 메트릭스 : OPS

WAS(Web Application System) 성능기준 : SPEC JBB2000, 메트릭스 : OPS

메모리 {시스템 영역 + (사용자 수 × 사용자당 필요 메모리)} × 버퍼캐쉬 × 여유율

시스템디스크 (응용 S/W 영역 + 시스템 O/S 영역 + SWAP 영역) × 여유율

서버용량

산정 식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시스템 규모산정 (용량 산정 세부 고려사항)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 IT인프라를 위한 CPU, 메모리, 디스크의 용량 산정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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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항 목 고 려 내 용 비고

시스템 메모리 256 ~ 512 MB 업무 환경 및

Application에 따라

적용하며 향후 사용자수

증가 및 Application을

감안하여 산정함

어플리케이션

사용 메모리
512 ~ 4,096 MB

동시사용자

영역

통상적으로 사용자당 0.5MB 

할당

메모리 여유율 전체 메모리의 20 ~ 30%

피크타임 보정 피크타임 부하 비율 (2배)

항 목 고 려 내 용 비고

운영체제 UNIX 기준 512Mb

스왑공간 메모리의 디스크 사용시 메모리의 2~4배

시스템 S/W 데이터베이스, WAS, EP 등 업무환경 고려

응용 S/W 응용 시스템 요구량 업무환경 고려

사용공간감소

율
메모리사용에 따른 보정 데이터의 15%

항 목 고 려 내 용

동시 사용자 수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 중인 사용자 수 (총사용자의 10 ~ 

20%) 가정

초당 페이지 Call
동시 사용자가 Think time 1분에 일으키는 초당 Http 

Request 수

페이지 당 평균 Http 

Request
웹 페이지 1개당 발생하는 평균 Http Request

SpecWeb99 

보정계수

Static Request 70%와 Dynamic Request 30%를 1:3의

비율로 보정

피크타임 보정
갑자기 많은 접속으로 인해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 (2배)

어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단순 또는

복잡한 Logic에 대한 보정 값을 고려

응답시간 보정 평균 응답시간 보정치 (20 ~ 30%)

시스템 여유율 CPU 사용율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정 (20 ~ 30%)

네트워크 부하 보정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인한 지연 보완 (10 ~ 20%)

가입자 증가율 보정 향후 3년간 사용자 증가율 고려 (20 ~ 30%)

Fail-Over 보정 서버 장애 시 보정 (50%)

CPU 산정 시 고려 내용 메모리 산정 시 고려 내용

디스크 산정 시 고려 내용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서버 시스템 (구성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센터 내 주요 서버들의 이중화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스토리지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과 운
영 스토지리로 별도 구성하며 백업 SAN을 별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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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간
DMZ
구간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구간으로 외부에서 센터로
접근하는 구간
- ITS 웹서버, 환경정보 서버, U-Life 서버 등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구간으로 외부에서 센터로
접근하는 구간
- ITS 웹서버, 환경정보 서버, U-Life 서버 등

정보제공
구간

정보제공
구간

수집/가공된 정보를 도시민, 운영요원 등에게
제공하는 구간
- 통합운영플랫폼 서버, GIS APP 서버 등

수집/가공된 정보를 도시민, 운영요원 등에게
제공하는 구간
- 통합운영플랫폼 서버, GIS APP 서버 등

정보연계
구간

정보연계
구간

외부 기관 및 내부 서비스간 연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간
- 내부연계서버, 외부연계서버

외부 기관 및 내부 서비스간 연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간
- 내부연계서버, 외부연계서버

정보저장
구간

정보저장
구간

업무서버와 분리된 구간으로 순수 DBMS엔진
활용되는 구간
- 통합 DB 서버, GIS DB 서버

업무서버와 분리된 구간으로 순수 DBMS엔진
활용되는 구간
- 통합 DB 서버, GIS DB 서버

통합운영
구간

통합운영
구간

서비스의 원활하게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서버들로
구성되는 구간
- SMS/운영DB 서버, EMS서버, 백업 서버 등

서비스의 원활하게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서버들로
구성되는 구간
- SMS/운영DB 서버, EMS서버, 백업 서버 등

정보보안
구간

정보보안
구간

외부로부터의 위협 등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구간
- 위협수집/분석 서버, 바이러스 차단서버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 등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구간
- 위협수집/분석 서버, 바이러스 차단서버 등

역할별 서버 분리
고가용성 확보

구분 설명 대상서버
(예)

RAC 구성

동일한 DB를 두 대의 서버(노드)에서
공유하여 사용

Failover time이 빠르며, 각 노드별 서
비스하는 업무를 분리하여 구성하면
Lock관리로 인한 overhead 를 줄일 수
있고, 성능향상에 도움이 됨

통합DB서
버

Active-
Standby

구성

Active 서버 down 시 서비스 대기중인
Secondary 서버가 업무를 대행하는 구
성 이 며 , Active 서 버 의 장 애 시
Standby 서버가 업무를 대행하기까지
약간의 down time 이 발생함

Active 서버의 장애 시만 대기중인
Standby서버가 서비스를 함으로 시스
템의 중복투자가 발생함

연계서버

L4스위치를

이용한 구
성

분산처리를 위해 Multi-Server 체제를
구축하였을 때, 특정 서버의 부하를 방
지하고 모든 Server에 골고루 분산시
키는 구성

각 각 Server 의 IP 주 소 를 Load 
Balancer가 한 IP로 통합함으로써 임의
의 Server가 Down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보장

Web서버

WAS서버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서버 시스템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SMS(Server Monitoring System)는 시스템 운영체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까지 영역별로 복잡하게 분산된 솔루션들을 일관
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상의 시스템 환경에 맞는 성능과 활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리솔루션을 도입하여야 함

SMS 화면 (예시)SMS 구성도

Windows SystemsWindows Systems Unix SystemsUnix Systems

TCP/IP 통신

SMS Server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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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시스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관리
도구를 도입

시스템 장애/성능관리 Tool, 네트워크 관리 Tool과의
연동

H/W 장애를 감지하는 툴과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H/W 장애 감지

장애처리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표
준화 된 운영체계 도입

통합적인 관리환경 구축

시스템 자원 사용 현황에 대해서 중점 자원 성능관리
항목 정의 및 성능관리 도구 적용

지속적인 자원관리로
전산자원의 성능저하 예방

시스템 H/W,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 중점
장애관리 항목 정의 및 장애관리 도구 적용

정의된 각 항목에 대한 적정한 임계치 및 모니터링
주기 설정

자동조치사항 및 적절한 관리자 통보 체계 구축

e-mail, 알람, 경보방송, Popup-Message, 전화 등

전산자원 모니터링 및
사전장애감지 체계 구축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네트워크 성능, 백업 및 장애대응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백본의 기가망 구성과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이중화/분산화, 물리적으로 분리 구
성된 행정망 연계 구간, 충분한 대역폭 제공, 확장성 및 유연성, 최신 네트워크 기술 적용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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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요소 이중화/분산화

네트워크 표준화 기술적용

중복투자 배재

무중단 네트워크 구성

구성적 측면

고성능 최적화 장비 선정

내부망 10gigabit Ethernet구성

FLB구성으로 방화벽의 부하분산

SLB구성으로 서버의 부하 분산

하드웨어적 측면



NMS
핵심요소

NMS
핵심요소

• 센터 및 원격지 장비 구성 및 성능감시

• 통신선로 원격 고장감지 및 장애시간 단축

• 비 인가자의 통신자원 접근금지 및 운영관리

• 센터 및 원격지 장비 구성 및 성능감시

• 통신선로 원격 고장감지 및 장애시간 단축

• 비 인가자의 통신자원 접근금지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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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망관리 시스템, NMS(Network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여 통신망, 장비 구성, 장애 등을 관리자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면에서 편의성이 제공되도록 구성

DB서버

광전송장치 백본 L4 스위치

Ethernet

장비 이벤트

성능 이벤트

Ethernet

SNMP
Polling

핸드폰,이메일 전송

스위치 방화벽

NMS 구성도 NMS 화면 (예시)

구분 수량

성능관리
• 관리자에 의한 시스템 망 감시

• 계층 단위의 감시와 검사기능

장애관리
• 통신망 자원 비정상의 검출

• 격리 및 조치기능

보안관리
• 통신자원의 접근 제어 및 기록

• 보안관리를 지원

NMS 구성방안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소프트웨어 구성 (구성방안)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통합운영플랫폼UI 통합운영플랫폼 서버 외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및 종합적인 운영과 관제를 위해 연동되는 솔루션과 서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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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S/W 구성 표준화 및 공통 S/W 구성시스템 S/W 구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기반의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구성

통합플랫폼 기반의 표준화 및 연계기술 수용

통합데이터 구성으로 데이터 접근의 보안성 강화 방안 마련

요구기능 충족 및 통합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시스템 접근의 용이성

고려사항

웹 환경하에서 분산 트랜잭션 처리로 업무 안정성 보장

SOA 사상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 설계로 재사용성 극대화

표준화 준수로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보장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 및 데이터 공유

구성방안

시스템 구조측면의 업무 기능별 특성
을 반영하여 응용, 데이터, IIIew 영역
이 분리된 3-Tier, 4-Tier 구조

최신 Web/Java 기술을 적용한 웹 어
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적용

요구기능에 대한 컴포넌트 기반 설계
로 재사용성 향상

운영체계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검증된 솔루션 채택

Web Server, WAS, DBMS 등 이중화
구현으로 안정성 제공

웹 환경하에서 분산 트랜잭션 초리 환
경으로 서비스 연속성 유지

통합플랫폼 기반의 표준화 준수로 서
비스 대상 및 연계 대상 확대시에도
손쉽게 적용

SOA 기반, EAI 등 표준화된 연계 표
준 준수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 기능 및 공통
이용 데이터를 분리하여 공유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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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시스템 규모산정 (개요)

최적 설계를 원칙으로 서비스 이용 효율 극대화, 서비스 요구 기능에 부합되는 성능 발휘하도록, 타 대형 정보시스템 및 유사
시스템 설계/구축 참조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기술 및 프레임워크 연구 근거로 시스템의 규모산정

V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세스 능력 요구
량 검 증(tpmC)

동시 사용자 및 트랜잭션 증가율을 감안한
여유율 확보

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CPU 사용 부하
감안

선정된 하드웨어의 CPU 처리능력 확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메모리 요구량 검증

동시 사용자 및 트랜잭션 증가율을 감안한
여유율 확보

O/S, Package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요구량 확인

최적의 메모리 크기 결정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디스크 요구량 검증

시스템 및 데이터 디스크의 크기를 고려한
디스크 사이징

데이터 안정성 고려 디스크 RAID 구성에
대비한 여유율 확보

최적의 디스크 크기 결정

벤더 별 벤치마킹자료
분석

사용자 별 최저 소요
량 파악

서비스 별 최저 tpmC
소요량 파악

동종 사업 및 업계
시스템 용량 산정 결
과 참조

사용자 수, 업무 별
가중치

서비스 별 tpmC 소
요량

Customizing에 따른 보
정

서비스 구성에 따른 보
정

1년당 10% 추가 보정
(5년)

여유율 30% 보정

서비스 적용에
따른 최적의 벤더선정

CPU

메모리

디스크

tpmC :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 평점

사용자수/업무별 가중
치
기초용량 산정

가변적 요소를 고려한
최종 용량 산정

단계별 시스템 규모 산정규모 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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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시스템 규모산정 (규모산정 방안)

신규업무 증가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부하율, 피크 타임 부하율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보정치를 산출하고, 현 운영환경을 통
해 얻은 기초 자료를 기준으로 다각적 관점에서 용량산정을 수행함

V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표준 가이드
및 벤더 선정 가정치 정의 가중치 조정 용량산정 제품 확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부문 하드웨어
규모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TTA표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각종
가정치 정의
- 동시사용자
- 트랜잭션 단위
- 업무 폭주 정도 등

기준 정의
- TPC-C
- SPEC web99, JBB2000

업무 특성 상 조정이
요구되는 여러 가중치 적용

구성 상 추가 반영이 필요한
항목 적용

확장 및 안정성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TPC-C와 SPEC web99, 
JBB2000 혼합

국제공인 tpc.org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부문 하드웨어
규모산정 시스템에서 성능
인정을 받은 제품 후보군
선별

안정성/확장성 등을 고려한
제품 확정

표준 가이드에 가정치, 가중치
적용하여 CPU, 메모리, 
디스크 등에 대한 용량산정
수행

tpmC 기준의 결과 도출

용량산정 세부 절차

구분 용량 산정식

메트릭스

tpmC
동시사용자수 × 기본tpmC보정 × Peak Time부하보정 × DB크기보정 ×
어플리케이션구조보정 × 어플리케이션부하보정 × 클러스터보정 ×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아키텍쳐구조보정

OPS(Operations per Second)
동시사용자수 × 사용자당Operation수 ×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부하보정 × Peak 
Time부하보정 × 클러스터보정 ×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아키텍쳐구조보정

CPU

OLTP 또는OLPT & Batch 
어플리케이션

성능기준 : TPC-C, 메트릭스 : tpmC

웹(Web) 서버 어플리케이션 성능기준 : SPEC WEB99, 메트릭스 : OPS

WAS(Web Application System) 성능기준 : SPEC JBB2000, 메트릭스 : OPS

메모리 {시스템 영역 + (사용자 수 × 사용자당 필요 메모리)} × 버퍼캐쉬 × 여유율

시스템디스크 (응용 S/W 영역 + 시스템 O/S 영역 + SWAP 영역) × 여유율

서버용량

산정 식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시스템 규모산정 (용량 산정 세부 고려사항)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 IT인프라를 위한 CPU, 메모리, 디스크의 용량 산정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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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항 목 고 려 내 용 비고

시스템 메모리 256 ~ 512 MB 업무 환경 및

Application에 따라

적용하며 향후 사용자수

증가 및 Application을

감안하여 산정함

어플리케이션

사용 메모리
512 ~ 4,096 MB

동시사용자

영역

통상적으로 사용자당 0.5MB 

할당

메모리 여유율 전체 메모리의 20 ~ 30%

피크타임 보정 피크타임 부하 비율 (2배)

항 목 고 려 내 용 비고

운영체제 UNIX 기준 512Mb

스왑공간 메모리의 디스크 사용시 메모리의 2~4배

시스템 S/W 데이터베이스, WAS, EP 등 업무환경 고려

응용 S/W 응용 시스템 요구량 업무환경 고려

사용공간감소

율
메모리사용에 따른 보정 데이터의 15%

항 목 고 려 내 용

동시 사용자 수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 중인 사용자 수 (총사용자의 10 ~ 

20%) 가정

초당 페이지 Call
동시 사용자가 Think time 1분에 일으키는 초당 Http 

Request 수

페이지 당 평균 Http 

Request
웹 페이지 1개당 발생하는 평균 Http Request

SpecWeb99 

보정계수

Static Request 70%와 Dynamic Request 30%를 1:3의

비율로 보정

피크타임 보정
갑자기 많은 접속으로 인해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 (2배)

어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단순 또는

복잡한 Logic에 대한 보정 값을 고려

응답시간 보정 평균 응답시간 보정치 (20 ~ 30%)

시스템 여유율 CPU 사용율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정 (20 ~ 30%)

네트워크 부하 보정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인한 지연 보완 (10 ~ 20%)

가입자 증가율 보정 향후 3년간 사용자 증가율 고려 (20 ~ 30%)

Fail-Over 보정 서버 장애 시 보정 (50%)

CPU 산정 시 고려 내용 메모리 산정 시 고려 내용

디스크 산정 시 고려 내용



3.5 기반 IT인프라 부문 > 서버 시스템 (구성방안)

V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센터 내 주요 서버들의 이중화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스토리지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과 운
영 스토지리로 별도 구성하며 백업 SAN을 별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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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간
DMZ
구간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구간으로 외부에서 센터로
접근하는 구간
- ITS 웹서버, 환경정보 서버, U-Life 서버 등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구간으로 외부에서 센터로
접근하는 구간
- ITS 웹서버, 환경정보 서버, U-Life 서버 등

정보제공
구간

정보제공
구간

수집/가공된 정보를 도시민, 운영요원 등에게
제공하는 구간
- 통합운영플랫폼 서버, GIS APP 서버 등

수집/가공된 정보를 도시민, 운영요원 등에게
제공하는 구간
- 통합운영플랫폼 서버, GIS APP 서버 등

정보연계
구간

정보연계
구간

외부 기관 및 내부 서비스간 연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간
- 내부연계서버, 외부연계서버

외부 기관 및 내부 서비스간 연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간
- 내부연계서버, 외부연계서버

정보저장
구간

정보저장
구간

업무서버와 분리된 구간으로 순수 DBMS엔진
활용되는 구간
- 통합 DB 서버, GIS DB 서버

업무서버와 분리된 구간으로 순수 DBMS엔진
활용되는 구간
- 통합 DB 서버, GIS DB 서버

통합운영
구간

통합운영
구간

서비스의 원활하게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서버들로
구성되는 구간
- SMS/운영DB 서버, EMS서버, 백업 서버 등

서비스의 원활하게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서버들로
구성되는 구간
- SMS/운영DB 서버, EMS서버, 백업 서버 등

정보보안
구간

정보보안
구간

외부로부터의 위협 등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구간
- 위협수집/분석 서버, 바이러스 차단서버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 등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구간
- 위협수집/분석 서버, 바이러스 차단서버 등

역할별 서버 분리
고가용성 확보

구분 설명 대상서버
(예)

RAC 구성

동일한 DB를 두 대의 서버(노드)에서
공유하여 사용

Failover time이 빠르며, 각 노드별 서
비스하는 업무를 분리하여 구성하면
Lock관리로 인한 overhead 를 줄일 수
있고, 성능향상에 도움이 됨

통합DB서
버

Active-
Standby

구성

Active 서버 down 시 서비스 대기중인
Secondary 서버가 업무를 대행하는 구
성 이 며 , Active 서 버 의 장 애 시
Standby 서버가 업무를 대행하기까지
약간의 down time 이 발생함

Active 서버의 장애 시만 대기중인
Standby서버가 서비스를 함으로 시스
템의 중복투자가 발생함

연계서버

L4스위치를

이용한 구
성

분산처리를 위해 Multi-Server 체제를
구축하였을 때, 특정 서버의 부하를 방
지하고 모든 Server에 골고루 분산시
키는 구성

각 각 Server 의 IP 주 소 를 Load 
Balancer가 한 IP로 통합함으로써 임의
의 Server가 Down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보장

Web서버

WAS서버



구 분 품 목 수 량 단 가 합 계 비고

H/W

서버장비 설치
1)

1식 4,565,209 4,565,209

통합스토리지 1식 1,647,345 1,647,345

모니터링/운영PC 1식 23,000 23,000

네트워크장비 설치 1식 1,546,200 1,546,200

상황판 시스템 1식 1,800,000 1,800,000

출입통제보안 시스템 1식 130,000 130,000

시설관리시스템(FMS) 1식 100,000 100,000

소 계 9,811,754

S/W

통합운영플랫폼 1식 2,406,790 2,406,790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설치 1식 623,810 623,810

미들웨어 설치 1식 1,571,650 1,571,650

기타 설치 1식 287,920 287,920

소 계 4,890,170

DeIIIce &
공사비

전기, 공조 등 기반설비 1식 1,135,000 1,135,000

인테리어 1식 935,000 935,000

소 계 2,070,000

건축비2)

공사비 - 5,908/평 3,150,789 토목, 건축, 조경, 전기/기계설비 등

설계/감리비 - 100/평 53,330 각 평당 5만원

가산비 - 591/평 315,079 공사비10%(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3호)

소 계 3,871,118 VAT 351,920천원 포함

합 계 20,643,042

(VAT 포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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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비용

III. 부문별 계획(도시통합운영센터)

3. 구축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오산신도시의 단계별 개발 시간 차이를 고려, 오산신도시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구축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을 중
심으로 총 소요 금액을 20,643,042천원(건축비 3,871,118천원 포함)으로 산정함

주1) 서버장비는 u-서비스 정보화시스템 중 “서비스 영역”의 응용서버를 제외한 금액
실시설계 이전의 내용으로 향후 변경 가능함

주2) 건축비는 타도시 교통센터 및 통합운영센터의 건축비 산정을 참고함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부문별 계획(도시간 호환·연계 상호협력)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도시간 호환· 연계 상호협력

1.1  도시성장이론

1.2  지역적확산 방안

1.3  인접지역 현황 및 연계서비스



1.1 도시성장이론

에키스틱스 도시성장이론은 신도시가 주변도시와 점차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으로 오산시 전체 U-City의
지역적 확산에 적용하고자 함

신도시
(New Town)

자연적인 도시의 생성은 아니지만,
개인과 근린지구로 이루어지는

도시로 기본적인 도시 규모를 가지는
새로 건설된 도시

대상도시
(Megalopolis)

집합도시
(Conurbation)

대도시권 안에 있는 몇 개의 도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위치로서
기능적으로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는

군집을 이룸

대도시 군이 하나의 연속된 대상
(띠형태)의 형상을 이루는 도시형태

도시

도시생성

도시

도시

도시

집합도시 대상도시

도시

도시

도시

에키스틱스(Ekistics) 도시성장이론

III. 도시간 호환· 연계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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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적 확산(연계방안)

오산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관련 지역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

오산시 지역발전과의 연계방안

U-City
(유비쿼터스 도시)

u-Megalopolis
(유비쿼터스 대상도시)

u-Conurbation
(유비쿼터스 집합도시)

오산시청

청학119안전센터

화성동부
경찰서

오산신
도시
1지구

오산신
도시
2지구

오산신
도시
3지구

오산시청

화성소방서

화성동부
경찰서

산업
단지

뉴타운

오산
신도시

오산시
전역

평택

화성
동탄

오산
신도시

뉴타운

산업
단지

구도심

수원

용인

오산신도시 U-City 구축
뉴타운, 산업단지, 구도심으로

U-City 확장
오산시 전역 및 주변도시 연계

기반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 확장 안정화 및 주변도시와 연계

III. 도시간 호환· 연계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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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적 확산(1단계 (유비쿼터스 도시))

오산신도시의 U-City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1단계: U-City (유비쿼터스 도시)1단계: U-City (유비쿼터스 도시)

오산신도시의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수익사업 모델 도출 및 운영

오산신도시의 모범적 U-City 구축

“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통한 오산신도시 U-City 구축 ”

오산시청의 관리적 기능과 u-시설물관리 서비스를 접목하여 도시 관리행정

기능을 강화

화성동부경찰서, 청학119안전센터와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에서의

연계강화를 통한 도시 안전 강화

오산신도시 중심의 서비스 구축 및 도시발전 중심지의 발판 마련

교통 및 방범·방재 기능 강화에 의한 도시 관리체계 정비 및 거주민 안전

확보

오산시청

청학119안전센터

화성동부
경찰서

오산신
도시
1지구

오산신
도시
2지구

오산신
도시
3지구

III. 도시간 호환· 연계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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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적확산(2단계 (유비쿼터스 집합도시))

오산신도시, 뉴타운 및 산업단지로 U-City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대 구축함

2단계 : u-Conurbation (유비쿼터스 집합도시)2단계 : u-Conurbation (유비쿼터스 집합도시) 오산시 전역으로의 U-City 확장

“ 오산시 전역으로 U-City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장 구축하고
수도권 남부의 U-City 환경 구축 ”

뉴타운, 산업단지 등으로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장하고 오산신도시와의
연계를 구축
민간 수익 사업 모델 도출 및 시범서비스로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확장 계획 수립

오산시 전역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

주거민의 만족도와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기대효

과 획득

오산시청

화성소방서

화성동부
경찰서

산업
단지

뉴타운

오산
신도시

오산시 전역으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수도권 남부의 U-City 환경구축 완료

III. 도시간 호환· 연계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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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적확산(3단계 (유비쿼터스 대상도시))

수원, 화성동탄, 용인, 평택 U-City 등 주변 지역과의 정보 공유 및 연계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집합도시를 구축함

3단계: u-Megalopolis (유비쿼터스 대상도시)3단계: u-Megalopolis (유비쿼터스 대상도시) 주변도시와의 연계 강화

“ 주변도시와의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u-서비스 발굴을
통한 도시간 네트워크 강화 ”

주변도시 수원, 화성동탄, 평택 및 용인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U-City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오산시 전역에 대한 서비스의 안정화 및 주변도시와의 서비스 통합 등을
추진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

주변 지역과 서비스 공유를 통한 지역간 격차 최소화

오산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도시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오산시 전체 U-City 구축

오산시
전역

평택

화성
동탄

오산
신도시

뉴타운

산업
단지

구도심

수원

용인

수원, 화성통탄, 평택, 용인과의 연계

주변 도시와의 연계로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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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정보 연계

-방벙분야 정보 연계

연계서비스

무인산불감사,커뮤니티시스템,정보연계시스템,무인발급기,홈정보기타

하수관거 모니터링,상수도정보화환경예방

행정포털행정안내

교통정보,정거장미디어보드교통편의

웰빙환경정보제공,환경콘텐츠제공,통합물순환환경예방

가로수 등관리, 상하수도 시설물, 도로시설물,무인산불행정안내

교통신호제어, 대중교통정보제공,교통정보제공,교통안전제어시스템교통편의

교통정보제공,실시간교통신호제어,u-parking, bis교통편의

공공지역방범,차량번호인식, 불법주정차생활안전

동탄포털,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행정안내

방범cctv,생활안전

용인 흥덕

(4개부분/6개서비스

방범cctv, 주행차량번호인식,스쿨존,가족안심,생활안전

수원 광교

(4개부분/20개서비스

상수도 누수관리, 환경오염정보환경예방

화성 동탄

(4개부분/12개서비스)

단위 서비스영 역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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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1.1  수립개요 및 기본방향

III.  부문별계획(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유비쿼터스도도시서비스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을 활용한 오산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전략방향 제시

발전방향

지역산업 육성 및 진흥
기본방향

오산시 관내 기존

산업기반의 효과적 유지

및활용.

산업의 기술집약도,혁신도를

높여 새로운 융합산업 및

특화서비스를 창출.

오산시 관내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기 대 효 과

관내 기업의 실질적 판매시장

확대, 지원정책,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정보기반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

주요 전략산업과
유비쿼터스도시서비
스,기반시설,기술을

접목

오산시의 새로운 사업
영역 및 특화서비스

창출

오산시 지역산업의
현행화된 정보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U-서비스, 
기반시설 및 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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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로, 오산천으로 단절된 지역간의 연계 강화 및 주변 지자체 연계
주간선도로 통행 속도 증진 및 병목 해소와 오산IC 진출입 교통 체증 해소
교차로 신호운영개선 및 교차로 회전 방식 조정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U-City 서비스 영역

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잠재적

역량 강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도시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

- 교통부문 -

도시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주

변 지자체와의 연계

교통

환경

시설물관리

수질감시시스템

대기감시시스템

환경포털정보 시스템

통합물순환 시스템

실시간 신호제어

출발전 교통정보제공

환승종합정보 제공

GIS DB 구축

시설물현장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공원시설물관리시스템

안전
방범시설물

재난재해관리시스템

오산천, 가장천 등의 수위와 수질을 감시하고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생활환경에 필요한 대기와 환경오염 등의 감시 활동 및 환경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오산천-맑음터공원-물향기수목원을 연결하는 생태축의 활성화 전략 추진

- 환경부문-

풍수해, 교통사고, 화재 등의 재난재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u-IT 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대응 체계 수립
범죄다발지역 또는 예상지역에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서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동탄, 평택, 수원 등 주변 지자체와의 범죄 연계

- 안전부문-

공공시설물 관리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 제공이 가능
실시간 시설물모니터링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 시설물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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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혁신과 유비쿼터스 기술과의 접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체계 구축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u-민원행정 실현

U-City 서비스 영역

Bed Town화 방지

행정도시로서

오산시의 위상 제고

- 행정부문-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로

인한 도시 경쟁력 강화

행정

공업

고용

근로환경감시시스템

근로지원시스템

기업지식 인프라 공유

종합 행정 관리 시스템

u-민원행정

GIS DB 구축

고용관리시스템

구인구직시스템

물류
u-물류시스템

과적차량 단속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심한 불균형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식 및 정보인프라 토대 구축
근로 감독 및 근로 환경 개선에 오산시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지역사회 창출
부실 경영과 노동 착취 등에 대한 감시 체제를 마련하고 법제도 장치를 마련

- 공업부문-

과적차량 단속 및 물류 운송 지원 체계 마련
물류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원할한 의사소통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 유도

- 물류부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마련 및 고용 기회 창출
대학과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 연계 체제를 마련하고 오산시를 중심으로한
채용 박람회 등의 개최

- 고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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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유비쿼터스도도시서비스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을 활용한 오산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전략방향 제시

1.2 지역산업 육성 및 진흥 >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1.2 지역산업 육성 및 진흥 >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의료기관 증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환경의 개선 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발굴
각종 의료 정보의 제공 및 지속적인 홍보 체계 마련

U-City 서비스 영역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고품질화

복지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의료-

첨단 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

의료

복지

복지정보시스템

복지시설물관리

시스템

문화정보 및 복지

정보 제공 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

맞춤형의료서비스

관리시스템

건강이력정보DB

보건

보건정보관리시스템

방역관리시스템

보건대상자관리

시스템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및 교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정보의 제공과 홍보 체계
마련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u-
서비스 구축

- 복지 -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건 서비스 제공
방역차량 위치 확인 및 방역 대상 지역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 보건소의 확충에 따른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단지와의 협조
체계 마련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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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시설(도서관, 영어마을 등)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교육 환경 개선
교육기관과 오산시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오산시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

U-City 서비스 영역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위상 정립

건강하고 젊은 도시

- 교육부문-

첨단 시설의 교육

환경 확립

교육

관광

스포츠

관광안내RFID

문화유적관리시스템

관광예약시스템

온라인대여시스템

u-Learning

사이버 체험학습

u-Bike

u-스포츠시설물관리

문화
u-Life

문화행사알리미

오산천-맑음터공원-물향기수목원을 연결하는 생태축의 관광 자원화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오산시의 독산성, 세마대 등의 문화자원과 북부지역의 녹지축의 보존과
관광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

- 관광부문-

각종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문화 행사의 유치 및 시민 참여 유도
종합복지관의 다양한 문화 시설의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문화부문-

보행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확충으로 시민의 레저 여건을 마련
오산천에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 차원의 자전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

- 스포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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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 지역 특성화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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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U-City를 위한 특화 서비스 도출 방향은 기술, 사회현상, 정책의 반영, 오산신도시의 공간적 특징을 통해 기능의 고도화적인
특화와 지역상황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도출하여 모델 수립 시 해당되는 각 서비스에 반영함

기술적 특화

공간적 특화

사회적 특화

정책적 특화

경부선 철도 연계(대중교통체계)

• 오산의 주요 진출입구 역할과
• 유동인구에 따른 커뮤니티 형성
• 버스, 자전거와 연계한 교통수단
분담율 향상
• 녹색교통수단 확충

산업단지 인접지역 환경감시

• 가장, 누읍단지 주변 환경오염
감시

• USN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 가장천 오폐수 감시(수질)

댁내 서비스 연계

• 아파트 구성비율이 높으므로
댁내 세대단말기로 교통,환경정

보 제공 가능
• 아파트 외는 전자현수막 서비스
와 연계

젊은 도시로 IT기술 습득 용이

• 양방향 서비스 구성
• 미디어 관련 신개념 도입 용이
• 수익서비스 구축 및 안정화 유리

CCTV등 장비의 다목적 활용

• 스쿨존, 공원 등에 적용
• 교통, 안전 등 통합 활용
• CPTED개념 도입과 카메라간 연동
으로 추적 시스템 고도화
•통합Pole 활용으로 미적 가로 구성

“환경수도 오산”

• 공원, 하천을 연계한 문화, 휴식
레저벨트 조성
• 에너지 자가 발전 체험을 위한 환
경 교육 공원 조성

상위기관 정책 반영

• 테마별 자전거 코스개발
• 통행거리 확보로 교통수단 분담
• 활성화를 통한 운영 재원 마련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1.1  통합운영플랫폼 방안

1.2  GIS 활용방안

1.3  통합 DB구축 방안



1.1 통합운영플랫폼 (개요)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통합운영플랫폼은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의 서비스 제공, 정보 통합, 통합 관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오
산시를 위한 정보 수집, 통합, 연계를 위한 구성 및 기능, 구현 기술이 표준화되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기반 솔루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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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통합

웹화면/모바일/운영단말
에 이르는 다양한 채널에
대한 단일 접근성을 제공

프로세스 정형화

구축 절차에 따른
단위업무 서비스화 및
복합 업무 프로세스
정형화

유연성 확보

향후 서비스 확장 및
유관기관 확장에 대비한
유연한 플랫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SOA 아키텍처 도입에
따른 표준 지향적, 
미래지향적 아키텍처

• 서비스 버스를 통한 u-
서비스간의 연동 체계

• 서비스 인터페이스 모듈 정형화

• 서비스 재활용 극대화

•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 BPM를 통한 프로세스 정형화

• 사용자에게 단일 뷰 제공

• 공공 채널 통합화 작업

• 다양한 관제 프로세스 제공

• u-서비스 확장에 대비한 유연성
확보

• 다양한 공공 관제 서비스 제공

• 미래지향적 아키텍처 설계

• 대민 서비스 품질 강화

• u-서비스 통합 관제 시스템

• 도시계획에 따른 확장 시스템

• 공공 행정 업무의 효율성 확보

U-City 표준 관제업무 분석 및 자동화
로직 구현

공공관제서비스간의 연동 정보 표준화
및 유연한 정보 교환 어댑터 분석/설계
/개발

센서 또는 시설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모듈 분석/설계 및 개발

외부기관 및 긴급, 위급 등 상황에 대한
전파/처리/관리의 체계적인 절차 및 방
법 개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운
영 관리 및 관제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물의 이력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성

u-서비스 정보시스템설계를 위한 방법
제시

U-City 표준 관제업무 분석 및 자동화
로직 구현

공공관제서비스간의 연동 정보 표준화
및 유연한 정보 교환 어댑터 분석/설계
/개발

센서 또는 시설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모듈 분석/설계 및 개발

외부기관 및 긴급, 위급 등 상황에 대한
전파/처리/관리의 체계적인 절차 및 방
법 개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운
영 관리 및 관제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물의 이력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성

u-서비스 정보시스템설계를 위한 방법
제시

기술적 측면 고객전략 측면 업무 선진화 측면

필수 구축 요소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기능의 표준화

통합운영플랫폼



1.1 통합운영플랫폼 (기본 방향)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통합운영플랫폼은 서비스기반 아키텍처(SOA)를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개발 및 기능 추가 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통합운영플랫폼 공
통기능 활용으로 중복개발을 방지하여 경제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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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통 서비스는 통합운영플랫폼을 통해 호출하여 재사용

- 공통서비스(Shared SerIIIce) : 각 시스템의 공통 기능의 서비스화(통합플랫폼
코어서비스 계층의 서비스 Pool)

- 공통 서버 기능(Shared Infrastructure) :  데이터 접근, 보안 등 공통적인
기능을 서비스화(통합플랫폼 중계계층, 개방형서비스 계층) 

- 공통 활용기능은 서비스 Pool의 등록을 통해 재활용성을 극대화

관제 및 응용시스템은 국제표준기술(XML, 웹서비스 등) 사용을 통해
표준화된 형태로 사용자 채널 및 관련 시스템에 연계

시스템 개발 시 기능을 ‘서비스 컴포넌트’화 하여 신규서비스 개발 및
기능 추가 시 활용

- 새로운 서비스 개발시 기 구축된 공통기능 활용

- 업무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로, 업무 변경 발생시 해당 컴포넌트 만 교체

-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기존의 서비스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 및 적용

유관기관
정보제공

종합정보
제공

대외기관
연계

재해위험
지역예보

마일리지
관리

인증관리 과금관리 정산관리

현장장치
자료수집

통합보안
GIS활용

시설물관리
상황인식

통합플랫폼

서비스 Pool

중복개발 방지중복개발 방지 시스템 경제성 제고시스템 경제성 제고

서비스 기반 설계 공통기능 연계활용



1.1 통합운영플랫폼 (아키텍처)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역할을 고려하여 분산환경의 U-City 구성요소를 유연하게 통합 및 통합운영플랫폼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장
될 수 있는 구조인 SO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각 계층별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통합 아키텍처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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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표준화 관리

관리되는 정보의 활용과
저장을 위해 표준화된
연계 지원

모니터링 및 관리

공통으로 설계되는 기능을
별도로 관리하여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중복 기능
개발 배제

시스템 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 통합
관리와 필요 통계 및 IT자원
관리

정보 배포

다양한 장비에 필요한 도시정보
제공과 관련기관 시스템들과
효과적인 상호운용이 되도록
인터페이스 제공

정보 활용 관리

대외기관, 통신망, 교통망, 
시설물 등에서 도시
정보수집, 처리 및 배포

외부연계 게층

코어서비스계층

인터페이스 계층인터페이스 계층

서
비

스
통

합
영

역

도시관제를 위한 CCTV, 교통시설물, 환경, 방범, 방재
등의 데이터

각종 유무선 디바이스(통합단말기, 미디어보드 등) 및
다양한 센서(RFID, 환경센서 등) 데이터

도시관제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어

정보수집 및 분석

표준화를 통한 시스템간, 도시간 네트워크화

시스템 연계 및 통•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관제시스템, 응용시스템 및 외부기관과의 상호 운용

U-City간 및 기존 도시간의 상호 운영

관련기관 및 연관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용자, 서비스제공자 및 관리자에게 분석된 정보제공

정보배포 및 상호운영

지원 u-서비스의 Active한 관리

비즈니스 룰의 Active한 생성 및 운영

통합플랫폼의 지능적인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

아키텍처 구성 시 고려할 센터 역할



내부/외부 연계

Enterprise SerIIIce Bus
NMR(프로토콜, 메시지 변환 및 라우터)

현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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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각 분야별 서비스간의 원활한 정보 연계 처리 방안
2.3.7.1 개요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1.1 통합운영플랫폼 (내/외부 연계)

통합운영플랫폼은 내부연계를 위해 Http, SOAP 등 표준화된 방식의 멀티체널 아답터를 통해 연계를 처리하며, 유관기관 및 주변 도시
U-City 센터와의 외부연계 처리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배치모듈을 구성함

외부기관과의 유연한 연계

외부기관과 내부 서비스 간의 복합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보장

API, 웹서비스를 통한 연동을 통해 확장성
제공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다양한 시스템간의 상이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내부 시스템을 위한 메시지 형식 및 방법
표준화

추가 연계 개발의 용이성 확보

외부기관과의 연계 업무 프로세스 변경, 추가, 
삭제 등의 요구사항에 손쉽게 대응하도록 Open 
API, 표준화된 XML 등 환경 제공

관제를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 제공

관제를 위한 GIS/LBS의 공통 기능을 통합한
엔진의 도입으로 인터페이스 통합 기반 마련

관제관련 인터페이스 제어 정보

GIS
Database

GIS
Engine

LBS
Database

LBS
Engine

유관기관

경찰서

온라인 배치
연계 모듈

실시간 연계
모듈

배치 연계
모듈

SOAP
HTTP

TCP/IP
SOAP

무선망, 
자가망, 
상용망, 
외부망

소방서

타 도시
센터

HTTP/
SOAP

BC

FILE
BC

기타
Adaptor

BC

NMR : Normalized Message Router)

교통시시스템 안전시스템 특화서비스시스템

…

…

API, 웹 서비스를
통한 연동

통합플랫폼 내/외부 연계 주요 기능



통합플랫폼통합플랫폼

1.1 통합운영플랫폼 (H/W구성 및 확장 방안)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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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리포팅

GIS/LBS DB

프로세스제어
(Help Desk)

시스템 모니터링
(SMS/MMS/APM)

과금/정산/
마일리지

통합 Portal

상황실&Rule외관기관
I/F

데이터 수집
(Event Source)

무선망

유선망

서비스활성/
서비스조합

응용시스템 관리시스템

사설 인증 센터

인증&권한
(SSO)

CORE
(F/W)

LBSGIS

통합DB

통합플랫폼 H/W 구성도 서비스 확대에 따른 확장 방안

업무의 증가, 처리데이터 증가 또는 사용자 증가로
인해 시스템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의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확장

제품 선정 시 자원의 최대 확장 가능치 고려

CPU 확장 시 이에 따른 S/W 라이센스 추가 고려

하드웨어 수직적 확장

SAN을 통한 스토리지의 추가 확장

L4 스위치 부하분산과 연계한 병렬 노드 증설

필요 시 스토리지 및 정보화 시스템 서버 pool을
통한 가상화 구현

확장에 따른 S/W 라이선스 추가 고려

하드웨어 수평적 확장

오산시 단계별 개발에 따라 서비스가 확장 될 경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에 대한 추가가 필수적이므로, 수직적 및 수평적 확장
을 통하여 안정성 및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보장되도록 구성

SOA를 적용한 유연한 통합플랫폼 구축

서비스컴포넌트화를 통해 추가 또는 삭제되는
서비스를 동적으로 반영

DeIIIce 관리 모듈을 구성, DeIIIce 추가 고려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 별 기능 관리,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

서비스 및 기능 변경 시 확장



1.1 통합운영플랫폼 (연계 및 확장용이성 확보)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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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신도시 단계별 개발에 따라 추가되는 서비스와 구도심의 서비스 추가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며, 서비스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표준화와 내부 프로세스 통합, DB통합을 통해 표준 및 확장성을 확보함

통합 및 표준화에 의한 연계/확장용이성 확보

상황
발생

상황
접수

상황
감시

상황
종결

상황
처리

통합DB

관제
플랫폼

GIS
플랫폼

관제
클라이언트

내부연계서버

서비스
저장소

오산신도시
U-서비스

오산신도시
시설물

구도심
시설물

GIS DB 통합 프로세스 통합

사용자화면 통합

서비스 사용
프로토콜
표준화

(DB 통합)

수평적
서버확장

구도심
U-서비스

…

서비스 확대에 따른 확장 방안

• 사용자 화면통합
- Plug & Play 기법을 활용한 사용자 화면

통합으로 쉽고 빠르게 추가가능
• GIS DB 통합

- 오산시 전체, 동별로 선택적 지도도시
- 시설물 정보에 관할구역 정보 추가
- 관할구역별 시설물 선택적 표기

• 프로세스 통합
- 구도심, 오산신도시 u-서비스의 프로세스 통합
- 신규 서비스 발생 시, 서비스 저장소에 등록

• DB 통합
- 오산신도시 DB와 구도심 DB를 통합
- 동일한 서비스라면 동일한 테이블 구조 공유

4대 통합에 의한 확장용이성 확보

• 추가 u-서비스 연계 프로토콜 준수 의무화
• 웹 서비스 방식 중에서 Document 방식을 사용

해서 유연성 극대화

내부 연계 프로토콜의 표준화

• 구도심 영역을 담당할 u-서비스 서버를 추가만
해도 통합업무의 수행이 가능
• 구도심에 동일한 서비스가 추가되어도 오산신도시

서비스 에는 영향 없음

수평적 서버 확장



1.1 통합운영플랫폼 (이기종 현장장비 통합방안)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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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서 기존 운영중인 CCTV 와 향후 추가 될 수 있는 이기종 현장장비를 연계통합하기 위해 동일한 통합 UI를 사용하고 필요한 영
상의 코덱을 요청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운영되도록 구축 함

통합 및 표준화에 의한 연계/확장용이성 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확장 방안

•

통합영상 UI적용

코덱기법 적용

CCTV제어 모듈

오산신도시지역 카메라 구도심 지역 카메라

영상큐브

RGB Matrix
Switcher

오산신도시
영상감시
서버

구도심
영상감시 서버

통합플랫폼
(CCTV제어모듈)

영상코덱 제공
카메라 제어

IP
카메라
(B업체)

IP
카메라

(A 업체)

영상전송 영상전송

- 동일한 통합
UI사용

- 필요 영상
코덱 요청

A사 코덱 제공 B사 코덱 제공

A사 카메라
제어

B사 카메라
제어

통합된 영상 UI 적용

영상도시 영상도시

• CCTV 종류에 상관 없이
동일한 통합 UI를 사용
• 이기종의 CCTV가

추가되어도 UI 변동 없음

• 영상감시 단말에서 모든
CCTV 영상 감시 가능
• 신규 CCTV 영상일 경우

관제플랫폼에 코덱 요청

코덱요청

코덱전송

통합플랫폼

영상감시서버

최신 코덱 유지

• 영 상 감 시 서 버 에 서
통합관제플랫폼으로
제어요청
• 해 당 CCTV 의

프로토콜로 제어명령

변환 후 CCTV 제어

제어요청

카메라 제어

제어요청변환

(해당 CCTV에 맞도록)



통합운영플랫폼
• 시설물정보조회
• GIS연계 활용

통합운영플랫폼
• 시설물정보조회
• GIS연계 활용

GIS서버 GIS DBGIS Engine GIS DB

U-City
시설물

U-City
시설물

교통교통

단위 U-City 서비스

Offline GIS 데이터 업데이트

GIS 연계 및 데이터 활용

오산시 City 시설물에 대한 설계내역을 오산시에 제시
및 기본도의 경우 스키마 등의 데이터 모델 통일

오산시 기 구축 지리정보 및 메타데이터 자료를 제공받
아 GIS서버로 통합

오산시 GIS DB와 주기적인 데이터 Offline 동기화

범위 내용 설명

공간적 범위 오산 신도시

내용적 범위

수치지도
1/1,000 , 1/5,000 수치지도 항공측량 및
제작

도로 시설물
도시계획도면상 도로 폭 4m 이상인 모든
도로 및 시설물(가로등, 가로수, 교량, 
육교, 신호등, 소화전 등)

통신인프라시설물 자가망 통신관로 및 시설물

U-City 시설물
CCTV, 키오스크, 환경센서 등 U-City 
시설물

정사영상 DB 항공사진 정사 편집

1)  GIS 구축 시 공간 및 내용적 범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단계별 조성공사 완료 성과물
에서 취득

U-City 기반 IT인프라 오산시 지리정보

1.2 GIS 활용 방안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2D, 3D의 GIS는 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오산시 지리정보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원칙으로 함. 단, GIS 활용 부문은 각 단위 시스템
의 해당부문에서 검토하여 활용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시설물 관리부문에서 통합 및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구성

안전안전 환경환경

시설물
관리

시설물
관리 …… 특화

서비스

특화
서비스

GIS 구축 범위 및 내용1)

GIS 데이터 흐름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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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의 집합 정의

관리해야 할 대상 집합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집합의 특성 파악

1

집합의 동질성 파악

통합 대상 집합의 동질성을 파악하여 적용 기준 정립

2

서브타입의 구체화

집합 통합을 통한 의미 희석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서브타입 지정

3

기준 집합의 명확화

시스템 추가 개발 및 유지 보수 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키와 엔터티 기반 마련

4

교통DB 안전DB 특화서비스
DB

기타 DB
(GIS 등)

통합운영플랫폼
데이터

단위 u-서비스 데이터

통합코드

서비스 메타데이터

표준화된 데이터

시나리오 저장소

통합DB

연계기관
데이터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정규화

공통코드 통합설계

공통업무 엔터티 설계

1.3 통합 DB 구축 방안

III. 부문별 계획(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u-서비스 정보화시스템 전체적으로 중복을 제거하고, 업무 요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함으로써 유연성 및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데이터 통합의 목표

기대

효과

오산시 및 오산시 U-City 시스템 전체적인 통합 데
이터 확보

수집된 각종 데이터의 정보화로 가치 극대화

각 업무 요건 별 유연한 대응 기반 마련

데이터의 중복 및 오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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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

1.1  기본방향 및 교류현황

1.2  협력방안

1.3  협력계획



1.1  국제협력 방안>기본방향 및 교류현황

VII.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

575

교류도시 현황 (4개국 4개도시)

․ 면적 : 47.48㎢1996.10.01
사이다마현

히다카시
일본자매도시

- 인구 : 93,000명2003.06.25레우스시스페인우호도시

우호도시

자매도시

자매도시

자매도시

구 분 국명 도시명 체결년도 도시 정보

중국
신장성

우루무치시
2005.09.02 ․ 면적 : 1,200㎢

베트남 쾅남성 2004.03.10 ․ 면적 : 10,406㎢

미국
텍사스주

킬린시
1997.04.08 ․ 면적 : 217㎢

중국
요녕성

요양시
2002.10.16 - 면적 : 4,731

기 간 추진내용 비고

2009. 4월 중국 우루무치시 기업인 오산시 방문 양 지역 기업 간 교류논의

2010. 8월 중국 우루무치시 대외경제무역박람회참석 우루무치시 주재 오산시경제무역대표처 개소

교류실적

기존 오산시는 미국 킬린시, 일본 히다카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스페인 레우스시, 중국 요양시와 우호적 교류를 통해 도시의 발
전방향을 연구하고 있어, 기존 교류와 더불어 U-City에 대한 우호적 지식협력을 통해 U-City발전을 도모 해야 함



1.2  국제 협력 방안 > 협력방안

III.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

기존 오산시는 미국 킬린시, 일본 히다카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스페인 레우스시, 중국 요양시와 우호적 교류를 통해 도시의 발
전방향을 연구하고 있어, 기존 교류와 더불어 U-City에 대한 우호적 지식협력을 통해 U-City발전을 도모 해야 함

U-City 기획 등
의사결정자

수준의
교류 확대

양 지자체 간
협력분야
집중화

U-City 관련
산업 진출
기회 제공

지식협력

정책, 관리 차원 협력

분야별
기술지원

기존 교류 내용

문화 예술 교류

각 지자체 축제 참가

자매도시 미술전 개최

아동을 위한 스포츠 교류

특산품 등 생산지 견학 등 오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우리나라 알리기

공무원 연수 및 교환 근무

건축, 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 연수 활동

분야별 공무원 교환 근무

분야별 해외 선진 사례
연구를 위한 연수 활동

(환경, 교통, 자전거, 도시
디자인 부문 등)

자매 우호 지역의 확대

스페인, 중국 등 U-City
관련 국가와의 우호 교류
확대

선진 사례 분석 및
체험 등

업무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U-City 관련 지식 협력 방안

기존 교류활동기존 교류활동 인근 지자체 협력인근 지자체 협력 연구단체 활용연구단체 활용

연구기관
MOU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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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계획

1.3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 > 국제협력 계획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U-city world forum” 이나 “U-City 해외로드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향후 교류시 U-City 협력 MOU  체결 적극 지원

지속적인 문화 및 경제통상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 우선 고려

고려사항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국제 동향 파악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한 기술적/경제적 실익 여부

지역여건의 적합성/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대상도시 선정 시 관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항호 교환,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 등을 비교,견학하는 등의 사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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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기반시설 보호)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기반시설 보호

1.1  통합보안

1.2  이중화 방안

1.3  개인정보보호 방안



1.1 통합보안 (개요)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보안 운영관리조직에서 컴퓨터 및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절차이며, 보안제품
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활용하고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하여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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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인가된 사용자

비인가자

시스템운영자
DB, 보안운영자

DB
보
안

서
버
보
안

네트워크
보안

접근
통제

시스템
파손
방지

조직
정
보
보
호
문
서

교육
훈련

에플리케이션

보안

비
상
대
책

감사

인증

시스템

보안통합

관리도구

DB

인증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정보보호 프레임 워크 구성 요소들에 기초한 다단계 통합 보안관리방안

컴퓨
팅

자원

통합 보안 관리 방안 통합 보안 구성 목표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통제

시설 관리 및 접근 통제

재난 예방 및 복구 대책 수립

U-City 보안 정책 정립

정보보호전담조직 구성

정보보호체계 수립/운영/관리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리 체계

종합적 위협 분석 환경 구축

사이버 위협 조기 예경보 체계



1.1 통합보안 (정보 보호 방안)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통합 보안에 있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별 구성 목표 및 범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보안 방
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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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목표 정보 보안 방안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 권한부여

• 보안정책/지침/절차 흐름

• 조회권한은 DB View를 이용하여 개발자나 유지보수

• 담당자의 접근 권한도 차단함

• 자산의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을 보호하도록 보증함

조직구성 • 관리자 선정하여 보안지침을 수립 전파
• 전담 인력이 정책/지침/절차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전파하고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적

보안지침을 수립함

제도마련 • 보안 절차 및 교육실시

•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과 권한관리 부문은 요구 시 국가 및

• 민간 보안 전문가의 자문을 정기적으로 받음

• 조직의 기능화 역할을 문서화하고 주기적인 검토 및 보고를 수행함

• 보안절차 준수를 서약 받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정립함

•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함

물리적
보안

출입통제 • 물리적 보안 통제 • 지문인식기 또는 카드리더기 설치 등 출입통제보안 시스템 도입

시설관제 • 외부의 침입을 사전에 감지 • 장비실 내부 및 주출입구에 카메라 설치, 3개월 녹화

기술적
보안

네트워크
• 네트워크 망에 대한 위협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 침입차단 시스템(Firewall) 구축

• 유해 트래픽 탐지시스템 구축(IDS)

• 향상된 내·외부망 분리된 네트워크 구성

위협관리

시스템
• 위협관리 시스템 구현

• 위협관리 시스템 구축(위협관리 운영자,유해 트래픽 탐지 분석 연동, DB)

• 스팸/바이러스 차단 시스템 구축

예/경보 • 사이버 위협 조기 예/경보 체계 수립 • 위협관리대응시스템 구축 마무리

서버 보안 • 주요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 서버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DB 서버에 대한 접근 제어 및 정보 유출 차단



1.1 통합보안 (관리적 보안)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보안관리체계를 위한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IT 인프라에 대한 ISO 27001 또는 KISA ISMS 인증 획득으로 대외적 신뢰 확보,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외부감독기관의 감사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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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조직 구성

정보 보호
조직 구성

요구되는 보안 전담 인력 추가 및 재구성

업무 범위, 인력 구성, 효율성 고려

정보 보호
위원회 구성

정보 보호
위원회 구성

정보보호 위원회, 정보보호 실무 협의회 구성 및
정보보호 활동 정의

역할 및 책임
할당

역할 및 책임
할당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담당자

각 부서별, 자산별 보안 역할 및 책임 할당

보안 책임자

정보보호 담당자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실무협의
회

보안실무담당 시스템보안담당 네트워크보안담당

보안기획

물리적 보안

서버 운영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 운영보안

보안장비 점검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방안

관리적 보안 지침

보안정책/지침/절차 흐름

Plan
보안정책 수립
지침/절차/제도 마련
실행계획 수립 및 공표

Do
보안절차 적용 및 운용
감독 및 정기 보안 감사

Check
위반 및 침해사례 분석
원인분석 및 비용/대책 분석
지침/절차 수정안 마련

보안정책보안정책 자산의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을 보호하도록 보증하는 정책 수립
오산시 U-City의 공공 및 민간 시설을 고려한 대응 정책 반영

조직구성조직구성
오산시 U-City 정보보호책임자 및 정보보호조직 지정
정보보호 심의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지원과 방향설정을 보장
외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 대비

제도마련제도마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문서화 하고 주기적인 검토/보고
보안절차 준수를 서약 받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정립



1.1 통합보안 (물리적보안 : 출입통제보안시스템)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물리적 보안은 사람(운영인력), 장비(고정자산), 데이터(전산자료)를 대상으로 영상 보안과 출입통제보안으로 구분
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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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출입

보안

주출입보안
(인가자, 비인가자

구분)

비인가 물품을 지참하고 출입할 수 없도록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검출

RFID 한번의 인증 시 1명만 출입되도록 Speed Gate 적용하여 출입

주요 동선 및 보안이 요하는 공간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무단 침입을 감지 함

주요 공간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며 생체인식의 기술을 적용하여 출입을
제한함

상황실
출입보안

인가된 등록자에 한하여 지문인식을 통하여 출입

물품관리

노트북, 핸드폰, PDA,이동저장장치,사진기 등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고 보관증을
발급받고 출입함

업무상 필요로 인한 반입시에는 사전에 담당 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대장을 작성 후
반입하여야 함

A/S 물품 반출 시에는 담당 부서 및 보안담당 부서의 반출증 승인 후 반출함

영상

보안

영상정보수집
주 출입구에 무단 출입을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 수집

주요 동선에 실시간 영상정보수집

영상정보 저장

모션 디텍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사물을 저장하도록 최적화

각종 감지기의 이벤트 및 모션 이벤트에 의한 자동 저장

향후 탐색 및 재생에 용이함

출입통제보안시스템 흐름도

입 출입 정보 및
각종 감지기
이벤트 자동

기록

인가자

비인가자
안내데스크

주출입 영상 감시

이동통로 영상 감시

주요공간 출입문
영상감시

DVR출입관제단말

RFID  
인증

RFID
이중인증

출입요청

임시출입증
발급

640×480의 고해상도, 
움직임 감지 기능의
디지털 방식 저장

감지기에
의한 위치
정보 제공

복층 구조상 출입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많으므로 적절한 위치에 CCTV 설치

출입에 대한 이력은 상시 저장 관리하여 향후 사고 시 백업 자료로 활용

보안설비에 적용되는 노출 장비는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절대 제3자 및 지정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복층 구조상 출입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많으므로 적절한 위치에 CCTV 설치

출입에 대한 이력은 상시 저장 관리하여 향후 사고 시 백업 자료로 활용

보안설비에 적용되는 노출 장비는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절대 제3자 및 지정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설
계
특
징

설
계
특
징



1.1 통합보안 (출입보안등급)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성을 감안하여 기능실 별로 일반통행지역, 출입제한지역, 출입통제지역 및 특별출입통제지역의 4등급에서 1등
급까지 차등적으로 보안등급을 적용하고, 물리적인 보안을 구성함

보안등급 통제방안

일반통행지역

(4등급)

• 기본적인 신분확인 및 검색에 의해 근무자의 시설물 이용 및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 정문 출입 시 방문 확인 및 방문증 교부

• 방문증만으로 출입 허가

출입제한지역

(3등급)

• 내부 근무자에 한해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승인된 카드 소지자에

한해 출입 허가

• 비인가자 출입 시 피방문자 확인을 통해 허가 지역에 한하여 이동

출입통제지역

(2등급)

• 시설물 관리자에 한하여 출입이 허가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

• 주요 출입구 RF 리더기를 통한 철저한 출입통제

특별출입

통제지역

(1등급)

• 주요 출입구 RF 리더기 설치 및 생체인식을 통한 철저한 출입통제

• 비인가 방문자의 경우 관리자 승인 후 관리자 동행출입 허용

• 입실 및 퇴실 시 해당 출입통제장치를 통한 출입 History 기록

• 정보 관리를 위해 양방향 인식 장치 설치

일반통행지역 출입제한지역

특별출입통제지역출입통제지역

홍보관람실

상황실

영
상
장
비
실 전

산
기
기
실

항
온
항
습
기
실

소
화
설
비
실

관
리
자
사
무
실

회
의
실

창
고

휴
면
룸

샤
워
룸

운영사무실 세미나실

전기실
(UPS실 포함)

회
의
실

기능실별 보안등급 적용도시통합운영센터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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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합보안 (기술적 보안)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술적 보안은 다양한 보안장비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벤트의 통합 수집/분석/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무선통신에
대한 사용자 인증강화, 네트워크 가용성에 치명적인 유해 트래픽 탐지 및 차단 체계 수립 등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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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보안 대상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시스템 성
능을 고려하여 조직에 맞는 정보보안정책
을 고려

인터넷 망의 발전에 따른 사용자의 접근 제
어 및 침입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능 및 사용자 인증 기능 고려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증, 무
결성, 기밀성 등의 기능 고려

통합보안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들에 대한
보안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성
고려

•유해트래픽수집 센서를 통하여 운영시스템 내 주요 구간
의 트래픽 분석 및 공격 정보 수집

유해 트래픽 분석
시스템

•네트워크상의 모든 패킷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전
에 설정된 보안정책에 의거 접근제어

침입 차단
시스템

•정의된 보안정책에 의해 트래픽 제어함으로써 해킹, 바
이러스, 웜 등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 보호

방화벽, 웹방화벽
시스템

•센터 운용단말의 사설 IP 사용이나, 기타 솔루션 도입에
의한 스팸메일 차단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서버의 현재 상황 및 보안관련 이슈관리 및 OS 패치 관
리, Anti-Virus 툴 업데이트 관리

서버 보안
시스템

•조기 예·경보 시스템, 유해트래픽 분석 시스템, 방화벽
등과의 연계 및 이벤트를 통합관리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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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합보안 (통합 보안 관리)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술적 보안은 다양한 보안장비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벤트의 통합 수집/분석/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무선통신에
대한 사용자 인증강화, 네트워크 가용성에 치명적인 유해 트래픽 탐지 및 차단 체계 수립 등으로 구성함

해킹, 웜,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침입 탐지 및 예/경보 기능 제공

- 오산시 U-City 네트워크 인프라에 침투하는 위협에 대한 실시간 침입 탐지 기능 제공

- 정상적인 트래픽 대비 비정상 추이 탐지 및 예/경보 기능 제공

전체/주요 영역별로 발생한 위협상황 통합관제 기능 제공

- 종합상황도를 통해 주요 영역별로 위협 상황 통합 관제 기능 제공

- 탐지된 공격 유형에 대한 공격자, 피해자 분석을 통한 침해 사고 대응 방안 제시

트래픽 사용량 추이 분포 및 사이버 위협과 상관분석 기능 제공

- 트래픽 분류별(프로토콜/서비스/프레임 사이즈 등) 추이 분석 기능 제공

- 주요 영역별 유해트래픽 분포 및 추이 분석 기능 제공

- 탐지된 공격 유형과 트래픽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 기능 제공

각종 분석 보고서 및 경향 보고서 기능 제공

- 해킹사건에 대한 일간/주간/월간 비교 분석 보고서 기능 제공

- 해킹 탐지 건수, 형태 등의 일간/주간/월간 통계 정보와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제공

- 예약기능 이용하여 예약 생성 및 자동 메일 전송 기능 제공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논리적 구성

유해 트래픽 수집

유해 트래픽 관리

유해 트래픽 분석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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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중화 방안 (개요)

IT인프라의 구축비용 절감과 안정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중화, 가상화 및 통합솔루션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각 솔
루션 별 적합한 적용 방안 도출이 필요함

서버 이중화
네트워크 이중화
보안장비 이중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통합서버
통합스토리지

통합백업



1.2 이중화 방안 (서버 이중화)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서버 이중화는 데이터와 시스템의 중요도 및 서버의 용도와 용량 산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중화 방식을 선택함으
로써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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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tandby
1안> 물리적 1:N 서버 이중화 (Active-Standby)

- 개요 : 장애율에 해당되는 비율 만큼 장애대응용 서버를 별도의
도메인으로 DB 데이터만 없는 상태에서 운영 서버와
동일하게 운영함

- 장점 : 장애 비율에 해당되는 서버 자원만을 확보 하면 됨
- 단점 : 실시간 장애대응이 안되며,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DB

데이터를 Restore 하는 시간이 소요됨

Active

Standby

Active2안> 논리적 1:1 서버 이중화 (Active-Standby)
- 개요 : 물리적으로 서버용량을 1.5~2배 정도 늘리고 동일

서버내에서 2개의 시스템이 CPU등 서버자원을
공유하며, 2대의 서버가 CROSS하여 Active-Stanby
로 구성되고 서버별로 하나의 도메인으로 구성

- 장점 : 3안 대비 서버의 물리적 사양을 30% 정도 절약 할 수 있음
- 단점 : 시스템 S/W 수량이 2배로 증가함

Standby

3안> 물리적 1:1 서버 이중화 (Active-Active, Active-Standby)
- 개요 : 물리적으로 서버 자원을 2배로 늘리고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형태로 구성하며, 서버는 각기
별도의 도메인으로 구성

- 장점 : 실시간 무중단 시스템 구현
- 단점 : 서버 수량 및 시스템 S/W 수량이 2배로 증가하며

HA구성을 위한 시스템 S/W를 추가로 도입해야 함

Active

Active

Active

Standby

이중화
방안

시사점

물리적 1:1 이중화 방식은 안정성

과 서버활용도가 우수하나, 이중

화 SW 비용 이외에 RAC, 

DBMS , 소프트웨어 등 높은 비용

이 투자되어야 함

논리적 1:1 서버 이중화 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성 및 자원 활용도

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서버의 용도 및 용량 산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중화 방식 선택



1.2 이중화 방안 (서버 가상화)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서버시스템은 스토리지, 서버 및 네트워크 도메인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적으로 묶어 큰 풀을 형성
하는 가상화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Green Computing 서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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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버 구성 서버 클러스터링 가상화 서버 관리

Blade 서버구성

• 시스템 통합과 파티셔닝

•시스템 자원 이용율의 최적화

•최소의 운영비용

서버통합화

• 최소의 하드웨어 공급으로 고가용성 제공

•복구 시간 개선

•하드웨어 독립적인 가상 파일로 서버들의 구성
저장 관리

재난 복구 환경 구성

서버 가상화 도입 시 기대 효과

TCO: total cost of ownership(소유 총비용)

가상서버들의 클러스터링 구성 방안

1) Cluster in Box 

하나의 가상화 솔루션 서버내의 가상 머신간의
클러스터링 구성

2) Cluster Across Boxed 

두 대의 가상화 솔루션 서버 간 가상 머신들의
클러스터링을 구성하여 장애발생시에도 다른
서버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3) Physical to Virtual Clustering 

물리적인 기존 서버들의 환경과 클러스터링 대상용
Standby 서버는 하나의 ESX서버에 구성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HA(고가용성,이중화) 환경 구성

소요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고가용성
서버구성

운영비용
절감

8.3:1 수준으로 서버 수 감소

3년간 TCO 비교 시 80% 이상의 비용감소 효과 예상

가상화 솔루션 도입 비용 검토와 비용편익분석이 시스
템 규모 및 용량이 산정 되는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함



1.2 이중화 방안 (통합스토리지 구성 방안)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단위 시스템 별 DBMS, 저장장치 사용으로 백업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데이터 관리 및 용량 관
리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함

SAN Switch

통합DB
서버#1

통합스토리지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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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DB
서버#2

GIS DB
서버

백업
서버

통합스토리지

Controller #1 Controller #2

원본 미러본

원본 볼륨 미러링 볼륨

장애장애
디스크
미러링

(RAID 0+1) 
적용

1

2

3

4

RAID 0+1구성의 경우 평상시 디스크는 미러링
볼륨에 동시 Write 작업을 시도하여 복제본을
구성

장애 발생 시 경로를 미러링 된 볼륨 쪽으로 변
경한 뒤 즉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HBA(Host Bus Adapter)를 이중화 하고 Load Balancing 및
장애극복(Fail Over) 기능을 적용하여 고성능을 확보하고
장애 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HBA 및 채널 이중화 구성

SAN 스위치를 이중화하여 서버로부터 스토리지에 이르는
채널을 이중화 함, 광케이블이나 SAN 스위치의 장애 시 우회
경로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SAN 스위치 이중화 구성

특정 디스크 컨트롤러 장애 시 다른 컨트롤러를 통해
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스크의 컨트롤러가 이중화된
스토리지를 선정하여 구성

디스크 컨트롤러 이중화 구성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RAID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디스크 장애 시에도 즉각적인 복구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

데이터의 중요도에 의한 RAID 구성

1

2

3

4



1.2 이중화 방안 (통합 백업)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백업서버를 통해 전체 백업 데이터 백업 스케쥴링을 수행, 데이터 특성 별 대상을 SAN과 Network 백업으로 정하고, SAN 경로 백업, 
LAN 경로 백업 및 ServerLess 백업으로 분리 적용하여 백업의 효율성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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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백업 방안

대상
디스크

대상
디스크

대상
디스크

SAN 백업대상SAN 백업대상

통합스토리지 통합백업장치

백업서버

SAN Switch

Network 백업대상Network 백업대상

LAN 경로 백업

ServerLess 백업

SAN 경로 백업

통합 백업 구성

1

2

3

통합DB서버, 통합WAS서버 등 통합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서버는 백업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SAN Switch를 통해 통합백업장치에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수행

SAN 경로 백업1

통합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내부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들은 LAN 환경을 통해
백업서버에서 인식된 백업 라이브러리로 백업을 수행

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LAN 경로 백업

SAN 백업을 하는 업무 서버 중 야간 백업 스케쥴링이
되어 있는 시간에도 백업을 수행 시 업무에 부하가 생기게
되므로 백업서버에서 SAN Switch를 통해 백업을
수행하도록 구성

ServerLess 백업

2

3



1.2 이중화 방안 (장애대책)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통합운영센터 시스템은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 확보 방안을 적용한다. 서버, 어플리케이션, 통합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한 대책을 통하여 무중단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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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
소
별

장
애
대
책

무
중
단

시
스
템

구
현

무
중
단

시
스
템

구
현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 통합 스토리지 장애통합 스토리지 장애

네트워크 장애네트워크 장애 유일점 장애유일점 장애



1.2 이중화 방안 (기대효과)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센터 시스템의 이중화, 가상화 및 통합솔루션을 통하여 안정성, 경제성, 가용성 및 관리성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오산시 U-City
에 적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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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통합에 따른 구축비용 및 운영 비용
절감

각 서비스 부문은 해당 비즈니스 서비
스에 몰입 가능한 환경 제공하며, 안
정성 및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통합DB, 통합인프라의 관리주체 단
순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 및 편의성
보장

서버 이중화

서버 가상화

통합 스토리지

통합 백업

• 일관된 용량관리 및 백업 정책 적용 가능

• 내/외부망의 저장장치 및 백업장치를 공유하여 구성 및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통합 DBMS 구축으로 데이터 연계 가능

• 일관된 용량관리 및 백업 정책 적용 가능

• 내/외부망의 저장장치 및 백업장치를 공유하여 구성 및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통합 DBMS 구축으로 데이터 연계 가능

• 백업서버 및 통합백업장치를 구축하여 백업에 대한 통합관리 용이성을 확보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편리한 백업 및 복구체제 구축으로 운영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백업서버 및 통합백업장치를 구축하여 백업에 대한 통합관리 용이성을 확보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편리한 백업 및 복구체제 구축으로 운영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실시간 무중단 시스템 구현으로 서비스의 연속성 제공

• 서비스의 안정성 및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 실시간 무중단 시스템 구현으로 서비스의 연속성 제공

• 서비스의 안정성 및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1.3 개인정보보호 방안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U-서비스 각각에 대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도출 후, 기술동향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본 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무선정보통신망의 기술구조로 부터 보안대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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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U-의료분야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U-교통분야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U-포탈서비스

서비스명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방안

U-방재,방범분야 개인영상정보

폐쇄회로텔레비젼 개인영
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는 암호화 전송

(SSL- VPN기법등 활용)

U-환경분야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플래카드서비스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녹색자전거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U-교육분야

서비스명 개인정보 대상서버(예)

홈정보서비스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기타 서비스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패스워드등)

개인식별번호는 암호화

공공i-pin 활용

공공인증파일을 이용



1.3 개인정보보호 방안> 오산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보호수준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취약성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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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파일대장

Cctv

개인정보 저장 및 출력매채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파기철저

저장매체 등 파기
파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이용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이용 및 제공

구 분 중점 점검항목

개인정보

보호

정책기반

개인정보보호 조긱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 예산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방침

기술기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저장,전송 시 암호화

개인정보

침해대응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대책

주 출입구에 무단 출입을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 수집

주요 동선에 실시간 영상정보수집

개인정보유출 대응절차

개인정보 침해구제절차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댙책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침해구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지표

자료 : 2010 국가정보화에관한연차보고서

공공 및 민간 사업자 개인정보보

호 관련 전문교육 및 워크숍, 컨퍼

런스 등을 참가하여 역량강화

개인정보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적합한 징계기

준안을 마련하는 등 담당자 처벌

을 강화함

시민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체감형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보호역량강화및인식제고



1.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III. 부문별 계획(기반시설보호)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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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적용범위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적용기관적용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타 법률에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 동법 적용
- 통계법, 안전보장 관련 경우는 동법적용 제외

타 법률에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 동법 적용
- 통계법, 안전보장 관련 경우는 동법적용 제외

수집범위수집범위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함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함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기관 내 이용과 타 기관 제공은 법률에
의함

개인정보의 기관 내 이용과 타 기관 제공은 법률에
의함

개인정보
취급자 의무
개인정보

취급자 의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기타 사항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통합 집합교육 실시하며
각 기관 방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기관별 자체 교육할 수 있는 팜플렛 및 교육교재
등을 제작·배포함

개인정보보호 컨퍼런
스 등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구 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에서는 1년에 2번 중요,민감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정보 유·노출사례

가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공공기관 웹사이트

노출관리

웹사이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전방지를 목적
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
해신고센터 운영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관장은 필요한 조치
를 실시함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II .부문별 계획(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1.1  개요

1.2  정보의 생산

1.3  정보의 수집

1.4  정보의 가공

1.5  정보의 활용

1.6  정보의 유통



1.1 개요

III. 부문별 계획(정보의 생산, 수집, 가종, 활용 및 유통)

효과적인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구축을 위해 생산˙ 수립 ˙가공 ˙활용 ˙유통되는 유비쿼터스도시정보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여 오산시
가 보유한 정보나 유관기관 연계정보, 단말기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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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유비쿼터스도시정보란 오산시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관계행정기관 연계
정보, 센서 수집정보 등을 말함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내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수집·
가공·가공·활용 및 유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각의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시
빠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생산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생산이란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등을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생산계획에는 적용기술, 생산항목, 생산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 하여 제시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수집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수집이란 유비쿼터스 관련기술로 생산되는 정보와 도시관리를 위해 생산된 정보(지리정보, 행정정
보 등)등을 모으는 과정을 의미함 , 따라서 수집계획에는 수집항목, 수집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 하여 제시

•유비쿼터스도시정보 가공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가공이란 생산 또는 수집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인력이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가공계획에는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적합하도록 가공항목, 가공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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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유비쿼터스도시정보 활용

—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활용이란 생산 또는 수집, 가공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유통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활용계획에는 생산, 수집, 가공된 정보의 사용분야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활

용

방

안

(

예)

행정

기반
시설

교통

복지

환경

안전

생활

문화
관광

지역
산업

하천, 저수지 등의 수위 및 수질 감시, 대기오염, 악취, 소음, 온도 등의 모니터링 정보제공

시민이 원하는 생활정보 제공

재난재해를 감시, 실시간 현황 파악, 즉각적인 복구 관련 정보제공 등에 활용

지역문화유산의 사이버 전시, 다양한 문화 창작 활동 및 지역관광 정보 제공

농업, 축산, 수산, 산림 등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건정보, 노약자 복지지원, 지역아동보호 등에 활용

전국/광역 접근체계 연계를 통한 접근 편의성 제공 및 교통정보의 제공, 제어 등에 활용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및 상시 모니터링에 활용

시민의 행정 및 민원과 내부 행정 업무 처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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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의 생산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웹기술, 개인인증기술, 내부행정정보시스템과의 웹서비스 연계기술, 채널별 디지털콘텐츠관리기술, 

웹GIS기술

적 용 기술

U-포탈

서비스

서 비 스 명

주민이 서비스회원신청을 위해 주민기본정보가 생성

관리자가 민원분류정보와 민원행정정보시스템 연계정보 생성

주민이 민원신청정보가 생성되고,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처리 정보 생성

지역정보, 사업체정보, 시설물정보는 관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콘텐츠를 입수하여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주민기본정보, 민원분류정보, 민원신청정보, 민원처리정보, 민원행정정보시스템템연계정보, 시정정보

시책사업정보, 지역정보, 공공시설물정보 등

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행정

웹기술적 용 기술

U-home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U-포털서비스의 정보콘텐츠로부터 공동주택 단말기로 전송할 콘텐츠를 변환시켜 생성생산방법 및

절차

시정정보, 시책사업정보, 지역정보 등생산항목

생 산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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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의 생산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무선메쉬기술, 위치측정기술, 웹기술, GIS기술, 영상전송기술, 영상처리기술, 정보연계기술

Probe car 정보, 도로정보, 위치정보

적 용 기술

U-지능형

교통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probe car 정보, 도로정보, 교통시설물 정보를 등록 생성

probe car의 OBE단말기에 GPS위치정보 생성

도로별 CCTV영상정보가 생성, 광역버스교통정보체계의 버스 단말기에서 버스운행정보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물 정보, CCTV영상정보, 대중교통정보, 단속차량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교통

웹기술, RFID기술적 용 기술

U-바이클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자전거보관소 정보(위치, 수용량 등)를 생성시키고,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신청을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 생성,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결제정보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자전거 보관소 정보, 이용자 개인정보, 자전거식별정보, 이용요금 결재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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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의 생산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GPS위치측정기술, 웹기술, 웹GIS기술, CCTV영상전송기술, 단거리무선통신기술(ZIGbee)적 용 기술

안심존

서비스

서 비 스 명

어린이가 보호자정보와 함께 어린이 정보 생성

관리자는 어린이에게 지급된 단말기정보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어린이정보, 위치정보, 단말기 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보건/의료/복지

웹기술적 용 기술

U-시설물

관리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시설물관리정보분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생성

시설물정보의 원천(센서, 현업부서, 사업 등)이 되는 정보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시설물관리정보분류, 시설물관리정보, 시설물관리정보생성 원천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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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의 생산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Cctv영상기술, 웹기술적 용 기술

방범 CCTV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정보와 용도 생성

cctv관제에 따라 지역별 cctv영상정보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cctv별 용도정보, 관제지역정보, 영상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CCTV

웹, RFID, wifi, 디지털콘텐츠 기술적 용 기술

U-schoo

관리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학교시설물정보와 과목정보 생성

학생이 학생개인정보를 생성시키고, 교사가 교사개인정보와 교육콘텐츠 정보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학교시설물정보, 학생정보, 교사정보, 과목정보,교육콘텐츠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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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의 수집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로 생산되는 정보와 도시관리를 위해 생산된 정보 등을 모으는 과정을 의미함

웹, 미디어보드 콘텐츠 기술적 용 기술

U-street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테마시설정보, 테마 디지털콘텐츠 정보 생성생산방법 및

절차

테마시설정보, 테마 디지털콘텐츠 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관광

웹기술, 이용자 인증기술적 용 기술

U-플래카드

서비스

서 비 스 명

이용자 정보가 생성되고, 디스플레이 콘텐츠 및 운영시간 정보 생성

디스플레이 운영을 통해 이력정보 생성

생산방법 및

절차

이용자 정보, 디스플레이 정보, 이력정보생산항목

생 산 계 획

- 물류



III. 부문별 계획(정보의 생산, 수집, 가종, 활용 및 유통)

606

1.3 정보의 수집

유비쿼터스도시기술로 생산되는 정보와 도시관리를 위해 생산된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함

주민기본정보, 민원분류정보, 민원신청정보, 민원처리정보, 민원행정정보시스템템연계정보, 시정정보

시책사업정보, 지역정보, 공공시설물정보 등수집항목

U-포탈

서비스

서 비 스 명

주민이 생성한 주민기본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시켜 수집되고, 관리자가 민원분류정보,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연계정보를 등록시키면 수집

주민 생성 민원신청정보를 민원신청을 통해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수립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처리 정보 수집

지역정보, 사업체정보, 시설물정보는 관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콘텐츠를 입수하여 등록 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수 집 계 획

- 행정

시정정보, 시책사업정보, 지역정보 등수집항목

U-home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U-포털서비스의 정보콘텐츠로부터 변환시켜 생성한 u-home콘텐츠를 정보시스템이 등록 수집생산방법 및

절차

수 집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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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의 수집

U-지능형

교통 서비스

서 비 스 명

probe car가 운행중 obe단말기에서 수신 생성한 GPS위치정보가 RSE를 통해 센터로 전송하면 수집

도로별 CCTV에 의해 생성된 영상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센터로 전송하여 수집

광역버스교통정보체계로부터 버스운행정보 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probe car 정보, 도로정보, 위치정보, 교통시설물 정보, CCTV영상정보, 대중교통정보, 단속차량정보수집항목

수 집 계 획

- 교통

U-바이클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생성한 자전거 보관서 정보(위치, 수용량 등)를 등록 수집시키고, 이용자가 생성한 이용자개인

정보를 서비스이용신청에 따라 등록 수입되며, 생성된 자전거의 식별정보가 자동 수집

이용자가 생성한 결제정보가 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자전거 보관소 정보, 이용자 개인정보, 자전거식별정보, 이용요금 결재정보생산항목

수 집 계 획

유비쿼터스도시기술로 생산되는 정보와 도시관리를 위해 생산된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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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의 수집

방범 CCTV

서비스

서 비 스 명

어린이가 생성한 어린이정보가 서비스등록을 하면 수집

관리자는 생성된 단말기정보를 등록 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어린이정보, 위치정보, 단말기 정보수집항목

수 집 계 획

- 보건/의료/복지

U-시설물

관리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시설물관리정보분류에 따라 생성된 시설물정보를 등록 수집

원천으로부터 생성된 시설물정보가 담당자가 등록 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시설물관리정보분류, 시설물관리정보, 시설물관리정보생성 원천정보수집항목

수 집 계 획

- 시설물 관리

유비쿼터스도시기술로 생산되는 정보와 도시관리를 위해 생산된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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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의 수집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방범 CCTV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정보와 용도를 등록시켜 수집

cctv관제에 따라 지역별 cctv영상정보가 센터로 전송 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cctv별 용도정보, 관제지역정보, 영상정보수집항목

수 집 계 획

- CCTV

U-schoo

관리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생성한 학교시설물정보와 과목정보를 등록/수집

학생이 생성한 학생개인정보를 등록 수집하고, 교사가 생성한 교사개인정보와 콘텐르 정보를 등록/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학교시설물정보, 학생정보, 교사정보, 과목정보,교육콘텐츠정보수집항목

수 집 계 획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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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의 수집

U-street

서비스

서 비 스 명

관리자가 생성한 테마시설정보, 테마 디지털콘텐츠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수집수집방법 및

절차

테마시설정보, 테마 디지털콘텐츠 정보수집항목

수 집 계 획

- 관광

U-플래카드

서비스

서 비 스 명

생성된 이용자 정보가 서비스이용 신청을 하면 수집

생성한 디스플레이 콘텐츠 및 운영시간 정보가 등록/수집

디스플레이 운영을 통해 생성된 이력정보가 수집

수집방법 및

절차

이용자 정보, 디스플레이 정보, 이력정보수집항목

수 집 계 획

- 물류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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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의 가공

U-포털

서비스

서 비 스 명

민원행정정보시스템로부터 주민기본정보와 민원신청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한 다음 민원처리결과

정보 도출

이용자가 오산시 관련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부터 검색하여 UI에 변환

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 행정

- 교통

유비쿼터스도시정보 가공이라 함은 생산 또는 수집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적합하도록 만드는과정을 의미함

U-home

서비스

서 비 스 명

U-포털서비스의 정보콘텐츠로부터 가정에 전달할 필수 시정 정보, 시책사업 및 지역정보 도출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U-지능형

교통 서비스

서 비 스 명

probe car 위치정보 나열로부터 도로별 교통흐름상태를 도출

도로상 CCTV영상을 처리하여 돌발상황을 도출

버스운행정보로부터 오산시 도로별 버스운행 실시간 정보 도출

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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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의 가공

U-바이클

서비스

서 비 스 명

자전가가 보관소 입구를 통과하면 RFID인식정보로 부터 이용자 정보, 자전거식별정보를 검색

이용자결재정보로부터 보관소이용허가정보를 도출

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 교통

- 시설물관리

유비쿼터스도시정보 가공이라 함은 생산 또는 수집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적합하도록 만드는과정을 의미함

안심존

서비스

서 비 스 명

단말기 ID와 위치정보로부터 해당 어린이정보와 지역 위치정보를 도출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U-시설물

관리서비스

서 비 스 명

수집된 시설물데이터로부터 시설물통합정보체계에 맞게 가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 보건/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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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의 가공

방범 CCTV

서비스

서 비 스 명

cctv정보로부터 용도에 맞는 관리업무를 도출

cctv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발생가능화면을 도출

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 CCTV

- 교육

유비쿼터스도시정보 가공이라 함은 생산 또는 수집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적합하도록 만드는과정을 의미함

U-school

서비스

서 비 스 명

학생이 RFID카드를 인식시키면 해당 학생정보 ID를 도출

교사가 RFID카드를 인식시키면 교사정보 ID를 도출

교사정보Id로 부터 교육콘텐츠 정보가 도출

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U-street

서비스

서 비 스 명

테마시설정보로부터 관련 디지털콘텐츠 정보를 도출가공항목/가공

방법 및 절차

가 공 계 획

-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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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의 활용

해당 어린이정보와 지역 위치정보를 어린이를 찾는데 활용안심존 서비스

시설물통합정보를 시설물관리와 U-서비스에 활용U-시설물 관리서비스

민원처리결과 정보를 민원인에게 u포털의 화면, e-메일, sms등으로 제공

오산시 관련 다양한 정보를 u-포털의 화면으로 제공

U-포털 서비스

가정에 전달할 필수 시정정보, 시책사업 및 지역정보를 전용선을 통해 가정 단말기로 전송U-home 서비스

도로별 교통흐름상태를 도로상의 VMS 장비나 ITS정보포탈로 정보를 표출

도로상 돌발상황시 경찰서 교통담당팀에게 통보

오산시 도로별 버스운행 실시간 정보를 버스정보포털이나 버스정류소의 BIT로 표출

지능형교통 서비스

이용자 정보, 자전거식별 정보를 이용이력에 등록하여 결재, 동향분석에 활용

보관소이용허가 정보를 이용하여 보관소에 출입을 허가

U-바이클 서비스

서 비 스 명 활 용 계 획

유비쿼터스도시정보 활용이라 함은 생산·수집·가공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유통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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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의 활용

학생정보ID와 교사정보ID를 이용하여 학생 및 교사의 정보를 검색하여 이력관리에 활용

교육 콘텐츠 정보로 교육콘텐츠를 검색한 다음 교실 단말기로 표출

U-school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정보에 해당되는 디지털콘텐츠를 검색한 다음 단말기로 표출U-street 서비스

변환된 홍보콘텐츠를 전자게시판에 표출

이용자 동향, 게시내용 등의 분포를 이용하여 마케팅활동에 활용

U-플래카드 서비스

서 비 스 명 활 용 계 획

유비쿼터스도시정보 활용이라 함은 생산·수집·가공된 정보를 도시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정보유통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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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의 유통

해당 없음U-시설물 관리서비스

학생그룹별 교육이력 및 교육콘텐츠를 U-school 구축업체에 제공U-school 서비스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디지털 콘테츠 제작업체에 제공 등U-street 서비스

해당 없음안심존 서비스

전자게시판용 홍보콘텐츠를 U-플래카드 이용자에게 제공 제공 가능U-플래카드 서비스

관광시설 홍보 콘텐츠는 유통 가능

교육기관이나 관광기관에 제공 가능

관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제공

U-포털 서비스

해당 없음U-home 서비스

해당없음지능형교통 서비스

해당없음U-바이클 서비스

서 비 스 명 유 통 계 획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유통이라 함은 정보의 공동활용 또는 유비쿼터스도시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유통망 등을 통해서 생산, 수집,가공된
정보를 유,무상으로 제공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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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의 유통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유통이라 함은 정보의 공동활용 또는 유비쿼터스도시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유통망 등을 통해서 생산, 수집,가공된
정보를 유,무상으로 제공함을 의미

학생정보ID와 교사정보ID를 이용하여 학생 및 교사의 정보를 검색하여 이U-school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정보에 해당되는 디지털콘텐츠를 검색한 다음 단말기로 표출U-street 서비스

변환된 홍보콘텐츠를 전자게시판에 표출

이용자 동향, 게시내용 등의 분포를 이용하여 마케팅활동에 활용

U-플래카드 서비스

서 비 스 명 활 용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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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V. 계획의 집행관리

1.1  추진체계계획 수립 개요

1.2  추진체계계획 수립 목적
1. 추진체계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3.재원의 조달 및 운용

4.운영 방안



1.1  통합추진체계 수립 개요

IV. 계획의 집행관리

1. 추진체계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집행관리계획 수립은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대응방안을 수립
하고 통합추진체계를 정의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추진체계계획 수립추진체계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소요재원 및 기대
효과 산정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대응방안

이행과제 및 세부이
행과제 식별

이행과제의 추진 방
향 및 고려사항 정의

투자비 산정
범위 정의

투자비 산정

기대효과 및
투자효과 산정

재원조달 유형 파악
통합 추진 조직 및 역

할 정의

단계별 홍보방안
수립

통합추진체계

세부이행과제별
추진 일정 계획

재원조달 유형 선정

재원조달 방안 수립

법제도 식별 및 분석

법제도 대응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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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합추진체계 수립 목적

IV. 계획의 집행관리

1. 추진체계

집행관리계획을 통해 오산시 U-City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진행과정과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이행과
정을 추진하는 체계를 수립함

집행관리계획의 목적

오산시
U-City 집행관리계획

U-City 서비스, 

도시통합운영센터, 

통신인프라 구축 등의

단계별 추진, 구축예산 및

기대효과, 추진조직, 

효과적인 홍보방안 제시를

통해 U-City 사업관리의

기초로서의 실행 로드맵을

수립함

성공적인 U-City 구현

성공적인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함

오산시의
내외부 현황분석,
국내외 선진사례,
이해관계자 분석

오산시 U-City
분야별 서비스

구축 방안

오산시 U-City
통신망 및 인프라
구성 방안

오산시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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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V.  계획의 집행관리

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개요

2.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1. 추진체계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운영 방안



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개요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오산신도시 U-City 구축의 이행과제와 세부이행과제를 식별하고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립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집행관리계획 수립집행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대응방안 통합추진체계

오산신도시의 U-City 구축 사업의 이행과제와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일정 계획을 수립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추진 일정 계획 정의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통합 로드맵 수립

추진 일정 계획

분야별 세부이행과제의 추진 목적 및 추진

방향 정의

분야별 세부이행과제의 단계별 추진 내용과

추진시 고려사항 정의

이행과제 추진 방향

서비스 분야의 이행과제와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을 종합

통신망 분야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이행과

제와 세부이행과제를 종합

이행과제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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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 서비스 (1/3)분야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오산신도시 U-City 구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이행과제와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주요 제공정보 관련부서 연계기관 연계방식

서비스

교통

교통제어
교통신호제어

CCTV 소통상황
교통행정과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교통흐름
기본정보

교통 신호 제어 데이터

대중교통정보제공
버스/지하철/열차
운행/연계 정보

교통행정과
경기도버스종합상황실

서울 Metro, Korail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노선정보, 환승정보

버스 배차 정보, 운행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정보

도로 소통상황
교통행정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화성동부경찰서
광역 버스 정보 연계

고속도로, 국도 정보 연계

법규위반자동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신호/과속 단속

교통행정과

시민과

국토해양부

화성동부경찰서
차적정보 연계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대응,관리/

도로교통정보제공
오산시 교통행정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화성동부경찰서
돌발상황감시 및 정보 전달

환경

환경감시
오산신도시 하천 수질, 

유량 정보 제공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방재센터, 기상청

대기오염, 환경 모니터링 정
보 공유, 기상청 AWS 연
계, 환경부 NAMIS 연계

환경정보제공
환경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기상정보, 대기상태 정보, 수
질, 악취 정보 등을 공유

하여 정보제공

환경자원관리
환경자원시설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오산시 상하수과

오산시 청소과

오산시 환경위생과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비를
감안한 상위계획과의

시스템 연계

* 도시과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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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 서비스 (2/3)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주요 제공정보 관련부서 연계기관 연계방식

서비스

안전

공공지역방범

방범용 CCTV 카메라,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비상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재난관리과

농림과

화성동부경찰서

공원관리소

응급상황, 비상출동 요청 정
보에 대해 실시간 연결, 영

상정보 제공
SMS, 비상통화 라인 확보

차량번호인식

차번인식용 CCTV
이용하여 차량운행정보
및 단속대상차량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오산시 교통행정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경기지방경찰청
단속대상차량정보 제공 및 연

계

행정

미디어행정
거리와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통해
공공정보전달

교통행정과

건설과

정보통신과

N/A
행정정보, 지역정보, 고지사항, 

홍보, 광고 등을 Display에
표출

공공서비스포털
Web을 통해 시정, 

복지, 서비스 정보 전달
정보통신과

모든 현업 부서
각 중앙부처 연계

타 도시 센터와 연계시 제공
되는 정보를 공유

중앙부처의 전달 정보를 공유

시설물관리

U-City시설물관리

오산신도시가 정보제공
장치, 기타 시설물에
대해 통합운영/관리

서비스

정보통신과

건설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U-City 시설물 종류, 분류 체
계, 시설물 정보, 관리결과, 

유지보수 비용 등

지하시설물관리
지하시설물모니터링 및

도시기반정보 연계

오산시 상하수과

오산시 정보통신과

오산시 건설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하시설물 정보 제공 및 연
계

가로등관리
가로등 제어, 관리 및

모니터링
오산시 정보통신과

오산시 건설과
한국전력공사

전력량 정보 제공 및 돌발 상
황 대응

* 도시과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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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 서비스 (3/3)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주요 제공정보 관련부서 연계기관 연계방식

서비스

복지

홈정보
댁내에 Wall Pad를
활용하여 생활에

유용한 공공정보 전달
정보통신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경기도 재난방지청
u-서비스 정보(교통, 환경 등)

Wall Pad를 통해 연계

맞춤형건강관리
원격방문건강관리,

응급상화발생시
병원연계 지원

오산시 보건소

오산시 환경위생과

오산시 주민복지과

오산시 청소과

오산시 주변 응급센터 및
병원

오산시자활후견기관

응급환자 진료기록 연계 및
실시간 건강관리 진원

문화

녹색자전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제공함

교통행정과

건설과

주민복지과

국토해양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보, 사

용 방향 등에 대해 공유

u-Street
IT와 문화가 접목된
오산신도시만의 u-
Street를 조성함

정보통신과
건설과, 시민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미디어행정을 통해 표출할 정
보 공유

시정정보, 홍보. 광고 등도 가
능

* 도시과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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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 통신망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통신망 통신망

기초인프라 구축
통신관과 맨홀 공사의 통신관로 기능과 전기 신호를 광선 신호로 바꾸어 유리섬유를 통하여 전달하는

광케이블 케이블을 관로에 포설하는 선로 기능 구현

유선망 구축
광케이블로 전달되는 광신호를 처리 및 전달을 위한 통신 백본기능을 수행하는 전달망과 서비스

트래픽을 수집 및 중계하는 액세스망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통한 유선망 기능 구현

무선망 구축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Wi-Fi Mesh 무선 기술을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능 구현

시험 운영 기초인프라, 유선망, 무선망 기능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체크 및 통합 운영환경 시험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통신망에 대한 이행과제와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627



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 도시통합운영센터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내용

도시통합
운영센터

도시통합운영
센터

기반설비 구축 센터 내의 기반설비인 전기, 소방, 공조, 통합배선 및 운영환경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기반환경

기반시스템 구축 센터 내의 서버, 네트워크 출입통제 시스템 및 상황판 시스템 기능 구축 및 구현

기반솔루션 구축 4대 부문 서비스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통합운영플랫폼, GIS, 통합 DB 등의 기능 구축 및 구현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축
공원관리시설 기능 포함하는 복합시설 건축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이행과제와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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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 서비스 구축 시 행정 처리 사항(1/2)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서비스 별 내부 각 실과 및 연계기관과의 행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연계기관 연계업무

업무협조 사항

부문 서비스명 행정처리절차 협조내용

교통

교통제어
화성동부경찰서

교통행정과
기존 오산시 신호체계 연계

-기존 오산시 신호제어시스템
연계는 오산시 교통행정과 처리
사항임

-

교통정보제공 경기도버스정보센터 1번 국도 교통정보 연계

-연계기관 및 정보제공구간 선정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공문발송(오산시)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협의

-전용선신청(30km미만)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1번
국도 노드/링크 확인 후 교통
정보 제공 구간 협의

대중교통

정보제공
경기도버스정보센터 버스위치, 도착정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협의

-노드/링크 구축 일정 협의

-연계 방식 및 일정 협의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차적조회시스템
활용

오산시 불법 주정차
차적조회시스템 활용(행정망)

-

환경
환경감시,

환경정보제공

기상청 기상정보 수신 공문처리(ID 신청서 첨부) ID 부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정보 수신 공문처리 웹서버 주소 공개

안전 공공지역방범 경찰서, 지구대 지구대 출동요청
전화/공문처리

상황발생 시 이력관리
상황출동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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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 서비스 구축 시 행정 처리 사항(2/2)

IV. 계획의 집행관리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서비스 별 내부 각 실과 및 연계기관과의 행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연계기관 연계업무

업무협조 사항

부문 서비스명 행정처리절차 협조내용

행정

미디어행정
정보통신과

건축과
시정정보, 공지사항, 

긴급상황 등
정보통신과 협의,

설치 장소 협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서비스

포털과 병행

공공서비스포털 정보통신과 오산시 보유 컨텐츠 정보통신과 협의
포탈 서비스의 효과 증대를

위한 컨텐츠 확보 및 공유 방
안

시설물관리
U-City

시설물관리
정보통신과 GIS DB 수신 정보통신과 협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GIS 데
이터 공유 및 연계 방안

특화

녹색자전거 정보통신과 - 건축과 협의
자전거 보관소 등 구조물 설

치에 따른 행정협의

u-Street 건축과
시정정보, 공지사항, 

긴급상황 등
정보통신과 협의,

인도 및 보도 설치 협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서비스

포털과 병행

홈정보
정보통신과

건축과
통합센터와 아파트간 연계 오산시 조례 제정 필요

WallPad를 통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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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일정 계획 > 도시통합운영센터 > > 센터 운영 방안 > 임시 센터 운영 > 임시 운영 방안

IV. 계획의 집행관리

오산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세교1지구와 세교 2지구간의 개발 시간차가 발생, 최종 센터 구축 권고안(세교2지구 공원녹지 건축)의
실행이 지연될 경우 대비, 세교 1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임시 센터의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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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도시통합운영센터 임시센터 구축 시 고려 사항

구분 내용

기반시스템

• 상황판은 50인치 이상의 LCD 모니터로 대체 구축. 단, 장비 최소화 구축(최대 2대)

• 센터 구축 시 센터 관리 시스템(FMS, NMS, SMS)의 모니터링 장비로 활용. 

• 출입통제시스템은 임시센터의 출입보안 수준 활용 및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

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 무중단 이전을 고려한 중요 장비의 이중화 구축

• 장비 최소화를 위한 교통제어 및 방범 서비스 제외, 교통정보제공, 미디어 해정, 시설물 관리는 용량 산정 후 통합

구축

통합DB, 통합운영플랫폼

구축방안

• 통합운영플랫폼을 통해 각 지구의 공통 서비스에 해당 하는 부문 우선 구축 및 SOA 기반 구축으로 향후 서비스

확장 대비

• 각 지구의 업무 중 통합DB로 관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운영플랫폼을 중심으로 체계 수립

• 통합DB 대상 중 지구별 특화 서비스 업무 제외

임시센터

운영인력

• 상황관제 및 운영인력 최소화 구축

•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보안 등 각 분야별 전문 기술을 갖춘 구축 사의 운영인력 지원 확보

• 운영절차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V.  계획의 집행관리

3.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3.2  투자비 산정

3.3  기대효과

3.4  투자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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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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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방안



3.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오산시 U-City 구축을 위한 투자비의 산정과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투자효과를 분석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집행관리계획 수립집행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대응방안 통합추진체계

오산시의 U-City 구축 사업의 투자비의 산정과
이행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투자효과를 분석함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및 결과

투자효과 분석

기대효과 분석 방향 및 지표 정의

정량적(직접, 간접), 정성적 기대효과 산정

및 종합

기대효과 산정

투자비 산정 범위 정의

세부이행과제별 투자비 산정 및 단계별 투

자비 산정

투자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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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산정 범위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소요재원의 투자비 산정은 오산시의 개발단계인 1,2,3단계에 대한 U-City 구축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에 대해 산정함

산정 범위

소요재원 산정 범위 (1,2,3단계까지의 전체 구축범위)

3단계까지인 오산시를
대상으로 한 U-City 구
축 비용을 산정

서비스, 통신망 및 도시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구
축비, 유지보수비 및 운
영비를 산정

불포함 범위는 오산신도
시 1,2,3 지구를 제외한
산업단지, 뉴타운 등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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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산정 종합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투자비 산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지보수비 : 구축비 X 유지보수율 (6%) X 물가 상승률 (3.6%) (통계청 기준 2009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
** 운영 및 유지보수비 : 2012년 기준 소요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상승률에 따라 증가
*** 개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운영비용은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로 통합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서비스

교통 18,466 16,941 40 35,447

환경 750 1,820 170 2,740

안전 6,075 7,886 53 14,014

행정 2,687 1,924 - 4,611

시설물관리 792 1,973 - 2,765

복지 375 674 - 1,049

문화 3,928 3,430 - 7,358

소계 33,073 34,648 263 67,984

인프라

통신망 15,204 3,524 2,016 20,745

도시통합운영센터 20,643 - - 20,643

소계 35,847 3,524 2,016 41,388

합계 68,920 38,172 2,279 109,372

연평균 5.78억원

( 2015년~2020년) 

구축비

연평균 43.6억원

( 2017년~2020년)

유지보수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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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교통)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교통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서비스 교통 교통제어 471 1,060 1,078 - 7,048 9,657

대중교통정보제공 254 - 776 - 3,477 4,507

교통정보제공 164 - 419 - 353 936

법규위반 자동단속 478 - 5,430 - 8,485 14,393

돌발상황관리 392 1,016 397 2,104 2,044 5,953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 교통 교통제어 7,612 2,045 - 9,657

대중교통정보제공 2,100 2,393 14 4,507

교통정보제공 596 329 11 936

법규위반자동단속 8,158 6,221 14 14,393

돌발상황관리 - 5,952 1 5,953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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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환경)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환경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서비스 환경 환경감시 46 35 729 27 828 1,665

환경정보제공 21 - 210 27 616 874

환경자원관리 202 - - - - 202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 환경 환경감시 207 1,288 170 1,665

환경정보제공 543 331 - 874

환경자원관리 - 202 - 202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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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안전)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안전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서비스 안전 공공지역방범 368 711 3,207 - 5,562 9,848

차량번호인식 443 - 2,619 - 1,104 4,166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 안전 공공지역방범 6,075 3,773 - 9,848

차량번호인식 - 4,113 53 4,166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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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행정)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행정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서비스 행정 미디어행정 165 3 2,900 - 440 3,508

공공서비스포털 1,103 - - - - 1,103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 행정 미디어행정 1,768 1,740 - 3,508

공공서비스포털 919 184 - 1,103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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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시설물관리)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시설물관리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서비스 시설물관리 U-City시설물관리 835 - 108 - - 943

지하시설물관리 587 - - - - 587

가로등관리 587 - - - 648 1,235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 시설물관리 U-City시설물관리 792 151 - 943

지하시설물관리 - 587 - 587

가로등관리 - 1,235 - 1,235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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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복지)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복지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서비스 복지 홈정보 526 - - - - 526

맞춤형건강관리 449 - 75 - - 524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 복지 홈정보 375 151 - 526

맞춤형건강관리 - 524 - 524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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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문화)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문화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

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서비스 문화 녹색자전거 717 - 59 - 471 1,247

u-Street 235 - 5,229 - 646 6,110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

1단계 2단계 3단계

서비스 문화 녹색자전거 715 532 - 1,247

u-Street 3,213 2,897 - 6,110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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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통신망)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통신망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통신망 통신망 기초인프라 구축 - - 6,519 - 5,630 12,148

유선망 구축 - - 7,471 - - 7,471

무선망 구축 - - - - - -

시험 운영 - - 788.7 - 336.6 1,125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통신망 통신망 기초인프라 구축 9,029 2,056 1,064 12,148

유선망 구축 5,050 1,469 953 7,471

무선망 구축 - - - -

시험 운영 1,125 1,125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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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도시통합운영센터)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투자비는 다음과 같음

세부 이행과제별 산정 내역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항목 총소요

예산개발비 센터장비 현장장비 소프트웨어 공사비

도시통합운영
센터

도시통합

운영센터
기반설비 구축 - - - - 2,070 2,070 

기반시스템 구축 - 9,812 - - - 9,812 

기반솔루션 구축 2,407 - - 2,483 - 4,890 

도시통합운영센터신축 - - - - 3,871 3,871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단계 총소요

예산1단계 2단계 3단계

도시통합운영
센터

도시통합

운영센터
기반설비 구축 2,070 - - 2,070 

기반시스템 구축 9,812 - - 9,812 

기반솔루션 구축 4,890 - - 4,890 

도시통합운영센터신축 3,871 - - 3,871 

단계별 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본 예산은 천원단위의 견적서를 백만원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단수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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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비 산정 > 세부 산정 내역 (운영/유지보수)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비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지보수비(도시통합운영센터)의 2015년~2016년(2년간)은 무상유지보수 적용
** 유지보수비는 구축비의 6%, 물가상승률 3.6% 반영
** 운영소요예산 중 유지보수비는 구축비용의 3.6%로 산정함, (통계청 기준 2009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씩 인상)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총소요
예산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유지

보수비

서비스 - - 1,984 2,056 2,130 2,207 8,377

17,455

통신망 - - 912 945 979 1,014 3,851

도시통합
운영센터 - - 1,239 1,283 1,329 1,377 5,228

소계 - - 4,135 4,284 4,438 4,598 17,455

운영비

도시통합
운영센터 528 547 567 587 608 630 3,467

3,467

소계 528 547 567 587 608 630 3,467

합계 528 547 4,702 4,871 5,046 5,228 20,922 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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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분석 방법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기대효과는 이행과제에 대해 재무적, 비재무적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재무적 기대효과는 직접 기대효과와 간접 기대효과를 산정해 오
산시 U-City 구축시 투자효과를 분석함

정량화 할 수 있는
정보화성과지표의

편익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

비용분석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증

교통혼잡비 감소

교통사고비 감소

범죄피해액 감소

대기오염감소

…

재무적 효과

비재무적 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기대효과 분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인원

통신인프라

통합운영센터

서비스

교통

환경

안전

행정

시설물관리

특화

이행과제 기대효과 산정 항목 기대효과 분석

계량화 할 수 없는
지표에 대한 기대효과

정
량
적
기
대
효
과

구축비용절감

직접기대효과

간접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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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기준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오산시 U-City 구축을 통한 직접기대효과는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기본 가정은 아래와 같음

목적

분석 방법

오산시 U-City 구축의 직접 기대효과 산출을 위해 경제성, 재무성 분석 중 공공사업의 사회/경제적 투자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 함

기본 가정

U-City  구축에 의한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 중 IT 산업과 관계가 있으므로, 총 구축비 및 운영비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승수를 적용하여 분석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승수 중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 승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기초함

구분 내용

서비스 기간 2010년 1지구 구축이 완료되어 2011년 서비스 시작

분석기간 2011년 ~ 2020년(10년)

물가상승률 연도별 3.6% (통계청 2009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감소 비율 분야별 기대효과에 따라 사례 및 가정치를 활용

인건비용 근로기준법의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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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항목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직접기대효과를 산정함에 정량화 지표는 비용절감과 효과증대로 나누어 기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정량화 지표 분류

비용절감

효과증대

사회적 비용(기회비용)의 감소

사회적 부가가치의 증가

사회적 파급효과

유/무형의 가치

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기꺼이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정도의 금액

서비스로 인해 얻는 간접적 편익 효
과

지불의사(Willing To Pay)의 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타 산업 활성화
기여 효과

서비스를 통해 증가되는 거주민이
느끼는 가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출되어야 할 사

회적 기회비용 금액

서비스로 인해 얻게 되는
직/간접적 편익효과 금액

산정 기대효과 항목

이행과제 지표 기대효과

교통

비용절감 교통혼잡비용 감소

효과증대 교통사고 감소효과

환경 효과증대 환경개선 효과

안전

효과 증대 화재발생 예방 효과

비용절감 범죄예방 효과

행정 비용절감 민원업무 단축 효과

시설물관리 효과증대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화 효과

복지 비용절감 서비스 이용 시민의 입원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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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교통혼잡비 감소)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오산시의 교통혼잡비용의 감소는 오산시의 차량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여 감소 비용이 2015년에 53억, 2020년에는 64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구분 지표값 근거

오산시 차량 등록 대수 40,436 대 국토해양부 통계(2008년 12월 기준)

차량 증가율 3.8% 국토해양부 통계(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

오산시 교통 혼잡 비용 3,600 억원
국토해양부 통계(울산 2006년 3.7조, 울산 2006년 419,535대, 오산

2006년 35,528대, 차량등록 대수가 울산의 1/12 수준)

교통 혼잡 비용 감소 비율 0.1% 차량 속도 향상 10%의 보정계수 0.1 적용 가정치

산출방법
오산시의 교통혼잡비용감소효과는 울산의 차량등록대수와 교통혼잡비용을 기준으로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에 따른 오산시의 교통혼잡
비용 감소효과를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오산시 교통혼잡 비용 X 혼잡비용 증가율 (차량 등록 비율) X 교통 혼잡 감소 비율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통혼잡 비용(억) 50,087 4,772 4,953 5,141 5,337 5,540 5,750 5,969 6,195 6,431 

교통혼잡 감소비용(억) 501 48 50 51 53 55 58 60 62 64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56억원/년 오산시민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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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교통사고 감소 효과)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오산시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의 손실 비용을 합산하여 감소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5년에 45.2억, 
2020년에 46.9억 정도로 추정됨

산출방법 오산의 교통사고감소효과는 수원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으로부터 인구비율로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사망자 경제적 손실 비용 X 부상자 경제적 손실 비용) X 교통사고 감소율(10%)

구분 지표값 근거

오산시 부상자수 3,387명 2007년 기준 (2009년 오산통계연보)

인구수 대비 부상자율 2.28% 2007년 기준 (2009년 오산통계연보)

부상자 1인당 경제적 손실 비용 5.62백만원 경찰청 통계

구분 지표값 근거

오산시 사망자수 93명 2007년 기준 (2009년 오산통계연보)

인구수 대비 사망자율 0.06% 2007년 기준 (2009년 오산통계연보)

사망자 1인당 경제적 손실 비용 366백만원 경찰청 통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인구수(명) -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62,000 264,000 266,000 268,000 270,000

사망자수(명) 1,386 138 144 150 156 157.2 158.4 159.6 160.8 162

사망자1인당 비용(백만원)(A) 507,276 50,508 52,704 54,900 57,096 57,535 57,974 58,414 58,853 59,292 

부상자수(명) 52,668 5244 5472 5700 5928 5973.6 6019.2 6064.8 6110.4 6156

부상자1인당 비용(백만원)(B) 295,994 29,471 30,753 32,034 33,315 33,572 33,828 34,084 34,340 34,597 

비용합계(A+B) 803,270 79,979 83,457 86,934 90,411 91,107 91,802 92,498 93,193 93,889 

교통사고 감소 비용(백만원) 40,164 3,999 4,173 4,347 4,521 4,555 4,590 4,625 4,660 4,694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45억원/년 오산시민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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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환경 개선 효과)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환경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소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5년에 26억, 2020년에 26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구분 지표값 근거

수도권 환경피해 예상 조기사망건수 11,000명

경기개발연구원(권오상 교수) 논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 23,903,785명 기준

수도권 에상 피해액 28,124억원

수도권 1명당 예상 피해액 2.6억원

수도권 피해 발생율 0.00046%

오산시 감소 비율 10%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감소 추정치

산출방법 수도권 환경 피해 예상액을 기준으로 오산시의 환경 피해 예상액을 산정하고 U-City 구축으로 인한 감소 비용을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수도권 예상 피해액/수도권 예상피해건수) X 오산시 예상 발생 건수 X 오산시 예상 피해액 X 감소비율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인구수(명) -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62,000 264,000 266,000 268,000 270,000

오산시 예상 발생 건수 911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오산시 예상 피해액(억) 2,368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감소 비용(억) 237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26.3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26억원/년 오산시민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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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화재발생 예방 효과)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화재감시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서 화재예방을 통한 감소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5년에 3.5억, 2020년에 3.6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산출방법 오산시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대한 3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U-City 구축으로 인한 감소 비용을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재산 피해 비용 X 사망자 경제적 손실 비용 X 부상자 경제적 손실 비용) X 감소율

구분 지표값 근거

오산시 년간 화재 부상자 발생율 0.00005% 2009년 오산통계연보

사망자 1인당 경제적 손실 비용 566백만원
경찰청 통계

부상자 1인당 경제적 손실 비용 5.62백만원

구분 지표값 근거

오산시 최근3년간 화재평균 건수 112건 3년 평균 (2009년 오산통계연보)

1건당 재산 피해 평균 비용 3,600만원 2009년 오산통계연보

오산시 년간 화재 사망자 발생율 0.0001% 2009년 오산통계연보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인구수(명) -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62,000 264,000 266,000 268,000 270,000

화재발생증가율(%) - 0.05 0.04 0.04 0.04 0.01 0.01 0.01 0.01 0.01 

화재발생건수 1,031 117 117 117 116 113 113 113 113 113 

화재 재산 피해 비용(백만원)(A) 330 37 37 37 37 36 36 36 36 36 

사망자 경제적 손실 비용(백만원)(B) 8,455 842 878 915 952 959 966 974 981 988 

부상자 경제적 손실 비용(백만원)(C ) 649 65 67 70 73 74 74 75 75 76 

피해액 합계(백만원)(A+B+C) 10,465 1,061 1,100 1,139 1,178 1,182 1,189 1,197 1,205 1,213 

감소 비용 (감소율30%) (백만원) 3,140 318 330 342 354 354 357 359 362 364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3억원/년 오산시민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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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범죄예방 효과)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범 CCTV의 설치를 통하여 범죄 예방을 통한 감소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5년에 55.2억, 2020년에 57.3억 정도로 추정됨

산출방법
전국 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액을 기준으로 1건당 범죄 피해액을 산정하고 오산시의 년도별 인구수에 따른 범죄 건수에 피해액을 산정하
여 감소 비용을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년간 범죄 발생수 X 1건당 범죄 피해액 X 감소 비율

구분 지표값 근거

오산시 3년간 범죄 평균 건수 15,883건 2009년 오산통계연보

오산시 5년간 범죄 발생율 12% 2009년 오산통계연보

범죄 감소 비율 10% 강남구 CCTV 설치후 31% 감소

구분 지표값 근거

전국 피해 건수 181,961건

대검찰청 ‘범죄개관2008’
재산범죄 기준

전국 범죄 피해액 32.276.8억원

1건당 범죄 피해액 1770만원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인구수(명) -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62,000 264,000 266,000 268,000 270,000

범죄 발생수(건) 277,200 27,600 28,800 30,000 31,200 31,440 31,680 31,920 32,160 32,400 

범죄 피해액(백만원) 4,906,440 488,520 509,760 531,000 552,240 556,488 560,736 564,984 569,232 573,480 

감소 비용(백만원) 49,064 4,885 5,098 5,310 5,522 5,565 5,607 5,650 5,692 5,735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54억원/년 오산시민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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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민원업무 단축 효과)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오산시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업무 단축으로 인한 감소 비용의 효과는 2015년에 7.8억, 2020년에 8.1억 정도로 추정됨

산출방법 민원업무 단축은 시민의 방문 민원 처리와 공무원의 민원 처리를 산정하여 합산하고 이에 따른 소요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 민원인 민원처리 비용 X 공무원 민원처리 비용 ) X 감소 비율

구분 지표값 근거

민원인 1개 민원 처리 비용 5,000원
왕복교통비 3,000원, 민원치리 시간
30분 – 2,000원

공무원 1개 민원 처리 비용 670원 민원처리 시간 30분 – 2,000원

소요 감소율 50% 민원처리 소요시간 감소율 가정치

구분 지표값 근거

년간 시민당 민원 발생수 3회
오산시민 1인당 년간 3회 가장 (수원시

통계 기준)

노동자 최저 임금 4,000원 2009년 시급 4,000원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인구수(명) -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62,000 264,000 266,000 268,000 270,000

민원인 민원처리

비용(백만원)
34,650 3,450 3,600 3,750 3,900 3,930 3,960 3,990 4,020 4,050 

공무원 민원처리

비용(백만원)
13,860 1,380 1,440 1,500 1,560 1,572 1,584 1,596 1,608 1,620 

감소 비용(백만원) 6,930 690 720 750 780 786 792 798 804 810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8억원/년 오산시민, 지자체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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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화 효과)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U-City 서비스의 구축으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통한 감소 비용의 효과는 2015년에 5.6억, 2020년에 5.8억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됨

산출방법 U-City 관련 공무원들의 일일 절감 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절감 시간을 산정하고 급여를 기준으로 년간 절감 비용을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 공무원 월급여 / (월 근로일수 X 월 근로시간) ) X 연간 업무시간 절감 효과

구분 지표값 근거

U-City 관련 공무원 수 10명 U-City 관련 공무원 수 가정치

1일 업무시간 절감효과 4시간 U-City 관련 공무원 업무 절감시간 가정치

년간 근로일 수 250일 U-City 관련 공무원 근로 일수 가정치

구분 지표값 근거

8급 1호봉 급여 1,588,126원 공무원 급여 기준

퇴직 급여 비율 10% 근로기준법

시간당 인건 비용 10,918원 공무원 급여/월 근무 시간 산정치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공무원 급여(원) - 1,616,884 1,626,585 1,636,345 1,646,163 1,656,040 1,665,976 1,675,972 1,686,028 1,696,144 

시간당 인건비용(원) 102,480 11,116 11,183 11,250 11,317 11,385 11,454 11,522 11,591 11,661 

연간 절감

비용(백만원)
5,124 556 559 562 566 569 573 576 580 583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6억원/년 지자체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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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서비스 이용 시민의 입원비 감소)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U-City 구축을 통하여 오산시민의 입원 건수가 감소하고 입원비가 감소하는 비용 효과는 2015년에 52.9억원, 2020년에 119.9억원 정
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산출방법 오산시의 년간 입원 건수와 년간 입원비를 이용하여 1건당 입원비를 산정하고 입원건수 증가율을 이용해 감소 비용을 산정함

산출기준

산출식 ( 년간 입원비 / 년간 입원 건수 ) X 입원건수 증가율 X 감소 비율

구분 지표값 근거

오산시 년간 입원 건수 24,329건

2007년 기준 (2009년

오산통계연보)
오산시 년간 입원비 28,575,031천원

1건당 입원비 1,175천원

구분 지표값 근거

임원건수 증가율 0.79% 3년 평균 (2009년 오산통계연보)

감소 비율 5% 년간 입원비 감소 비율 추정치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원건수 - 55,142 64,946 76,494 90,094 106,113 124,980 147,201 173,374 204,199 

입원비용(백만원) 1,224,988 64,792 76,312 89,880 105,861 124,683 146,851 172,961 203,714 239,934 

감소 비용(백만원) 61,249 3,240 3,816 4,494 5,293 6,234 7,343 8,648 10,186 11,997 

산출내용

기대효과 평균 약 68억원/년 오산시민정량적 효과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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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산정 종합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2020년까지 총 소요예산은 비용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약 1,303억원이며 정량적 직접기대효과는 2,393억원으로 손익분기점은 2015
년으로 산정됨

* 투자 및 효과는 2020년까지의 산정 결과임

* 투자비 = 구축비 + 유지보수비 + 운영비

** B/C = Benefit/Cost 비용대비 효익

단위: 억원, %

투자비용 대비 효과 투자 회수 기간

2015년

연도

0

금
액

-1,303억

2,393억

투자회수년도

투자회수 기간은 약
3년

투자 효과 B/C* Ratio

1,303 억원 2,393 억원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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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간접 기대효과 산정 기준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오산시 U-City 구축을 통한 간접기대효과는 지역 경제 및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기본
가정은 아래와 같음

U-City 사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 및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표에 기초한 단순입지계수법(SLQ : Simple Location Quotient 
Method)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함.

U-City  구축에 의한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 중 IT 산업과 관계가 있으므로, 총 구축비 및 운영비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승수를 적용하여 분석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승수 중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 승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6년 계수)에 기초함

구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내용

생산

유발계수
1.551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내에서

각 산업부문별로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창출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즉 최종수요 한 단위에 의한 각 산업부문별 직․간접적 산출량 단위를 나타냄

부가가치

유발계수
0.927

최종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각 산업부문에서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

가치유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에 의하여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음

고용계수 10.2
취업자수를 산출액(10억원)으로 나눈 계수로 산출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함. 취업자는 피용자(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임

목적

분석방법

기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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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간접 기대효과 산정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간접 기대효과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
유발효과

최종수요의 발생으로 인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된 생산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유발계수에 의해 그 크기를 측정 함

총 투자비(1,303억) x  생산유발계수(1.551)

부가가치
유발효과

최종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각

산업부문에서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 유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에 의하여 그 크기를 측정

함

총 투자비(1,303억) x 

부가가치유발계수(0.927)

고용
유발효과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각 산업부문에서의 생산활동에

의해 창출된 고용 유발 정도를 의미하며, 

노동유발계수에 의해 그 크기를 측정 함

총 투자비(1,303억) / 10억당 10.2명 창출

투자비*

2,021억

간접효과*

1,329 명

1,303억

(단위 : 억원, 명)

1,208억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총 간접효과: 3,229억원에
1,329명 고용유발

간접 효과 산출 간접 효과 분석

* 투자비 = 구축비 + 유지보수비 +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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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산정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오산시 U-City 구축을 통한 비용으로 산정이 어려운 정성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측면

통신망 측면

통합센터 측면

u-교통 서비스의 도입으로 오산시의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1호선, 성호대로, 오산

IC 진출입구 등의 차량 속도 증가 및 우회 유도로 인한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기
존의 교통체증의 해소 효과 발생

정성적
기대효과

u-환경 서비스의 도입으로 오산천, 가감이산, 물향기수목원의 녹지보전 효과와 더

불어 환경수도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
화 효과 발생

u-안전 및 u-행정 서비스의 도입으로 정주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여 타도시로의 이

탈을 방지하고 주변도시의 거주민을 유인할 수 있어 도시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인구의 확보가 가능

단계별, 지역별 통신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성함으로써 u-서비스를 오산시 전역으

로 확대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되며 지역 정보화의 차별화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함으로써 u-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
하고 중앙집중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인력, 비용의 절감 효과
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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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투자효과 분석

IV. 계획의 집행관리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본 사업의 총 구축비는 약 1,094억, 2020년까지 운영유지비 약 209억으로 직접효과는 1,781억, 간접효과는 3,229억원으로 추정됨

5,010
억원

구축비

• 총 투자규모 : 1,303억 (2020년)

- 구축비: 1,094억

- 운영, 유지보수비 : 209억

U-City 총 투자 규모*

• 1,781억 원의 직접 기대효과

- u-교통 : 903억

- u-환경 : 237억

- u-안전 외 : 641억

직접 기대효과

• 3,427억 원의 간접 기대효과

- 생산유발효과 :  2,021억

- 부가가치 유발효과 :  1,208억

- 고용창출효과 :  1,329명

간접 기대효과

[단위 : 억원]

1,094억

투자비용투자비용** 직접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간접효과 총합총합

*  직접효과 산출을 위한 U-City 총 투자규모는 2020년까지 소요되는 구축비, 운영비, 유지보수비의 합으로 산정함

3,229
억원

1,781
억원

투자비용 대비
약 1.84 배

투자비용 대비
약 1.84 배

투자비용 대비
약 3.71 배

투자비용 대비
약 3.71 배

[간접 기대효과]

[직접 기대효과]

운영유지비 2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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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원조달 방안 개요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방안은 재원조달에 따른 유형을 분석한 후 유형별 재원조달이 가능한 수익모델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

환경분석환경분석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집행관리계획 수립집행관리계획 수립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대응방안 통합추진체계

오산시의 U-City 구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법제도를 식별하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함

재원조달 유형별 선정 기준을

수립

재원조달 유형 선정 및 정의

재원조달 유형별 기준

중앙정부 및 해당 지자체 수행

사업 분석에 기반한 공공재정

사업화 방안 수립

공공재정 사업화 방안

재원조달을 위한 유형에 대한

파악

재원조달 유형별 내용 검토

재원조달 방안 유형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모

델 선정

수익모델 내용, 현안 및 수익창

출 방안 수립

U-City 수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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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원조달 방안 유형 > 재원조달 유형 도출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의 유형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크기에 따라 3가지 영역, 8개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Low High

Lo
w

H
igh

공
공
성
수
준

수익성 수준

공공재정
사업화

민/관
협력사업화

사업 재검토
민간사업화

공공재정 사업화 영역 민관협력 사업화 영역

1 중앙정부 투자 방안

2 지자체 투자 방안

민간주도의 사업화 영역

8 외부사업자 유치 방안

3 위탁경영계약 방안

4 민관합작 SPC1) 설립 방안

5 BOT2)/BTO3)

6 BOO4)

7 BTL5)

1)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2) BOT : Build-Operate-Transfer
3) BTO : Build-Transfer-Operate
4) BOO : Build-Own-Operate
5) BTL : Build- Transfer-Lease

재원조달 방안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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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원조달 방안 유형 > 재원조달 유형별 내용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의 3가지 영역, 8개 방안의 내용는 다음과 같음

영역 유형 재원 원천 투자비 회수원천 재정지원 민간참여 근거
자산

소유권
설계·구축
책임 소재

운영
책임 소재

공공재정

사업화

중앙정부 투자 공공예산 및 기금 - - - 공공 공공 공공

지자체 투자 공공예산 및 기금 - - - 공공 공공 공공

민관협력

사업화

위탁경영계약 공공예산 및 기금 - - 장기용역계약 공공 공공 공공

민관합작 SPC 설립
민간출자

+ 민간금융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투자비 공동출연

출자지분만큼의

Ownership

민관

공동소유

민관

공동소유

민관

공동소유

BOT/BTO
민간출자

+ 민간금융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투자비의 일부 지원

최소운영수입 보장

한시적 소유권

관리운영권
공공 출자기업 출자기업

BOO
민간출자

+ 민간금융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투자비지원 없음

운영수입보장 없음

정부가

공공성사업에

대해 소유 및

경영권 승인

출자기업 출자기업 출자기업

BTL
민간출자

+ 민간금융
정부의 임대료

초기투자비와

운영비를 정부가

확정적으로 지원

관리운영권의

기부채납 및

재임대

공공 출자기업 출자기업

민간주도

사업화
외부사업자 유치 기업출자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원칙적으로 없음

100% 

Ownership
출자기업 출자기업 출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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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원조달 방안 유형 >재원조달 유형별 기준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서비스별 재원조달 방안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성·수익성·기타요인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재원조달 주체를 결정함

재원조달 유형

선정 기준

재원조달 유형

선정 기준

공공성 수준공공성 수준

1
1.1 경제적 편익의 크기

- 사업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크면 공공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유인이 증가함

1.2  공공추진의 당위성

- 서비스 성격과 과거의 시행 주체를 판단한 결과 공공이 수행할

당위성이 크다면 공공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공공부문 재정지원의 적정성 및 범위

결정

수익성 수준수익성 수준

2

민간부문 재정지원의 적정성 및 범위

결정

2.1 재무적 편익의 크기

- 민간 사업자가 각 사업별 재무적 타당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민간재정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2.2  민간 효율성 요구 정도

- 서비스 특성상 민간의 효율성이 많이 요구된다면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기타 요인기타 요인

3

공공·민간부문의 재원조달수준을
결정하는 기타요인으로 고려

3.1 운영조직의 특성

- 서비스가 요구하는 운영조직의 특성에 따라 주체간 참여 정도가

달라짐

3.2 이해관계자 복잡성

-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성격에 따라 주체별 재원조달 범위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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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원조달 방안 유형 > 재원조달 유형 선정 절차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오산시 u-서비스 별 재원조달 방안은 재원조달 유형 결정 기준과 아래의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함

공공성 분석공공성 분석

공공성
여부

공공성
여부 수익성 분석수익성 분석 수익성

여부

수익성
여부

사업재검토사업재검토

민간사업화민간사업화

민관협력사업화민관협력사업화공공재정사업화공공재정사업화

민자사업
적합성 보유

민자사업
적합성 보유

민자대상사업 적합성 검토
정책적 검토사항 고려

민자대상사업 적합성 검토
정책적 검토사항 고려

재정지원 검토
정부재정의 가용한계 고려

재정지원 검토
정부재정의 가용한계 고려

수익성
여부

수익성
여부

Yes

No

Yes

No

Yes

No

No

Yes

공공기반 성격의
u-서비스에 적합

특화형
u-서비스에 적합

민간상용
서비스에 적합

666



3.6 재원조달 방안 유형 > 재원조달 유형 요약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각 유형별 제공주체, 성격, 구축재원 등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제공주체 서비스 성격 구축 재원 운영 비용 비고

공공재정

사업화 대상

지자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격의 행정서비스

예산,  

개발이익
세입

사업시행자가 구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관리

중앙부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예산

세입, 

수수료

해당 부처에서 예산으로 구축하여 직접

관리 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

민관협력

사업화 대상

사업

시행자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

있는 서비스

개발원가포함

(분양가)

수수료

(입주기업)

사업 시행자가 직접 구축하고 운영

민/관 또는 민간사업자간 JV를 통해

운영관리

민간

사업화 대상
민간

사업자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으로 특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이

있는 서비스

투자
수수료

(입주민)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투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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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공공재정 사업화 방안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오산시 u-서비스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오산시에 추진 중인 각종 공공 투자 사업의 현황 및 계획을 분석하여 오산시 U-
City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중앙정부 투자
유치 방안

중앙정부 투자
유치 방안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 방안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 방안

1

2

공공재정
사업화 방안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U-City 구축 사업, u-
서비스 시범 사업 등) 관련 투자 유치를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 국토해양부 : u시티기반구축조성사업, GIS구축사업,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사업 등

- 행정안전부 : u-지역정보화 사업, 새주소 사업 등

- 환경부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 추진사업, 추진 예정 사업 등과의 연계 또는
해당 재원의 활용을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 오산시청 : 환경수도 오산 만들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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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중앙정부 추진사업 (1/3)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U-City와 관련한 중앙 정부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오산시 u-서비스에 대한 지원가능 요소를 분석함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국토해양부

u시티기반
구축

조성사업

추진현황
- 기간 : 2007년
- 추진규모 : 즉시 실용화 가능한 u-서비스 표준모델 대상 42억원 지원
- 추진내용 : 지하매설물 관리모델(u-송도 국제비즈니스 도시), 

생태·문화서비스모델(u-청계천), 관광·안전서비스모델(u-해운대), 
지상시설물관리모델(u-컨벤션센터), 건설현장 및 공정관리모델(u-세종연기), 
공단지역 오염 관리모델(u-태화강) 등 총 6개 추진과제별 7억원의 예산 지원

향후추진계획
- 기간 : 2008년 ~ 2011년
- 추진근거 : u시티 구축활성화 기본계획
- 추진규모 : 매년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총 250억원 투입할 예정

기 추진과제의 적용가능 여부
검토

- 2007년 시범사업 선정 모델의
경우 즉시 실용화 가능한
모델로 오산시 U-City 내 우선
적용여부를 검토

GIS 구축 사업

추진현황
- 기간 : 2006년
- 추진규모 : 105억원(국비 + 지방비)
- 추진내용 : U-City 구축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에 근간이 되는

수치지형도 제작(수치지형도는 전기·가스 등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정보시스템(UIS)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

향후 추진계획
- 기간 : 2006년 ~ 2010년
- 추진근거 : 제3차 국가 GIS 기본계획안
- 추진규모 : 국가 GIS활용체계 구축에 1조 800억원 등 총 1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GIS 지리정보 DB 구축

- U-City 구축에 있어서 GIS 
지리정보 DB 구축의 필요성을
국토해양부가 이미 인식하고
있으므로‘국가 GIS 
기본계획’의 취지를 부각시켜
DB 구축 시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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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중앙정부 추진사업 (2/3)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국토해양부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사업

추진현황
- 기간 : 2006년
- 추진규모 : 1600억원
- 추진내용 : 전국 주요도시에 대한 3차원 입체지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3차원 국토공간 정보구축사업 시범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

3차원 건물편집 건물정보 관리
시스템 관련

- 국토해양부가 시범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므로 오산시 U-City의
적용가능여부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u-지역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 기간 : 2006년 ~ 2010년
- 추진근거 : u지역정보서비스 혁신 사업계획
- 추진규모 : 2010년까지 총 6,800억원이 투입될 예정
- 추진내용 :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지향하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구현

향후 추진계획
- 2007년에 u-ICT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13억원, u-지역정보화

인프라 정비에 9억원 등 총 50억원의 투자 예정

지역정보 포털 서비스 공공부분
KIOSK  설치 지원 추진

-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과 지역정보 포털
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U-City 정보의 집합체로서
포털 구축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지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설치가 예상되는 KIOSK 중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오산시가 공익성을
근거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임

새주소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기간 : 2006년 ~ 
- 추진규모 :  새주소사업 기투입된 예산과 별도로 향후 1212억원 예산을 추가

투입예정
- 추진내용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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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중앙정부 추진사업 (3/3)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 기간 : 2006년 ~ 2007년
- 추진규모 : 총 120억원의 정부예산으로 393곳의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폐수 TMS 관제센터에 연결

향후 추진계획
- 기간 : 2008년 ~ 2010년
- 추진내용 : 총 140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435개로 확대

환경정보제공 관련

- 오산시의 환경 서비스에
필요한 관련 재원을
환경부로부터 조달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는 TMS 
시스템 관련 예산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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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오산시 추진사업 (1/2)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U-City와 관련한 오산시의 부서별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오산시 u-서비스에 대한 지원가능 요소를 분석함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오산시청

( 환경위생과 )

환경수도 오산
만들기

추진현황
- 기간 : 2009년 2월 ~ 2010년 2월
- 추진규모 : 200백만원 (시비100%)
- 추진내용 : 환경수도 오산만들기를 위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 추진일정 :

. 용역기관 선정 및 사업착수 : 2009년 2월

. 중간보고회 : 2009년 8월

. 최종보고회 : 2010년 1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 : 2010년 2월

향후 추진계획
- 기간 : 2010년 3월 ~ 2022년
- 추진내용 : 환경수도 오산건설 단계별 추진
- 추진대상 : 도시관리,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환경관리 및 보전 등
- 단계별 추진 일정

o 1단계(2008~2012) ⇒ 생태환경축제, 대기질의 개선, 민·관·학·기업과

사회환경 마인드 확산 등
o 2단계(2013~2017) ⇒ 지속적인 투자와 역량집중화로 생태도시건설

o 3단계(2018~2022) ⇒ 환경의식 제고와 국내외 환경협력 등 전분야에서

성숙한 생태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통한 위상확보

환경 감시 및 보전 관련

- 오산시의 환경 서비스는
환경수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단계별 추진시에 생태보전 및
수질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재원을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예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수도 만들기에 필요한
인프라 및 재원들을 U-City와
별개로 할 수 없어 보이며
공통된 기능에 대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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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오산시 추진사업 (2/2)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오산시청

( 교통과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장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 단속 시설장비 및 인력운영

. 무인(CCTV) 단속 상황실 운영 : 1개소 9인 2교대

. 무인(CCTV) 단속장비 운영 : 18개소

. 견인관리소 운영 : 1개소 단속원 7인

. 단속장비 운영 : 견인차 2대, 단속차 2대
- 단속 방법

. 주간 단속 : 3개조 6인(순회)

. 야간 단속 : 2개조 6인(순회)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보강

.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 6개소 270백만원

. 차량 탑재형 단속 고속 CCTV 구입 : 1대 70백만원
-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2개소 120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서비스 관련

- 오산시의 교통 서비스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여
예산 검토를 진행

-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U-City 센터에서 운영할
경우에 서비스 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해 예산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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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오산시 U-City 수익모델 (통신관로 임대사업)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통신관로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사업내용 U-City 공공정보통신망의 가용용량을 임대하여 매년 발생하는 통합운영센터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사업

예상사용자 통신기관사업자(KT, SK, LG, 케이블방송SO)

예상수익 기준
도시철도공사의 관로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
214,000원 /1Km/1Core/월

※ 현재 설계중

법,제도적 현안 제한적인 타인 매개 범위 확대 필요

사업적 현안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용량 확보 문제

※ 현재 설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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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오산시 U-City 수익모델 (광고수익 사업)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광고수익 사업을 통한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사업내용
U-City구축으로 설치되는 서비스의 현장단말을 통합한 광고 수입과 서비스 포탈 연계를 통해 통합정보센터의 운영비를 조
달하는 사업

연관서비스 미디어행정, 홈 정보, 대중교통정보, 녹색자전거, 서비스포탈

예상사용자 입주 및 연관기업, 일반시민/단체, 중소업체

경쟁구도 간판제조업, 지역포탈, IPTV

수익창출방안

미디어행정
미디어보드

-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 오산시 입주 및 연관기업 동영상 홍보
- 일반 사용자 이벤트 홍보 (동영상, 텍스트 형태)
- 타 지자체 행사관련 동영상 홍보
- TV송출 간 광고물 홍보

전자현수막 - 기업 및 중소업체 홍보 (텍스트 형태)

대중교통정보
및 행정서비스

WallPad, BIT, 무인민
원발급기, 키오스크

- 대중교통 정보 검색중일 때 광고물 홍보
- 서비스 제공 시 화면의 일정면적을 할애하여 광고

서비스 포탈
- 위 현장단말을 통한 광고의 통합 등록, 관리
- 달별, 건별 등 다양한 방식 고려
- 배너, 검색우선순위조정 등을 통한 광고

녹색자전거 - 자전거에 부착형 광고물 설치

예상수익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키오스크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70,000원 / 월(10구좌)

법,제도적 현안

옥외광고물 관련 법
- 전기사용, 상업광고 등 영상정보 제공 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 위배되고 있으나, 현재 개정 논의 중임
- 조명 외에 구현되는 기능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는 조례 제정으로 해결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증, 

고지, 통지, 수수료 징수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적 현안 현장장비의 설치위치 선정 시 유동인구를 예측하여 수익성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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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오산시 U-City 수익모델 (U-City 시설물 임대/판매 사업)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재원조달 방안

U-City 시설물 임대/판매 사업을 통한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사업내용
자전거 서비스 사용료 및 공영자전거, 위치확인단말기 임대 및 판매를 통해 매년 발생하는 통합운영센터의 운영비를 조달하
는 사업

연관서비스 녹색자전거, 약자안심, 긴급위치확인 등

예상사용자 오산시민, 주변도시 주민 등

경쟁구도 자전거 임대사업자

수익창출방안

녹색자전거 서비스 활용 및 자전거 임대
- 건강체크, 자전거활용(레포츠, 출퇴근용), 운동량 확인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일정액을 관리 비용으로 산정
-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전거 활용 마일리지를 통해 대중교통요금 할인
- 위치확인 단말기 임대
- 어린이,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활약자를 대상으로 위치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사용자 단말기 임대 및 판

매 수익

예상수익
기준

녹색자전거 서비스 활용 및 임대

- 창원시 자전거이용 시범사업사례(2008.10.22)기준으로 단가 적용
- 가입비 : 

(회원) 연회원-2만원, 월회원-3천원, 주회원-2천원
(비회원) 1일이용권-2천원, 일정의 예치금 부과

- 이용료 :
(회원) 1시간이하-무료, 무료이용시간초과 30분당-500원
(비회원)1시간이하-무료, 무료이용시간초과 30분당-1,000원

위치확인 단말기 임대/판매
- 기존 이동통신사 자녀안심서비스 관련 단말 가격기준
- 단말기 : 3만원 이하, 사용료 : 12,000~15,000/월

법,제도적 현안 RFID 등을 통한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사업적 현안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서비스 확산차원에서 무료제공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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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IV. 계획의 집행관리

4.1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 개요

4.2  운영모델 정의

4.3  운영조직 구성

4.4  운영절차 구성

4.5  운영방안 종합

1. 추진체계

2. 관계기관 역할 및 협력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운영 방안



구현방향 수립 운영방안 수립

4.1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 개요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오산시 전체가 고려된 최적의 도시통합운영센터 입지를 선정하고, 공간설계, 규모산정, 기반설비 및 기반 시스템 등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정의 및 제반 요건에 대한 분석 등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최상의 설계 구현

비전체계 수립비전체계 수립 서비스 모델 수립서비스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모델 수립

통합이행계획 수립통합이행계획 수립환경분석환경분석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통합운영센터
모델 수립

구축방안 수립

운영모델 유형 도출 후 유형별 장단점 검토, 운영조직(안) 구조 설계 및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함

운영모델 유형정의

모델 유형별 검토

운영모델 권고안 제시

운영 모델 정의

운영조직 방향성 정립

운영조직(안) 구조 설계

기능별 수행 업무 및 인원 산정

운영 조직 구성

ITIL 기반 운영 절차 정의

운영 절차 구성

678



679

4.1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 개요 > 단계별 운영 방안

IV. 계획의 집행관리

4.운영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1지구에 대한 초기 서비스 제공 및 조기 안정화가 선결과제이며, 서비스가 2지구, 3지구 및
뉴타운 등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부문 단위의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운영단계 세교1지구 (2011년~) 세교2지구 (2014년~) 세교3지구 (2015년~) 오산시전체(2020~)

제공
서비스

U-City 정보화전략계획 기반
선정 서비스 중 세교 1지구의
1,2공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

세교 1지구 1,2공구의 서비스
운영

U-City 정보화전략계획 기반
선정 서비스 중 세교 1지구
3공구 및 세교 2지구 서비스
적용 및 추가 확장

세교 3지구 서비스 운영

민간 및 특화서비스 고려

오산신도시(세교 1,2,3지구) 
서비스 적용 및 추가 확장

오산신도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가장산업단지, 뉴타운, 구도심
등 오산시 전역으로 서비스
확장

오산시 주변도시와 연계 서비스

센터 목표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조기 안정화

부문 단위의 최적화

– 플랫폼, 서버, N/W, 설비 및
운영 절차

전체 최적화

– 플랫폼, 서버, N/W, 설비
등의 Integration Point를
포함한 전부문의 최적화 수행

전체 안정화

주변도시와 연계

단계별
운영방안

세교 1지구 1,2 공구의 안정적
운영

세교 1지구 3공구 및 세교
2지구 대한 서비스 확대 대응
방안 마련

통합 가능한 기존 상황실
통합에 의한 구도심 연계

운영관리 환경 구축, 운영절차
정의 및 업무 적용(장애, 성능, 
백업 및 복구관리)

세교 1지구 3공구 및 세교
2지구 확장 서비스 및
신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세교 3지구 대한 서비스 확대
대응 방안 마련

민간 및 특화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운영절차 확장 및 안정화(변경, 
작업관리 등)

운영절차 자동화 시스템 구축

세교 3지구 확장 서비스 및
신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민간,특화서비스에 따른 각종
시설과의 연계 강화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한
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

민간과 공공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주변도시와 연계 및 오산시
전역의 안정적인 U-City 운영

민간,특화서비스에 따른 각종
시설과의 연계 안정화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한
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

운영주최

오산시 운영 (부문 단위 별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

오산시 운영 (부문 단위별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

오산시 운영 (부문 단위별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

통합 위탁 운영 고려
(통합운영센터 전문 운영
기업에 위탁)

통합 위탁 운영 고려
(통합운영센터 전문 운영
기업에 위탁)



지자체
운영

4.2 운영 모델 정의 > 운영 모델 유형 정의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격과 업무에 맞는 운영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오산시 직영운영, 직영 및 외주활용의 혼합, 민/관 협력 사업화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적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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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직영운영

오산시 직영 + 외주활용

센터의 모든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오
산시 직영인력이 운영하는 방식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와 시설운영을 직
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핵심업무는 오산시 직영인력이 운영
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는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오산시에 이
전하고, 운영권을 일정기간 부여 받아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비용을 회
수하는 구조

민간에서 건설한 시설물을 오산시가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X

1안

2안

외주혼합 유형

민/관 협력

운영사례 없음

운영 모델 도출 프레임워크

공익성 수준

민/관 협력민/관 협력외주활용외주활용지자체 직영지자체 직영

낮음

재원 확보

높음

지자체 관리의
필요성

운영비
최소화

적정

낮음

충분

민/관
협력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운영 모델 유형

구분 요구수준 내용

공익성
수준

매우높음

센터제공서비스의 공익성은 매우 높음
(비경합성, 비배제성)
시민들의 요구서비스 수준이 높아 U-City 

시설물은 공공서비스 시설이 될 가능성 높음

재원확보 최소화
오산시 U-City 추진 계획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 최소 운영비 확보 방안 필요

지자체
관리
필요성

협의
필요

오산시는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요구
일부 기능은 특성상 지자체의 직접 관리 필요



4.2 운영 모델 정의 > 운영 모델 유형 정의 (1안: 외주혼합유형)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기획 및 모니터링 등의 핵심업무는 오산시 직영인력이 운영하고, 시스템/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
여 제공하는 운영하는 방식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격에 가장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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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기획 및 재정, 모니터링 등 핵심업무만 직접 운영
함

직영
운영

현재 오산시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외주업체를 활
용하거나, 도시통합운영센터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업체
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업무수행

외주
활용

민간 SM
업체활용

민간 SM
업체활용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비용지급

유지보수

검토
결과

아웃소싱(위탁운영) 영역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지원부문은 전문업체와 SM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

장애 발생시 해당 전문업체에서 빠른 조치 및 결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위탁 또는 직영운영 영역

시설물 관리(지하시설물, U-City시설물, 공공정보통신망 등)를 시설관
리공단에 위탁운영 (※ 단,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경우 오산시에서 직
접 관리 필요함)

오산시 관리영역

효과적인 관리/통제를 위해 모니터링이나 기획관리 업무는 오산시와
유관기관 인력을 투입하거나 신규 채용

오산시 상황실의 기존 조직과의 통합을 통한 인력 및 비용효과 극대화

핵심업무만 직접 운영하고 기타 부문은 외주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 및 전문성을 확보 가능 및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
하게 평가됨

대부문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델



인센티브

투자

4.2 운영 모델 정의 > 운영 모델 유형 정의 (2안: 민/관 협력 유형 )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이전-임대), BTL(Build-Transfer-Lease : 건설-양도-임대) 등 민간위탁 운영모델은 높은 공공성 서비
스의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나, 향후 공공서비스 외 서비스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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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SPC) 구성과 참여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법인

대규모 U-City 사업 투자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시 민간 업체와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

SPC를 통해 PF 형태로 사업 참여

지분 투자 대비 수익률 및 ROI 분석을 통해 수익금 분할 (지자체와 협의)

(수익 발생 시 투자비 회수 및 운영비 조달)

민간기업 지자체

사업타당성 분석

수익성 있는 사업투자에 대
한 투자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및 재
투자

투자환경 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자
유치 활성화 유도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기업과의 관계 관리

BTL

사업권 부여

민간사업자
(SPC)

민간사업자
(SPC)

이용자이용자 지자체지자체

BTO

이용요금

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
(SPC)

민간사업자
(SPC)

이용자이용자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제공

기부채납사업권 부여기부채납

BTO BTL

이용요금

BTO의 경우 제공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많아 이용자
들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떨어짐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임
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움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를 하는 지자체의 방식은 시민
들에게 적기에 시설편익을 제공할 수 없음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신속하게 구축하
고 매년 임대 형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임

민/협력 유형



4.2 운영 모델 정의 > 운영 모델 권고안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모델로 제시된 ‘외주혼합모델(직영 + 외주활용)’은 오산시 직영부문과 외주위탁운영(아웃소싱)부문, 
시설공단 위탁운영부문이 혼합된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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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영역

오산시
관리영역

위탁 또는
직영 운영

위탁운영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민간 SM
업체활용

비용지급 유지보수

시설관리
공단

기획 및 관리기획기획 및및 관리관리

통합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

시스템점검시스템점검

서비스지원서비스지원

시설물 관리시설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아웃소싱함에 따라 최저
가 입찰 시행에 따른 총 운영비 지출의 절감효과

전문외주업체이므로 조직 내부에서 파견한 직원
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음

민간기업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과정상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발생요인
이 큼

기획관리 업무 및 모니터링 업무를 기존 오산시
인력 또는 유관기관 인력과 신규채용인력의 투
입을 최소화할 수 있음

업
무
구
성

조직
슬림화

관리비
절감

전문성
확보

운영
효율성
확보

1안 : 외주혼합모델( 직영 + 외주활용) 기대 효과



역할 및 책임의 명확한 구분
독립적 자원의 통제 및 조정 권한 부여독립성독립성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
무를 포함
조직간 중복성 배제

완전성완전성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배분효율성효율성

각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
직 구성전문성전문성

4.3 운영조직 구성 > 운영조직 구성 원칙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조직은 향후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운영을 고려하여 수직/수평적 분화, 자기완결성, 인원배분의 적정성 및 명확
한 의사소통체계를 고려하여 구성

운영 조직 설계 시 고려 사항 운영 조직 구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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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조직간 역할/책임의
명확한 구분

1.수직적 분화

관리직과 실무직 비율이 적
절한지 고려

3. 인원배분 적정성

의사소통 경로의 명확화
지휘체계의 중복성 제거 및
일원화

4.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

기능별 중복/연관
여부 고려
수평적 조직 분화기
준 확인

2. 수평적 분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통제, 조정권한 보
유 여부

5. 자기 완결성



오산시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구성 방식 결정

필요 시 외부기업에 위탁 운영

향후 오산시 전역(가장산업단지, 뉴타운 등) 고려, U-City 도
시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중복성 해결

중복성 배제, 독립적 조직 구성

오산신도시 단계별 U-City 구축 계획을 고려, U-City 도시통
합운영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간의 중복성 해결

인력구성 방식과 업무량(모니터 대상의 수), 교대 근무를 감안
하여 적정인력 산출

조직 운영 비용의 최소화

서비스 운영, 시설물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구분 운영

U-Cit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전문인력 구성 필요

운영의 전문성 확보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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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간
협업체계 구현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아웃소싱
(위탁운영) 감안한

조직 설계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독립적인 조직
지향

각종 서비스간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서비스 담당자간의 의사소통체계 마련
- 협업을 통한 조직 슬림화 구성

소요인력을 최소화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유사한 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소요 인력을 최소화

단,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감안하도록 해야 함

비핵심 영역의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
- 아웃소싱 가능한 최소 단위의 조직 기능 세분화
요구됨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조직 기능을 배치하도록 함

운영센터 단독으로도 전체 운영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 설계 필요
센터의 역할 기능에 따라 조직 기능의 일부는 수정할 수
있어야 함

운영 조직 구성 방향

4.3 운영조직 구성 > 운영조직 구성 방향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조직은 운영비용의 최소화, 전문성 확보 및 오산신도시와 향후 오산시 전역으로 U-Cit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고, 동일한 기능의 조직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성함

운영 조직 구성 이슈



686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4.3 운영조직 구성 > 서비스 운영 조직 선정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조직은 조직구성은 1)역할중심, 2)기능중심, 3)서비스중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서비스간 연계성, 업무의 연
속성과 전문성, 조직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2)기능 중심의 조직설계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서비스운영

모니터링
정보
제공

상황
대응

사후
관리

서비스운영

교통 방범 방재 환경

교통

방범

방재

환경

교통

방범

방재

환경

교통

방범

방재

환경

교통

방범

방재

환경

모니터링

정보제공

상황대응

사후관리

모니터링

정보제공

상황대응

사후관리

모니터링

정보제공

상황대응

사후관리

모니터링

정보제공

상황대응

사후관리

서비스운영

교통

방범

방재

환경

종합 관제

3안) 서비스 중심의 조직

포털

정보제공

정보제공
(포털
통합)

포털

정보제공

서비스간 연계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전문성

표준화

조직의 확장

직무 기능내에서 연계 가능
종합 관제 측면에서는 연계성 부족

종합관제 측면에서 연계 가능 서비스별로 단절된 조직 기능
서비스별 담당 인력이 1-2명인 경우는 최종 조직구조가
2안과 유사함

업무 연속성 유지가 어려운 구조 업무 연속성 유지 가능 동일한 서비스 내에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 가능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기능 단위의 업무 표준화의 용이성 존재 기능 단위의 업무 표준화에 대한 노력 필요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기능 단위의 업무 표준화가
어려울 수 있음

서비스의 추가에 따른 조직의 확장 시
조직구조상의 변화가 클 수 있음

서비스의 추가에 따른 조직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함

서비스의 추가에 따라 조직 기능이 추가되는 되어
조직구조상의 변화가 클 수 있음

2안) 기능 중심의 조직1안) 역할 중심의 조직

종합관제와 정보제공의 기능으로
구분된 조직 구조가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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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영조직 구성 > 서비스 운영 조직 단위 도출

도시통합운영센터 역할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정보제공, 상황대응, 사후관리 등의 직무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1)교통, 2) 방범 3)방재/
환경, 4)정보제공 영역으로 서비스 운영 조직 단위를 도출함

서비스 특성
방범
- 방범 관련 관제 업무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가 고려 되어야 함

Event 발생
예상 주기

방범, 교통
- 365일 * 24시간 Event 발생 가능
방재, 환경, 기타 u-서비스
- 연중 간헐적으로 발생

주요 유관기관
유사한 유관기관을 가지는 서비스의 통합
고려
- 방범/교통 : 경찰서
- 방재 : 소방서
- 환경 :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모니터링

상황대응

정보제공 정보제공
채널

포털, VMS, 미디어보드 등의 채널로 서비스
별 주요 정보를 제공함
- 제한된 채널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조직이 담당하도록 함

사후 결과 입력 각 서비스 담당자별로 처리 결과 입력사후관리

모니터링 방식
CCTV, LCD (PC)모니터, 알람 등
서비스별로 다소 차이 존재

서비스 조직 단위 도출서비스 운영 조식 구성 시 고려사항

4

모니터링

정보제공

상황대응

사후관리

교통 방범 방재 환경

1 2 3

BIS, 실시간 교통상황 등 교통 관제 조직

주야간 CCTV 등 방범 관제 조직

수위, 수질 등 방재/환경 관제 조직

포털, u-Display 서비스 등 정보제공조직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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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영조직 구성 > 운영조직 구조(안) 정의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해 도출된 조직 모델, 서비스 운영모델 및 외부 사례 검토에 따른 시사점을 감안하여 조직기능을 1) 기획/
행정, 2) 서비스 운영, 3) 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로 구분하여 정의함

운영조직 정의(안) 

센 터 장

기획,행정
IT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운영 기획

행정 지원

대외 관계 관리

서비스 관제 및 운영

교통

방범

방재

환경

포털

IT 운영 (센터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
(현장 지원)

서버

통합DB

네트워크

지하시설물(통신망)

U-City 시설물 등

시설관리(FMS)

서비스 운영
(상황관제팀)

…

지자체인력 지자체/유관기관/외주 지자체/외주인력

센터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함

IT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부문은 외주인력을 활
용, 원활한 센터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의 추가
확장이 용이하도록 함

서비스운영(상황관제팀)이 24*365일 운영되
므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인력을 주야간 적절
히 배치하도록 함

교통단속, 방범관제는 기존 상황실 인력 통합

방범관제는 1인당 60개의 CCTV 모니터링 전
제, 향후 확장 시 CCTV 카메라 60대 당 3교
대를 감안하여 3명 증원

운영조직 정의(안) 전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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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기능 단위 기능
총인원

(교대포함)
인력 구성

비고
지자체 유관기관 위탁 비상주위탁

센터장 센터장 센터 총괄
1 1 - - -

기획 및 행정

기획
기획/행정총괄, 사업계획 수립/관
리

행정 지원
총무 (구매)

1 1 - - -
인력/교육 관리

대외 관계 관
리

대외 홍보/유관기관 관계 관리 - - - - - •센터장 겸직

소계 2 2 - - -

서비스 운영

(상황관제 기
능)

팀장 서비스 운영 총괄 1 1 - - -

서비스 관제
및 운영

교통 19

- 2 2 -
•상주: 경찰 1인
•CCTV수: 오산신도시(40), 오산시(10)

15 
(12+3)

•단속 : 기존인력 활용(3교대)
•CCTV 수 : 오산신도시(20+18) 오산시
(10)

방범 20 - 2 18 (9+9) -
•상주: 경찰 2인2교대, 상황: 3교대
•CCTV수: 오산신도시(125), 오산시
(160)

방재, 환경 1 - - 1 - •야간은 교통상황 담당자가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역할 담당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민원상담은 정보제공자가 처리

U-City 시설물(지하시설물 포함) 1 - - 1 ○

정보제공 1 - - 1 -

소계 43 1 4 38 -

IT 운영 및

유지보수

팀장 IT 운영 및 유지보수 총괄 1 - - 1 -

•IT운영 및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에 위탁
하여 관리함
•긴급상황 처리 : 상주인력
•개발, 유지보수 : 비상주인력

시스템 개발

및 운영

Application (통합플랫폼)

3 - - 3 ○

서버

통합DB

네트워크 (통신망)

시설물

유지보수

통신망 유지보수

IT 시설물 유지보수

소계 4 0 - 4

합계 49 3 4 42

4.3 운영조직 구성 > 운영조직 소요 인력 추정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오산신도시 37명 운영 인력에서 서비스 별 교대근무를 감안, 방범 9명, 교통 3명이 증원 예
상 됨. 이에 오산시 전체를 대상의 운영인력은 49명(공무원 3명, 비상주 4명)이 필요함

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방범CCTV : 1인당최대 60대감시, 장비확장시 60대당 3교대인원(3명) 증원 / *교통상황감시 : 1인당 최대 30대감시, 장비확장시교대인원증원



1) 단가 기준은 2009년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고, 1년을 기준으로 함
2) 공무원(7명) , 유관기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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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영조직 구성 > 운영인력 추정 인건비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총 소요 인력 추정 안을 기준으로 위탁 운영 부문에 대해 단계별 상승률을 배제한 운영비는 총 75,840만원
이 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조직기능 단위 기능
총인원

(교대포함)

위탁인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턴 예상 인건비

서비스
관제
및

운영

오산
신도시

교통 5 2 3 기존 불법단속 인력(9명) 제외

시설관리공단 또는 일반 용역 회사
에 위탁

- 중급기능 :  4* 2,400만원/년

- 초급기능 :  13* 1,920만원/년

방범 9 9

방재, 환경 1 1
U-City 시설물
관리

1 1

정보제공 1 1

소계 17 4 13 34,560만원/년

오산시

교통 8 2 6 기존 불법단속 인력(9명) 제외

시설관리공단 또는 일반 용역 회사
에 위탁

- 중급기능 :  3* 2,400만원/년

- 초급기능 :  9* 1,920만원/년

방범 18 18

방재, 환경 1 1
U-City 시설물
관리

1 1

정보제공 1 1

소계 29 4 25 57,600만원/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팀장 1 1
• 시스템 운영 업체에 위탁

- 중급기술 : 4 * 4,560만원/년 = 
18,240 만원

※ 실계약은 위 금액의 60~80% 
수준임

Application (플
랫폼)

3 3

서버

DB
네트워크 (통신
망)
통신망 유지보수
IT 시설물 유지보
수
소계 4 4 18,240만원/년

오산신도시 : 
52,800만원/년

오산시 : 
75,840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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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운영 절차 구성 > 운영 절차 구성 목표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관리절차는 전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사실상의 표준이며 IT 운영관리의 “Best Practice” 참조모델인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을 바탕으로 정립, 비즈니스와 IT가 연계되는 안정적이고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운영절차구성

비즈니스와
IT 연계

IT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

고객의 요구사항
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
하여 최상이 서비
스 제공

비즈니스 전략과 IT 서
비스와의 연계

Title 

효율적인 IT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한 (Best Practice) 프로세스
들의 모임

1986년 영국정부 산하의 CCTA에 의해 개발

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업계 최고 실행 지침서

(전세계 10,00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적용)

IT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대한 현존하는 유일한 총괄적이며 공개적
가이드임

- 특정 벤더에 종속적이지 않음

- 조직의 규모 및 종류 구분 없이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공개

세계적인 “De-facto 표준”이며, 국제적인 인증(ISO) 취득을 위한 사
용 가능

ITIL v3의 핵심영역은 Service Strategy, Service Design, Service 
Transition, Service Operation,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등
5개의 영역으로, 핵심영역의 구조는 수환적인 생명주기(Life Cycle) 
형태이며 서비스 관리를 위한 도구, 원칙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측정
과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됨

효율적인 IT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한 (Best Practice) 프로세스
들의 모임

1986년 영국정부 산하의 CCTA에 의해 개발

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업계 최고 실행 지침서

(전세계 10,00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적용)

IT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대한 현존하는 유일한 총괄적이며 공개적
가이드임

- 특정 벤더에 종속적이지 않음

- 조직의 규모 및 종류 구분 없이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공개

세계적인 “De-facto 표준”이며, 국제적인 인증(ISO) 취득을 위한 사
용 가능

ITIL v3의 핵심영역은 Service Strategy, Service Design, Service 
Transition, Service Operation,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등
5개의 영역으로, 핵심영역의 구조는 수환적인 생명주기(Life Cycle) 
형태이며 서비스 관리를 위한 도구, 원칙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측정
과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됨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운영 절차 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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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4.4 운영 절차 구성 > 운영 절차 선정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및 기타 국내외 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서비스지원, 서비스제공, 인프라관리
등의 운영절차를 선정함으로써 프로세스 체계의 확립하고, 향후 확장 및 발전 모델에 명확한 방향 제시

• 서비스 지원
- 사용자 요청
- 장애관리
- 변경관리
- 구성관리

• 서비스 제공
- 서비스수준관리
- 용량관리
- 성능관리
- 재해복구관리
- 보안관리

• 인프라 관리
- 작업관리
- 백업 및 복구관리
- 자산관리
- 기계실관리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절차
ITILITIL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데스크
- 배포관리
- 변경관리
- 사건관리
- 문제관리
- 구성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수준관리
- IT서비스 재정관리
- 용량관리
- 가용성관리
- IT 서비스 연속성
관리

인프라 관리
- 운영관리
- 시스템관리

국외사례1)국외사례1) 국내사례2)국내사례2)

사용자요청처리
시스템관리

- 용량관리
- 성능관리
- 구성관리
- 배치관리
- 백업/복구관리

서비스 관리
- 서비스수준관리
- 변경/장애관리
- 비용관리

시스템 지원
- H/W 및 S/W 기술
지원

운영관리
- 운영감시
- 테이프/인쇄관리

재해복구관리
자산관리
보안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데스크
- 장애관리
- 변경/구성관리

서비스 제공
- 용량관리
- 성능관리
- 비용관리
- 서비스 수준 관리
- 재해복구관리
- 보안관리

인프라 관리
- 작업관리
- 백업 및 복구 관리
- 모니터링
- 기계실 관리

ITIL을 기반으로

국내외 선진 운영

모델을 참조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절차 선정

주1) 국외사례 : Caterpillar, Proctor&Gamble, Bank of Scotland 등
주2) 국내사례 : 한솔텔레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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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4.4 운영 절차 구성 > 운영 절차 정의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및 기타 국내외 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선정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서비스지원, 서비스제공, 인프라관리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 구성임

서
비
스
제
공

인프라 제공

서
비
스
지
원

1) 사용자 요청

통화관리
장애지원
업무량 관리
고객만족관리
측정 및 보고

2) 장애관리

장애인식
장애기록
장애결정
복구 및 우회
장애보고 및 통제

4) 변경관리

변경요청
변경영향평가
변경테스트
일정수립 및 수행
보고 및 통제

3) 구성관리

정책 및 표준정의
구성계획 및 설계
구성 DB구축
구성 DB관리
보고 및 통제

구성데이터

변경데이터

장애데이터

가용성데이터

운영관리 DB

5) 작업관리

배치작업일정계획
우선순위/정책결정
소요자원 일정계획
작업결과 보고
프린트관리
테이프관리

6) 백업/복구관리

요건수집
절차문서화
주기적 테스트수행
일정에 의한 백업
복구실시
감시 및 보고

8) 기계실관리

출입관리 통제
시스템관리지원
장애모니터링
장비배치관리
전원,공조확인
기록관리(보고)

7) 자산관리

자산 데이터 정의
자산정보관리
라이센스관리
자산배치관리

9) 서비스 수준관리

서비스 수준 표준정의
SLA 구축
서비스수준 감시
서비스수준달성 및
보고

10) 용량관리

용량관리 정의
용량감시/측정/보고
용량계획
용량 변경분석

11) 성능관리

성능관리 정의
성능감시/조치
성능조율
성능장애조치

12) 재해복구관리

요건 및 정책결정
기술적요건 정의
재해복구계획 문서화
재해복구훈련
재해복구계획 갱신

13) 보안관리

보안정책정의
접근통제 및 허가
보안체계감시
위반보고 및 추적
보안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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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4.4 운영 절차 구성 > 운영 절차 정의(2/2)

운영절차는 통합운영플랫폼의 운영관리부문을 통해 구체화되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근무 인원들이 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문서화하고 웹 매뉴얼화함. 운영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사용자 서비스데스크 관리조직
(절차수행)

기술/유지보수조직 High Tech
(내부조직)

문의,장애

고객관리

이벤트통보

결과통보

기술요청

기술자문

에스컬레이션

문제해결

시설물관리시스템(FMS)

관리대상 IT자원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서비스수준

변경관리

용량관리

재해복구

기계실관리

장애관리

자산관리

보안관리

작업관리

구성관리

백업관리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절차(문서화)

결
과
관
리

이
벤
트
통
보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황실

현황관리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현황관리

시스템화

지속적 개선

ITIL V3 기반

Service Design Service Transition

Service Operation

Service Strategy

사용자요청
(서비스데스크k)

구성관리

서비스수준관리용량관리

변경관리

백업 및
복구관리

자산관리

보안관리

배치관리

재해복구관리

장애관리

성능관리

기계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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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4.4 운영 절차 구성 > 기대 효과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ITIL 기반의 운영절차를 도입 및 운영할 경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표준화된 운영체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인 업무처리 및 운영비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U-City 운영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음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또는 고객(기관)과의 대화나
협력에 있어 효율적이고, 운영관리 업무의 DB화로 운영
경험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여 축적이 가능함

담당자의 잡무 경감을 통한 본연의 행정임무수행 가능

ITIL 적용 시 IT Downtime 65% 감소

197,000$/Year 비용 절감(사용자 100당)

고객의 서비스 콜 해결시간 50% 감소

고객의 서비스요청에서 서비스제공
완료시점까지 자동화된 일괄처리로
고객과의 약속 수행을 보장함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수행능력 보유로 고객만족 증진

IT운영업무의 상호연계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운영
절차 간 오류를 방지하고, 비용낭비적 재작업 요소를
제거하므로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됨

표준화된 운영체계 확보로 운영 노하우 공유

고객과의 협력 및
역량 집중화

서비스 수준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

시민 중심의
서비스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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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계획의 집행관리

4. 운영 방안

4.5 운영 방안 종합

운영절차는 통합운영플랫폼의 운영관리부문을 통해 구체화되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근무 인원들이 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문서화하고 웹 매뉴얼화함. 운영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핵심업무만 직접 운영하고 기타 부문은 외주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 및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어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수함

운영 모델 운영 조직 운영 절차

위탁운영

오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민간 SM
업체활용

비용지급 유지보수

시설관리
공단

오산시는 기획 및 재정, 모니터링
등 핵심업무만 직접 운영함

직영
운영

현재 오산시의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고 있는 외주업체를 활용하거나, 
도시통합운영센터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통
해 유지보수 업무수행

외주
활용

센 터 장

기획,행정
IT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운영 기획

행정 지원

대외 관계 관리

서비스 관제 및 운영

교통

방범

방재

환경

포털

IT 운영 (센터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
(현장 지원)

서버

통합DB

네트워크

지하시설물

U-City 시설물 등

시설관리(FMS)

서비스 운영
(상황관제팀)

…

지자체인력 지자체/유관기관/외주 외주인력

오산시 U-Cit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고, 향후 동일한 기능의 조직 및
기존 상황실 조직 통합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운영절차
구성 목적

비즈니스와
IT 연계

IT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
공 체계를 확립하
여 최상이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전략과 IT 
서비스와의 연계

• 서비스 지원
- 사용자 요청
- 장애관리
- 변경관리
- 구성관리

• 서비스 제공
- 서비스수준관리
- 용량관리
- 성능관리
- 재해복구관리
- 보안관리

• 인프라 관리
- 작업관리
- 백업 및 복구
관리

- 자산관리
- 기계실관리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을 기반으로 서비
스지원, 서비스제공 및 인프라관리의 운영절차
를 선정함으로써 프로세스 체계의 확립

운
영
절
차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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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별첨1.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

1.1  비전 및 전략

1.2  서비스

1.3  인프라

1.4  법제도

1.5  운영 및 관리

1.  인터뷰 내용



1.1 비전 및 전략 (1/4)

인터뷰 결과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별첨1. 인터뷰 내용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비전

건축과 U-City 추진 일정을 기반, 3~4월 중으로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시 테마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시 중요

기획감사담당관

오산시의 특징은 면적은 협소하지만 6개동, 재정면에서는 탄탄하며, 거주가 편리함(도로교통원활-광역교통). 문화

및 관광자원이 빈약하나 오산천, 경기도립 물향기 수목원, 오산비행장이라 비행장을 떠올리나 송탄에 위치 거리가

멀어 영향을 받지 않음. 오산천 수질악화부분의 문제가 있으나 시민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음(접근성이 좋음) 

신도시의 개발방향은 구시가지 지역(뉴타운)과 신도시 지역의 자연스러운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신도시만 고려했을 경우 투자대비(운영비포함)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오산시의 랜드마크는 오산천, 물향기수목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건립되는 맑음터공원[홍보관건립포함]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도시계획과

자연환경적 보유가 열악(땅, 사람 기반), 오산에 대한 가치를 찾기가 어려움.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 

차별화방안으로 U-City도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 싸면서 가치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함. 

이에 장점(이점)은 오산천, 물향기수목원 등 녹지 네트워크 축을 형성하여 작음에서 오는 장점을 활용한 신도시를

개발이 되어야함

한국토지주택공사

편리함과 삶의 문화가 조화된 U-City구축 필요

인간미 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해 공공기관도 고려해야 함

옥외 공간으로 Focus를 맞추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각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의 의식과 현장,기술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교육)이 필요함

1.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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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전 및 전략 (2/4)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비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IT로 부각이 가능한 아이템을 고려하며, 기존도시(구도심)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공공시설건설의 중점 고려사항은 시민 편의, 위치 및 운영상의 적합성, 인허가

사항(주변교통시설/상하수기반시설), 민원소지 및 공사 시 피해사항임

전략

건축과

뉴타운과 신도시(세교1,2,3) 접목을 고려(오산역을 중심으로 앞,뒤를 연결하는 개념 : 신 구도시 연결) 

테마를 나눠서 구축, 북부는 주거지역, 하단은 상업지역, 개성제지를 뺐을 경우(1종지구단위 추진) 뒷부분 개발이

안됨. 따라서 개성제지를 1종지구단위 추진을 없애고, 원점으로 하고 뉴타운으로 끌어들어 오산역과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신도시는 나대지 상태라 개발에 용이한 측면이 있고 뉴타운 안에 강북은 주거지이며 주상복합도 구상

기획감사담당관

오산은 면적,인구에 비해 문화/복지 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복지타운 2개, 도서관 3개운영중, 3개 추가 건립계획

향후 30년 5조 6천억 – 용역 ’09.6월 결정, 고양시와 오산시가 경쟁중. 시의 방향은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를

최우선화 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쪽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양해각서 체결, 5월 서울대 치과병원 유치 양해각서

체결예정) 유치 관광 산업화 하려고 계획중이며 7,8월 중이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오산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업무중 경관에 대한 업무 있음(건축 경관-U-City와 별개 등), 건물경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작업 진행 할 계획임. 전체 범위는 넓으나 접목할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보임

오산시가 대생활권 한 개이므로 중생활권으로 분류(북, 중, 동), 소생활권은 의미가 없음(크기가 너무 작음) 

중생활권에 세교지구가 모두 몰린 경우, 동부생활권은 기존생활권, 고속도로 동축을 개발할 계획(현재 계획된 것은

없으며, 지구단위계획이 공동주택 위주로 민간을 지정함(롯데 24만평으로 아울렛 및 아파트 형 공장을 유치할

생각). 중부와 동부가 주 생활권이 되며, 북부는 관광관련이나 산지이며 녹지축으로 보전 대상임

별첨1.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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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전 및 전략 (3/4)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전략

도시계획과

차별화된 요소를 위해서는 비용문제가 있음으로 주변도시와 신/구도시가 연결이 되는 도시가 되고, 주민이

편리하게 u-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지역적 위치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오산시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개별적인 특징보다는 오산시 등 큰 맥락에서 움직여야하며 오산시는 기존시가지와 연계성에 주안점을 둬야

함(기존 신도시와 차별적) 

개발가용지의 2/3가 뉴타운과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짐으로 구역범위로 추진은 되겠지만 전략적인 부분은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단계에서 U-City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함

녹색도시는 국민성의 문제로 홍보와 계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어린이 교육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함

교통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되 향후를 위해 남겨둘 필요도 있는 것은 아닌가 억지로 뭔가를 개발하기 보다

시급한 것부터 계획수립 필요함

실제 입주자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주공은 국가 표준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용자와의 직접접촉이

가능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오산은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므로 교통 및 수도권 정보에 대한 특화가 필요하며, 공공서비스는 기존의 업무, 형태

등이 U-City를 전환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U-City는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이 중요하므로, 문화 컨텐츠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지역경제과 산업단지는 물류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첨단과 의료에 대한 부분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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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전 및 전략 (4/4)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전략

지역경제과
IT측면에서 접근은 특정 산업지역만이 아니라 전지역에 대한 일반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며

단지조성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되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회계과
공공시설타운은 시민 스포츠(건축중),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동장, 미술관(예정) 등이며 보건소

주변으로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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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1/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교통 건설과

교통량 조사는 가능하며 교통영향평가와 상관없음. 동/서도로(오산시 조사), 군단위 도로(국도관리청)에서 하고

통합하여 책자로 배포함(교통량 조사 책자) 

자체적인 교통량 조사는 지방도 국도에 대한 것이며(상부기관지시), 환경성검토 및 교통량평가일때 도로건설과

협의를 해서 도로계획이 나옴

현재 기존 도로체계에서 교통정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신호체계의 문제로 도로의 연속성이 없음. 

교차지점에서 많이 정체됨으로 현재 평면 교차로를 입체교차로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도로의 연속화, 

물리적인 고가 및 지하도 등) 

오산은 지역 간선, 국가도로 4개가 지나감(82, 310 등). 철도를 횡단 하는 구간이 3군데 뿐으로 우회로가 없어

교통량 체증의 원인이며, 도로확장 및 신호개수를 줄임으로 체증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현재 체증구간이 4차로 구간인데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므로 1개차선 감소로 체증 증가, 5일장터와 연계되어

노상주차장 없애면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노상주차장을 없애면 체증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경부고속 진출입에 교통정보가 있으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부고속 진출입 지점에서 지하 도로 및 고가

도로를 활용하여 동서로 신호없이 횡단가능하게 할 계획임

주요 간선망 도로에 교통량 조사 CCTV가 없음

운전자에게 속도를 제시해 주는 시설은 규정속도 안내 표지판 외에는 계획이 없으며, 운전자에게 속도를 안내하는

서비스는 가능하겠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임. 속도만 제시하는 것보다 안전지역에 대한 예보가 중요

과적단속은 평시에는 잘 안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현장 등 포터블로 수시 점검을 하나, 단속 건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상황임. 

도로표지판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타 시설물과 연계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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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2/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교통

건설과
돌발상황(도로결빙 등)의 관리 필요성은 있음. 언덕, 고가(제설취약지역)에 상황관리가 안되고 있어 CCTV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금년 제설 사업시 어려움이 있었음) 

건축과

오산시에는 역이 3개, 위치성, 물류센터(롯데마트 물류센터-동양센터)가 많다. 1번국도, 고속도로, 철도가

오산시를 지나므로 교통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

오산천과 철도로 분리되는 지역의 진입로가 1곳으로 해당 지역에 아파트 계획 및 입주 시 교통대란 예상

교통행정과

오산역 무궁화호만 정차, 전철은 온양까지 운행, 출퇴근 용으로 많이 사용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는 CCTV 9대,  현장 7명(아침 7~밤 10시), 수기 단속 및 차량 단속 방법을 쓰고 향후 매년

5~6대 CCTV 증설할 예정이며 인원 증원 계획은 없음

2008년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건설과와 업무중복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혼잡지역) 교통센터구축사업 추진

중이며 확대 계획

물향기수목원의 주차수요가 많으며 임시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2008) 물향기 축제에 80만명(8일기간) 유치

물향기수목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추세

도시계획과

사거리 모두 신호를 잡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면적대비 효과성), 해외 사례를 볼 경우 사거리 대각선

횡단 아이템은 유용할 것으로 보임

교통분산대책 및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가 나온다면 체감형 서비스가 될 거 같음

오산시 교통혼잡 해결방안으로 u-바이크에 대해서는 오산시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오산시가 4~5km이므로

20~30분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규모를 고려. 자전거 도로 활성화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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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3/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교통

도시계획과

시에서 제공하는 대민서비스가 전달이 안되고 있음. 공공서비스가 누구나에게 알려진다면 그것으로도 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즉, 시민의 별도의 노력없이 공공적인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봄. 

교통/안전 등을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한다면 최고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정보통신과

2002년~2005년 GIS구축 완료, 2007년도 3D 구축 완료, 활용시스템 및 생활지도 서비스 3월중 오픈 예정임

GIS는 UPIS 시스템(도시과 금년 완료예정-KOPS와 중복)은 아니고, LMIS와 연계하는 시스템임

현재 오산시 GIS는 타 시군구에 비해 빠르게 진행중임. 표준 플랫폼 개념을 활용해서 유관기관 또는 타시도와

연계 등이 필요함(장소적인 일원화보다 시스템적인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 

현재 GIS DB서버 안에 KLIS(새주소), 오산시(세계측지좌표사용-GRS80) 있으나, 좌표계 불일치에 대한 자동갱신

방안 필요

지상시설물은 다 되어 있으나 신도시 부분은 없으며 3차원포함 DB구축부분이 신도시에 포함해야 할 것임

방범CCTV(32대), 주정차 CCTV(32대 이상),  3개사업소(보건소 등), 6개 동사무소, 기타(여성회관) 10개소, 관공서

중심임

주민복지과
신도시에는 기본적으로는 신호등 전체 음성안내, 구도심 58개소에 대해 설치되어 있음. 음성신호기 리모콘이

있어야 함(수급자 무료). 금년 전 시각장애인 1,2급에게 보급하도록 계획 중임

지역경제과
경기도 노선 실시간 버스정보(BIS)를 하고 있는데 산단의 출퇴근자들이 버스와 전철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버스만 되는 것을 전철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환경위생과
시군에 현재 각종 전광판이 있으며 대중교통 및 교통전광판이 가장 많으니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BIS 시

전광판에 버스 정보 외 정체 시간이 있는데 각종 정보를 연동해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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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4/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복지

교통행정과

오산시 보건소, 문화예술 등, 오산시가 교통의 요지로 인근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25만 30만보다 더

많은 수요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음. 오산시에 문화예술관(관람객 수 오산시민 30%, 70%외지인 이용) 및

공설운동장(잔디)로 인근 지역의 활용이 높음

농림과

자전거 관리는 어려움이 많음(대여후 반납 문제). 오산천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수변공원 1지구 2개, 중앙공원 호수가 커서 계획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해서는 100% 반영 할 계획임. 현재는

초기단계로 향후 주공과 협의중임. 

공원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한 계획 수립 필요. 중앙공원은 테마파크 형태로 코스를 조성할 계획임

도시계획과

오산시는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체전 정도도 유치할 수도 없는 여건임. 전체적인 구상이 없이

문화복지 관련 사업이 많아, 가지 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짐

자전거 도로망도 택지개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며, U-City 관련 서비스도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하는 것이 좋음. 지구계획에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두개 구간, 자전거겸용도로-신도시, 세교2지구는

자전거도로를 주간선, 보조간선 개념을 적용하여 축을 반영시켰음.)는 포함되어 있음

문화공보과

도보여행코스(85km, 80억) 개발중임.등산로 + 외산미동, 금왕동의 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4개코스는 개발

완료했으며, 2개코스는 택지개발지구내 포함으로 주공에 요구할 사항임

영어마을 5월달 개원,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사립고를 구상 중이나 사학재단 찾기가 어려워 윤곽이 없음(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 

6개도서관 만들고 있는데 3개 도서관은 만들어진(햇살마루-어린이도서관, 청학도서관, 중앙도서관) 상태

초평도서관, 금암도서과, 제2어린이도서관(부지미정) 추진중. 6개동 지역에 도서관 1개씩 배치하겠다는 의지로

접근성을 유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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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5/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복지

문화공보과

초평(부지미정), 금암 도서관(설계예산을 세워, 설계중-부지선정완료)또한 유비쿼터스 개념이 들어갈 것임

청소년수련관을 설계하고 있음(200~300억). 수영 등의 운동 및 체험교실, 컴퓨터실 등 제공, 소규모 청소년

도서관은 입주됨(열람실 포함)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 사업으로 와상환자, 서양노인, 독거노인, 장애자 등 간호사(동별 1명/ 300명~600명 담당, 

등급별로 관리 중)가 가가호호 방문 중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증)자가 많은데 대상자 집에 기계 대여하여 주기적으로 센터에서 이력관리를

하면 치료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예방접종(국가 12개정도) 월령별로 받기 때문에 놓치는 부모가 많음. 원인은 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이나 방문이 어려움. 미숙아 정보 제공도 필요함(치료 및 관리 업무 진행하지만

홍보부족) 

독감은 한달 전부터 대상자 선정해서 수작업 후 안내문 발송

독거노인, 진료실 방문 등 환자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향후 일반인은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병의원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정보가 많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취학전 아동은 각

동별로 자료가 있으며 그 자료를 활용하여 취학통지를 하고 있음

학교관련은 현재 교육청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면 시간은 절감될 것임. 

초등학교 양호실 양호교사와 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업무를 추진함

주민복지과
오산시내 아동관련 놀이시설이 없음으로 오산천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신도시 자전거 무상 또는

관리비 정도의 임대 방안은 긍정적(공원을 중심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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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6/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복지

주민복지과

1지구에 종합복지타운을 건설(장애인, 노인, 어린이집, 보훈회관 4개건물) 및 청소년 문화센터(2300평) 등이

추진중임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장애인 주차공간 및 이동편의(안내표지) 등 도로의 휠체어가 가능해야 함(도로표면

1/12경사, 턱이 없도록) 

IT측면에서 시설관리는 여성회관(사이버를 통한 접수 및 이용료 납부), 온라인 교육 등이며 시설은 신도시에

맞추는 것이 좋으며, 종합복지관은 현재 조감도만 있으며, 초현대식으로 구축되길 바람

지역경제과

첨단의료복합단지(BT관련) 개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수도권의 장점을 살려 논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서울대

병원(내삼미동) 건립 예정인데 의료산업단지를 만들어 볼 계획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를 하더라도

서울대병원과 연계를 하여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이 오산시 계획

청소과

금년 물향기환경축제(물향기수목원, 오산천 중심) – 환경수도 오산으로 초점을 맞추고 시정을 진행하고 있음, 

환경기초시설이 1km 경계로 묶여 있음. 50m~100m 되는 전망 타워 설치 예정. 홍보 및 환경견학 코스화를

구상하고 있음

안전

건축과
현재 용적율 90%를 상회, 단독주택은 거의 없어질 예상이며, 오산역 앞을 상업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방범CCTV를

설치할 예정

농림과

공원 야간 소음으로 민원 발생 다수, CCTV 예산이 주택가 위주로 주는데 공원에도 CCTV를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산시는 시도 작고, 산이 높지 않아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음. 시급성은 떨어지나 세마대 같은 곳은

문화유적지이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잣나무 조림지로 되어 있음)/ 홍보용 방송 기기만 4개 정도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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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7/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안전

농림과

가로수 관리는 운암지구내에만 표찰을 달은 현황.인식표(RFID 등)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거리별로 수목종류를

신도시에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 택지개발은 사업 시 식목 후 오산시에서 인수. 시스템 도입은 좋으나, 장치 도난

및 장치 설치 위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인력으로

수동관리로는 불가능함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는 32개소로 설치는 오산시, 관리는 경찰서(운암지구대)에서 하고 있으며 주공에서 기부체납형태로

CCTV를 신도시에 제공

U-City와 관련하여 주정차, 재난에 대한 통합시스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신도시 지역보다 슬럼화(오산 롯데마트 일대, 남천동 성산초교일대, 문개동 지역 – 일반주택가 위주) 지역에 대한

CCTV가 우선시 될 것을 예상하나, 신도시 위주일 경우 아파트 지역으로 판단됨

방범CCTV와 관련한 서비스는 위치추적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현재 계획도 없음

통합 CCTV를 전반적으로 통합(방범, 주정차 등). 예방 기능이 있음으로 사전에 장소를 협조하여 장비의 수와

무관하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CCTV 설치 장소 선정시 설치가 필요한 곳은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적고 설치장소는 대부분 경찰에과

협의하여 선정함

재난관리과

물(하천)과 관련하여 대처, 수위정보의 실시간 정보제공이 필요함. 현재 오산천 CCTV(3개)로 감시(수동), 인력이

나가서 통제를 함

경보 시스템이 시급한데 안전(떠내려가는 것) 보다 차량 우회가 가장 중요(불편 최소화) 

재난관리시스템-전파~복구지원까지 일련의 업무 수행, 소방방재(재난 정보 문자메세지(주의보레벨) 담당자에게

보고), 경기소방청, 오산시까지 연계 시스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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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8/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안전

재난관리과

시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및 재해 위험요소는 오산시가 상황관리를 함(경찰서-사건사고, 소방-화재, 

위험시설물-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 소방-경찰서와 원활한 업무 협조

재해 위험 시설물 대상은 14개 큰 노후 건물, 큰 공사 현장 오산종합시장, 오산 호텔 등 3개가 있음. 관리방법은

별도 시스템은 없으며, 육안 모니터링 및 외부용역을 활용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결과 통보

재난재해 전광판(시민회관, 송학동) 2대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는 문자(크로샷) 및 음성, 민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전파. 펌프장 연계 또한 유선상으로 연계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나, 소방방재와 네트워크는 구성했고, 프로그램은 좋은데, 전파

라인(대시민)이 확실히 구축되어야 함

정보통신과

어린이 안심서비스, 독거노인 RFID 등 꼭 필요하다면 10억 범위 내에서 고려하겠으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음. 즉,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통신계에서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음(운영요원의

수 및 책임소재 명확성 필요)(실무부서 인적관리 – 사회복지과, 의료 – 보건소) 

주민복지과
공원에서 어린이 사고가 많으므로 안전 관련 CCTV는 설치되어야 하며, 가족단위의 놀이시설은 필요함(작은

조각배를 띄우는 방안,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오산시는 관리만하며 수심이 배에는 부적합) 

행정 건축과

일반게시대 7년 위탁(2003~2010), 기부체납으로 관리체계로 시로 들어옴 그때 현수막(일반,행정)에 대한

현수막온라인 관리 시스템 계획

주민에게 정보의 신속한 제공, 도시미관관련 전자현수막 예정 – 광고물 및 전기공사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함. 1) 공공목적이어야 하며, 2) 설치위치 및 전기통신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3) 기타

도로점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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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9/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환경

문화공보과

오산을 “환경”의 도시를 축으로 하여 축제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음.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으며 맑음터 공원에 “재활용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축제기간 중 수청근린공원 디지털

기능을 분수대(예>조명)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음. 

축제는 작년 시 20주년 기념 2008 오산 생태환경 축제 1회 개최(52만명 접객)하였으며 배경은 물향기수목원, 

오산천(국가하천 중 1호 생태하천 복원하천)으로 함

2009년 오산 물향기 축제로 변경하여 개최예정이며 작년 2배 규모로 예정중임

축제 대상의 포커스는 가정의 달(어린이, 어버이날) 특성에 맞추겠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임(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옴) 

보건소

방역소독에 대한 관리 및 작업은 4월초 ~12월 초까지 방역소독 인부 고용하여 주기적으로 방역활동 중임. 

월동기(잠복기) 때 사전 소독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실행 했음

방역은 신도시라고 배제할 수 없으며 소독 대상시설(1달~2달)의 소독유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법적 대상시설) 

전염성 질환 등 특별한 경우 전담반을 구성하여 환자 및 환경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음

상하수과

오산시도 수도 말단까지 수질체크(보건환경연구원에 수동으로 검사 후 보고), 서울시는 배수지, 수도꼭지에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계측기) 

상수는 오산시는 수질에 오차가 있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누수부분임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야 함(GIS 자체 구축되어 있음 100% 모두 커버하지는 못하고, 데이터 갱신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누수 탐지 후 통합관제소가 생겨서 통합관제소에 자동통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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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10/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환경

상하수과

상수 요금부과 시 계량기 검침을 수동으로 하고 있음(PDA가 현장 방문 시 기록 정도로 사용), 자동검침화(동탄에서

기서비스 중), 유수율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9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보통신과에서 GIS(2004년)사업을 했으며 상하수, 도로시설물, 가스, 통신관련 구축을 함. 예전에 매설된 부분은

부족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신설에 대해서는 매년 혹은 시공 시 바로 갱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정확도

70%정도 수준으로 예상) 

세교신도시는 정확성이 높겠지만, 밖에서 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실효성은 고려해봐야겠지만

자기마커를 설치 혹은 열선으로 구분, 현재는 자기마커가 대부분이나, 오산시 관내는 자기마커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으며 자기마커가 있다고 해도 탐사할 시스템 자체가 없음. 현장 투입인력이 바로 보고 조치할 수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유지관리를 위한 관정보 제공) 

총 6개의 배수지가 들어서는데 1개만 유인, 나머지 무인화 세교2,3지구의 배수지를 허브로 만들고, 나머지를

무인화할 계획이다. 배수지, TMTC가 되는 방식, 시청에도 구축, 차후에도 선진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허브에서 컴퓨터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청소과

신도시 폐기물 수집/운반은 2개 대행업체가 공동주택을 직영 1개업체가 단독주택을 맡고 있음. 시스템화 된 것은

없으며, 민원해소 차원(쓰레기 차량 위치정보) 및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한 상황임

폐기물 흐름 및 수집운반에 대한 파악용으로 시스템화 되는 것은 좋음. 매일 쓰레기 발생량 통계도 내고 있으며, 

재활용재고 등의 통계를 내고 있음(일일) – 내부적으로 엑셀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고 있음.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좋음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적발 시 노인 및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며, 얼굴만으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어두우면 안보여 효과 없음으로 무단투기감시 CCTV를 다 걷어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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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11/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환경 환경위생과

“환경수도를 만들어라”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 13개월의 용역으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임

중점과제는 29개로 생태계, 녹지공간확보, 1억그루 나무심기, 공원조성 및 꽃길 확대조성, 오산천

생태하천(2008년 생태하천 축제개최) - 국내최초 생태하천 복원/환경위생 모든 업무가 중점과제에 포함하여

환경수도 오산건설 용역을 추진 중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로 관내 상/하반기 관광버스 등의 점검을 통해 개선, 대시민

홍보는 측정소(1개소:여성회관) 전광판(1개소)에 표출(5대항목은 되어 있고, 악취는 연계되지 않고, 기온, 풍향, 

풍속, 비산먼지 오염먼지 등의 정보) 

환경박물관(대기, 폐기물, 수질-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있음)이 많이 있고,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위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곳에 디지털 연못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오산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음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전지역으로 확대 하는 것을

고려를 제안하려 했으나, 축전지 등의 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설치관련 업체에서 비추천한

경험이 있음

오산시의 환경적인 여건은 오산시 개발여파로 휴식공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오산천 환경에 적합한

곤충이 나비로 판정되어 환경에 나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오산천 오염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오산시내, 오산상류, 오산하류로 구분 오산시내만 사람이 이용하고, 해당부분만

공원화가 되고 있음. 농림-공원, 재난관리과 –하천유지관리, 환경위생- 수질관리를 담당하여 연계하여 관리함

상류와 하류는 이용률이 거의 없음으로 자연 그대로 두고 있음. 단 수질 정도만 체크해서 오염화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음

수질측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며 음이온측정은 대기오염측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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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12/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환경 환경위생과
대시민 데이터 제공 중 소음과 악취부분이 누락된 상태, 악취는 일부 있으나 소음은 중요도로 및 피해지역 자동

측정으로 데이터 적용(소음은 누적된 데이터가 없음) 

기타

건축과 기흥저수지에서 어느정도 조정을 하면 오산천 범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 즉, 기흥저수지와 연계가 필요함. 

농림과
태양광 같은 가로등 시설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등산로 및 오산천에 태양광 시설(축전지 교체등)을 했으나 초기

시설 비용 및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 태양광 시설 밝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옴

재난관리과 신도시 및 구도시까지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은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갱신을 매년하고 있음(작년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로 2009년 3월 교체예정) 웹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포탈개념이 도입되어야 많이 사용해야겠지만 현재 시정 홍보 등을 위주로 하고 있음. 

GIS시스템(생활지리정보포함) 링크하여 운영 중임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신도시 포털의 연관성을 봤을 때, U-City쪽만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전문성 및

서비스 항목이 많음을 전제했을 때) 

주민복지과
IT적용 아이템은 1지구 내 “특성화 거리를 만들자”(거리에 맞는 조경수, 도로명칭 등), 설왕동저수지(가족단위

휴식공간 조정)등이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U-City의 표준화 작업이 매우 필요하며, 표준화된 서비스의 정착이 필요함

사업시행자가 서비스 개념으로 수행하므로 지자체의 요구가 많아질 수 있는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U-City가 진행되어야 함

각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도시 별 특화된 맞춤형 U-City구축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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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13/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기타

한국토지주택공사 Identity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미디어 보드 등) 

지역경제과
오산중앙재래시장은 전자상거래 및 재래시장 업소중 점포 내에 컴퓨터 설치 및 활용도가 낮으며, e-business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부족함

회계과
에너지 활용을 감안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너지-태양광, 건물의 생애주기 등). 예를 들어 일정규모의 경우

공사비 5%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용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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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프라 (1/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기초 인프라

건설과
가로등(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설치), 보안등(보안차원에서 방범등)이며 관리주체가 가로등은 도로법에 따라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시에서 일부 지원). 공원 등은 공원부서에서 담당함

교통행정과
주차장 시설 확충 차원으로 오산대역 옆에 공영주차장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 주차장(타인토지 임대) 2개, 

공영주차장 18개소 운영, 버스 및 택시 승강장(158개소) 운영 중임

농림과 전기선의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가로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신도시에서는 지중화가 필요함

도시계획과

디자인 가이드 라인 시 텍스쳐 부분은 텍스쳐, 사양 및 사이즈 포함, 가이드 라인은 기본적인 것과 실시설계에 대한

것이 있음. 실시설계(치수, 형태 등)는 시공이 가능하도록 나옴

공공시설물 중 중점사안은 가로경관 시설(가로등, 센서, 신호개폐 등)과 공공을 위한 의자, 휴지통 등(U-City와

무관) 

상하수과

오산은 취수장이 없으며, 배수지는 2개 운영중, 2개는 신설중에 있음. 신설은 세교 1,2지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지구는 추가계획 있으며, 산업단지 1,2,3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음

오산은 정수를 받고 있어 수질에 큰 이변은 없으며 유수율은 86% 정도임

정보통신과

이중굴착의 경우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로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음. 

공동구가 되지 않고는 이중 굴착할 수 밖에 없음. 

교환기는 전전자 교환기(아날로그-삼성전자)를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전화 사용(5개동 사무소, 1개사업소가

남았음, 4월중 사업마무리) 본청 또한 2011년 까지 교체 예정

주민복지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으로 정보접근 및 출판물, 도로표지판 등이 장애인 편익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별첨1.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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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프라 (2/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기초 인프라

주민복지과 장애인에게는 도로가 가장 중요. 저상버스가 제공되는데 정류장의 도로와 버스의 높이가 고려되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는 건물안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동탄의 경우 기반인프라 확대로 진행되어 왔음

가로등 등 절전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지역경제과
롯데 물류센터(동양최대규모) 입지되어 있어, 물류의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인프라(도로)를 지원하는 것이지 기업에 별도 지원은 없음

회계과

건축물 외 공공시설물은 경관조명/조경/벤치/주차장 등 부지 내에 들어있는 부대시설물, 해당 전문가 및 시의

전문가들이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부지선정방식은 도시계획시설에서(지구단위계획) 부지매입을 하는 방식,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계획적으로

공공시설부지중에서도 체육시설 등을 협의(주공, 도시과) 

세교1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설계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은 협약에 따라 다르나 세교1지구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으며, 세교2지구는 진행 중임

센서망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와 유비쿼터스 접목으로는 환경중심 센서기술 적용, 장비 집중화(원가절감방안 등), 자가망 등의 구축시

기존도시와 연계가 필요하며 대기, 수질 문제를 원격 관리(24시간 실시간)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보관리

인프라

정보통신과
웹방화벽, USB보안관리시스템, VPN, 서버보안 등 기본적인 것은 모두 되어 있음. 네트워크 쪽에 보안관련

구성도를 요청해야 함

지역경제과
고객에 대한 각종 정보 및 경향, 소비자 기호의 변화, 재고 수량의 파악, 회계관리 등 모든 주요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 활용해야 할 것임

별첨1.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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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프라 (3/3)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정보관리

인프라
지역경제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상인회 중심의 운영은 없음. 향후 지원을 통하여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임

통신 인프라

자치행정과
현재 년 1억(유지보수 포함), 통신비 포함 3억~5억 이상이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가망 이용 등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과

디지털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음, 교환기 추세가 사업소 등에 금년(4월)까지 교환할 것임. 내년 본청

망교환(광케이블) 내후년 IP교환기로 변환

신도시에 센터 건립후 자가망이 수용된다면, 뉴타운 시청, 구도심까지 자가망 연계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자가망을 위한 장비수용 등의 장소가 현재는 협소

KT, 하나로 등 망이 너무 잘 깔려 있으므로 임대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시의 경우 통합관로로 수용이

된다면 고려해 볼 사항임

구시가지는 아파트 단지내 까지 자가망은 어려우며, 최소한 공원 내 공관로 정도는 묻어둘 예정임

신도시 자가망 구축 비용은 주공에서 부담해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 책정은 파주, 동탄, 광교 등 타 시군과 동일하게

가장 고민적인 요소임. 투자대비 10%를 보조할 계획(국가보조 포함) 

38개소 BIS는 현재 임대망으로 계획하고 있음

지역경제과 향후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통정보망의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별첨1.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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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제도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서비스 측면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수입은 주정차 단속(20억), 주차장단속(10억) 정도임

보건소
보건행정시스템, 예약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처방을 할 수 없음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음

인프라 측면

농림과
도시계획시설 민원이 많으나,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음. 법제도 개편이 요구됨. 현장 업무가 많음으로 공원

안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난관리과

통합관리시스템 방재센터가 센터로 갈 것이면 상황실이 가는 것으로 조직과 조직개편을 고려 필요. 상주하는 인원

발생 시 문제점은 공무원 or 위탁관리냐 하는 문제도 있으며, 소외지역은 세금을 받아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인원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이 소외지역의 반발 해소가 가장 큰 고려 요소가 될 것임

별첨1.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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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영 및 관리 (1/2)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운영

도시계획과

총론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중요함. 적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함(체감형). 

서비스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봄.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와 협의하여 도출하는 것이 필요. 타 시도의 U-

City를 제대로 분석하여 “비용과 편익”측면을 고려 및 단계별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자치행정과 설치, 운영에 대한 비용은 오산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 비용과 관리는 이원화 되어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부서간, 지자체간 등 역할이 모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지자체로의

인수인계(지자체의 운영조직 및 예산)를 고려한 지자체의 환경개선도 고려해야 함

상위기관에서는 통합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며, 운영인력 최소화와 적은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 부분도 고려해야 함

U-City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실제 운영시점이 되면 장비 등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 결국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함

조직

교통행정과

현재 오산시의 대중교통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오고 있으며, 인구 10만이상 교통전문직을 두게 되었으나, 현재

오산은 없는 상태로 금년에 채용할 계획이 있음

교통통제사업(=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 23개소 표준형신호제어기(디지털-경찰청규격)로 교체하여 사용. 전체 구축

사업은 오산시에서 했으나, 경찰서 교통지구대(화성동부경찰서)에서 운영1명이 운영중임

향후 통합운영센터 건축 후 BIS 상황실 통합이 타당하며 통합운영센터 건립 후 운영요원은 계획 수립 후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행정과

지구대 내 관제센터(9~6시 경찰 1명), 그 이후는 지구내 인력 1명 / 경찰만으로 구성되었고, 일용직은 없는 상태

통합을 하면 비용문제보다 관리나 책임의 문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업무 통합 가정 시 오산시 전적으로 할 수는

없음. 따라서 경찰의 인력지원 및 파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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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영 및 관리 (2/2)

분류 해당과 인터뷰 결과

조직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시스템은 시청 내에 있으며 운영요원은 따로 없습니다. 평시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데이터관리 수준

통합운영센터

자치행정과

안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해야 함

화성 동탄의 U-City 건설 방식(시설설치, 통합센터건립 등)으로 오산도 동일 방식으로 해도 무리없어 보임

정보통신과

통합센터 구축 시 전산실(행망 사용시)이 현재 협소함으로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함

통합운영센터에 전산시스템이 들어갈 경우, 서버 및 스토리지 이중화 및 DR을 고려하여 설계 넣어주고, 서버는

시기적으로 늦게 구축, 서버는 윈도우보다, 리눅스 및 유닉스 기반으로 조성이 필요함

평생학습관은 초,중,고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고 있음. 사이버 교육(정보화교육, 랭귀지)을 진행중이며(무료), 

학교운영 및 영어마을 등을 문화공보 담당하고 정보화교육만 정보기획에서 담당

전산실을 구성할 경우 보안성이 좋아야하고, 향후 10년을 고려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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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별첨2. 내외부 환경 분석

1.1  교통 부문

1.2  환경 부문

1.3  산림·녹지·하천 부문

1.4  안전 부문

1.5  복지 부문

1. 내부 환경분석

2.  외부 환경분석



오산시 2007년 현재 주차시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시설중 9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오산시 지역은 건출물 부설주차장의 의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외주차장의 공급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됨

1.1 교통부문 (1/5)

1. 내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주요가로망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가 오산을 통과하고 오산IC에서의 교
통정체가 심한 편임.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감소하고 있으나 노외 주차장 및 건출물 부설 주차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별첨2. 내외부 환경

구분 구간 차로수 연결방향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기흥~오산 8

남북측
오산~안성 8

국도 국도1호선
수원~오산 4

남북측
오산~송탄 4

국지도 국지도82호선
수직~오산 2

동서축
오산~남사 2

지방도
지방도310호선 오산~정남 2 동서축

지방도317호선 동탄~기흥 2 남북측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가로망 현황

연별
합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02년 1,628 29,969 - - 32 1,926 1,263 21,829

2003년 1,608 27,378 - - 31 1,940 1,462 23,108

2004년 1,983 32,557 - - 32 1,980 1,836 28,247

2005년 2,230 34,781 - - 33 2,031 2,082 30,420

2006년 2,514 37,702 4 274 34 2,151 2,365 33,221

2007년 2,805 38,002 1 238 36 2,371 2,657 35,119

주차시설 현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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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부문 (2/5)

철도시설은 여객인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7년 감소하였고 오산역의 이용객수가 평택역의 84% 정도이며 고속철도의 무정차 등으로
이용객수가 저조함

연별
여객(인) 화물(톤)

승차 하차 계 발송 도착 계

2002년 134,873 101,124 235,997 1,357 22,371 23,728

2003년 116,675 88,377 205,052 - 58,461 58,461

2004년 252,810 232,824 485,634 505 16,673 17,178

2005년 2,939,372 2,794,260 5,733,632 97 4,627 4,724

2006년 4,234,280 4,193,642 8,427,922 254 2,606 2,860

2007년 3,978,323 3,762,200 7,740,523 - 2,040 2,040

오산시는 경부선 철도가 오산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전철노
선으로는 수도권 전철이 오산역을 경유하여 천안역까지 운
영되고 있음

또한 오산시 내에는 오산대역, 세마역이 추가 입지되어 향
후 경부선 또는 수도권 전철은 지역간 이동이나 도시교통의
주요 통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

수송현황을 살펴보면 여객추이는 2004년 이후 급속한 증가
추이를 보이다 2007년 감소함

철도운송 및 철도이용 현황

세마역과 오산대역
이 개통되면 현재보
다 더 많은 여객인과
화물운송량의 증가
가 예상됨

역세권 주변의 주차
시설 관리와 대중교
통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객에게 편의성
을 제공해야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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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부문 (3/5)

오산시의 인허가 버스 및 경유버스는 모두 53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오산교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오산시 버스 현황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http://www.gbis.go.kr)

별첨2. 내외부 환경

노선번호 기점(출발점) 종점 운수사명

7 중원사거리.시장 오산대역 오산교통

11 남양사거리 신양아파트.신양사거리.현대자동차.원동 오산교통

58 운암주공5단지.운암중학교 연무동종점 수원여객

301 안양교육청 하북차고지 성우운수

311 구운동사거리.경기지방중소기업청 운암주공5단지.운암중학교 성우운수

10-1 청구아파트 대우아파트.천호빌라 오산교통

10-4 오산경찰서.화성경찰서 신동아아파트 오산교통

11 남양사거리 신양아파트.신양사거리.현대자동차.원동 오산교통

111 발안삼거리.바다마트 신양아파트.신양사거리.현대자동차.원동 오산교통

11-1 남양중고교 발안삼거리.바다마트 오산교통

111-1 평리 오산역광장 오산교통

111-2 발안삼거리.바다마트 신양아파트.신양사거리.현대자동차.원동 오산교통

116-1 갈곶동 미금역.청솔마을.2001아울렛 경기고속

2 신장주민센터.궐리사입구 신흥마을 협진여객

20 운암주공2.3단지.운천고 연무동종점 수원여객

21 발안.영광슈퍼 국민은행.제일신용협동조합 오산교통

22 발안.영광슈퍼 국민은행.제일신용협동조합 오산교통

2-2 신장주민센터.궐리사입구 신흥마을 협진여객

23 발안.영광슈퍼 국민은행.제일신용협동조합 오산교통

24 홈에버.송화초교 연무동종점 수원여객

24 오산역광장 용인터미널 경남여객

24 평리 국민은행.제일신용협동조합 오산교통

2-4 발안.영광슈퍼 국민은행.제일신용협동조합 오산교통

24-1 오산역광장 용인터미널 경남여객

24-2 오산역광장 용인터미널 경남여객

300 범계사거리.호평지하도 하북삼거리.진위역 삼경운수

300-1 파장동삼익아파트 하북차고지 성우운수

노선번호 기점(출발점) 종점 운수사명

31 세마역 중원사거리.시장 오산교통

49-1 통복육교.통복동 월곡1리앞 서울고속

500 황계2리 병점역 오산교통

61 원영화남아파트 오산대역 오산교통

6-1 남수원초등학교 신동아아파트 오산교통

7 중원사거리.시장 오산대역 오산교통

70 상록골프장 원영화남아파트 오산교통

70-2 반월리큰고개 성원아파트 화성운수

703 탑동아파트 한라아파트.탑동입구 오산교통

70-3 일진정공 갈곶동.오산 오산교통

704 국민은행.제일신용협동조합
신양아파트.신양사거리.현

대자동차.원동
오산교통

70-4 동탄초등학교 성원아파트 오산교통

707 이마트 원영화남아파트 오산교통

71 상록골프장 원영화남아파트 오산교통

710 터미널앞 GS아파트종점 오산교통

7-2 청구아파트 내삼미동종점 오산교통

720 한진사거리 오산여중 오산교통

7-4 오산역광장 신동아아파트입구 오산교통

7-5 국민은행.제일신용협동조합 늘푸른오스카빌 오산교통

7-6 투마트 GS아파트종점 오산교통

760 장지리농협 신동아아파트 오산교통

7-7 중원사거리.농협 우림아파트 오산교통

8-3 바른골 갈곶동.오산 오산교통

8-6 성호중입구 갈곶동.오산 오산교통

99 청학동 운암주공1단지.운천중학교 오산교통

99-2 오산역광장 부자부동산 오산교통

오산시의 대중교
통인 시내버스와
오산시를 경유하
는 버스는 모두
53대가 운행중
에 있음

운수사는 오산교
통이 76%로 가
장 많으며 u-서
비스의 대중교통
정보 제공이 필
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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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부문 (4/5)

오산시의 버스는 41개 노선에 총 222대의 차량이 운행중이며 오산교통이 26개 노선으로 가장 많으나 운행대수 39대로 타 운수회사 운
행대수인 183대에 비해 매우 적음

오산시 버스 현황 (오산교통)

1. 내부 환경분석

별첨2. 내외부 환경

회사 개통번호 기 점 경 유 지 종 점 대수 횟수 운행간격 첫 차 막 차 거리(Km)

오

산

교

통

7 오산대역 대우A-궐동-중원사거리 오산역 1 40 25 6:30 21:40 3.7

7-1 은계주공 리버빌A-시장앞-터미널 갈곶동 1 16 60 6:00 22:00 5.7

7-2 우림A 동부A-수청주공-매홀중 내삼미동 1 16 60 6:20 22:35 7.7

7-4 신동아A 탑동입구-가수동-남촌 오산역 2 56 20 6:30 20:50 5.9

7-5 늘푸른A 탑동입구-가수동-남촌 오산역 1 22 30 6:40 21:45 3.5

7-6 GS자이 밀머리길-대림A-오산역 운암단지 3 66 20 5:30 22:40 5.4

7-7 우림A 한전사거리-대림A-롯데마트 오산역 1 32 30 5:20 22:30 3

8-3 오산역 벌말-도로공사-신리분교 신리 1 8 70 6:30 21:40 13.8

11 오산 남촌-덕절리-발안-팔탄 남양 1 6 120 5:30 23:10 33.7

11-1 발안 팔탄-율암리-무송-화성시청 남양 2 36 30 6:00 22:00 16

21 오산 남촌-부처내-용소리-양감 발안

3

8 60 5:30 19:20 28

22 오산 남촌-송산리-부처내 발안 8 60 6:00 21:50 25.8

23 오산 남촌-부처내-상두리-양감 발안 8 60 7:30 19:20 24.8

31 오산역 남촌-청학동-서랑동-지곳동 세마역 1 11 50 6:00 21:30 14.4

61 오산대역 대우A-미시장-오산역 갈곶동 1 10 60 10:00 22:00 5.9

70 갈곶동 오산역-은계주공-동탄 중리 1 22 30 5:40 22:00 12

71 화남A 오산역-보건소-영천리-성원A 중리 1 11 70 6:00 21:20 16.5

99 궐동 등기소-제일A-남촌 오산역 2 54 20 6:30 21:10 5.2

111 오산역 남촌-가수동-덕절리-부처내 발안

7

52 15 5:35 23:10 18.3

111-1 오산역 남촌-가수동-부처내-백토리 발안 10 100 8:30 19:15 20

111-2 오산역 남촌-부처내-요리-백토리 발안 5 420 7:00 14:55 20.2

703 신동아A 탑동입구-남촌-오산역 두곡동 1 19 45 6:20 21:48 12.3

704 운암6단지 오산역-롯데마트 운암6단지 1 50 20 6:05 22:50 2.5

707 화남A 운암단지-한빛마을 동탄이마트 4 43 20 5:35 22:35 14.5

710 GS자이 푸르지오A-성호중고-대림A 오산역 2 50 20 6:05 22:10 7.9

760 신동아A 가수동-남촌-오산역-운암단지 장지리 1 14 80 7:30 19:40 10.1

오산시의 대중교
통인 시내버스는
오산교통이 26
개 노선으로 가
장 많음

오산교통은 총
39대의 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
며 대중교통정보
제공 서비스의
대상으로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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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버스 현황 (오산교통 외)

1.1 교통부문 (5/5)

1. 내부 환경분석

별첨2. 내외부 환경

회사 개통번호 기 점 경 유 지 종 점 대수 횟수 운행간격 첫 차 막 차 거리(km)

성우운수

300-1 파장동
수일중-동수원-농수산물시장-터미
널-병점 -오산역

하북 1 5 60 7:00 21:00 30.3

301 안양교육청
안양시청-군포-장안문-수원역-병
점-오산역

하북 40 192 5 6:00 24:00:00 38.5

311 서부터미널
팔달문-수원역-인계동-병점-오산
역-은계주공

하북 2 6 60 6:30 23:00 33

삼경운수 300 범계역
군포-의왕-동수원-병점-미시장-터
미널

견산리 34 170 7 4:40 22:40 37.6

수원여객
20 보훈원

팔달문-매교동-오산터미널-경찰서-
운암5단지-시청

운암1단지 25 150 7 5:20 22:44 26.5

58 연무동
아주대-법원-원천-신갈-고매리-운
암1단지

시청 5 24 45 5:00 21:40 28.5

경남여객 24 오산
미시장-운동장-송리-방아리-완장
리-송전

용인 5 26 30 7:00 21:50 26.4

협진여객
2 용이동

평택대-평택시청-구터미널-갈곶동-
미시장-궐동

오산대 31 194 7 5:00 22:15

2-2 용이동
평택대-평택시청-송탄출장소-갈곶
동-미시장-궐동

오산대 19 106 12 5:10 22:05

경기고속 116-1 상대원 모란분당-구성신갈-상갈기흥-동탄 갈곶동 8 40 20 5:20 22:30 44.5

경남여객 24 오산
미시장-운동장-송리-방아리-완장
리-송전

용인 5 26 30 7:00 21:50 26.4

화성운수

333

그린피아
호텔

정남초교-용수리-고지리-망월리-가
수동-남촌

오산역
2

12 60
6:00 22:00

15.8

정남 용수리-고지리-망월리-가수동-남촌 오산역 12 60 12.7

220 덕절리 근형심포니-가수동-남촌 오산역 3 60 15 6:45 21:15 4.2

80 발안
향남지구-동오리-문학리-정남-용수
리-서랑동-지곳동-세마동-새마역

병점역 2 18 45 6:30 22:00 19.2

3-2 발안
향남지구-백토리-갈천리-증거리-정
남-용수리-고지리-가장동-남촌

오산역 1 8 130 6:55 20:50 29

오산교통을 제외한 다른 운수회사의 버스 노선은 15개의 노선이 운행중이나 운행 대수는 오산교통에 비해 4.7배 가량 많음

오산시의 대중교
통인 시내버스는
오산교통을 제외
한 15개 노선이
있음

오산교통을 제외
한 타 운수회사
는 노선은 적으
나 운행 대수는
오산교통에 비해
4.7배 가량 많음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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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오산역 일원의 구시가지와 운암택지지구의 신시가지로 구분
되며 구시가지의 경우 대부분 대지가 소규모로 개발되어 주거환경이 열
악한 상태인 반면 운암신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주거환
경이 매우 양호함

또한 오산시는 현재 신시가지 외에 중부생활권을 중심으로 세교, 세교II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점
차 심화될것으로 판단됨

오산시는 현재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구역 총 면적이 9,410km2 로
전체 면적의 22.0%를 차지하고 있음

1.2 환경부문 (1/5)

구시가지의 경우 소형 필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 도시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도로 및 주차장 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오산의 도심은 오산역 부근 구시가지와 오산시청이 있는 운암택지개발

지구 주변의 신시가지로 구분됨

구시가지의 경우 오산역을 중심으로 국도1호선과 경부선철도를 중심으

로 남북방향으로 형성

오산역 주변으로 중소규모의 상업기능들이 형성되어 있으나 필지가 소

규모로 분할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들이 매우 낙후되어 노후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또한, 도로의 혼잡과 주차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건

축물의 밀도가 높아서 기반시설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오산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부족, 

가구 및 획지의 기반구조 등 개발여건 미약으로 개발의 활성화가 미약

한 상태

운암택지개발지구 개발을 통한 시가지의 경우 오산시청 및 공원 등 공

공시설의 입지로 인해 오산시의 새로운 도심으로 부상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도심 현황 주거지 현황

구시가지의 경우 소형 필지의 다수 분포로 계획적 도시개발
의 어려움이 내재하고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해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절대적으로 부족함

인구증가에 따른 거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교통,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가 고려되야 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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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부문 (2/5)

오산시의 급수 보급률은 99.0%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중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급수가 60.9%로 영업용이나 목욕탕에 비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

2007년 현재 오산시내 전체
인구 148,580인중 상수도
급수인구는 147,122인으로
급수보급률은 99.0%임

1일 급수량은 52,100m2/일
로 1인1일 평균 급수량은
354.0L를 나타내고 있음

오산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
는 상수도 시설 용량은 51천
m2/일로 팔당댐 광역상수도
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음

급수사용량은 용도별로 가정
용 60.9%, 영업용 36.9%, 
목욕탕 2.0%를 나타내며, 
가정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별
급수지역내

인구(인)

급수인구

(인)

보급률

(%)

시설용량

(m2/일)

급수량

(m2/일)

1일1인당

급수량(L)

2002년 116,624 110,792 95.0 51,000 41,282 373.0 

2003년 119,571 114,190 95.5 51,000 43,575 382.0 

2004년 122,784 121,162 98.7 51,000 47,410 391.0 

2005년 131,377 129,800 98.8 51,000 48,575 374.0 

2006년 138,456 134,900 97.4 51,000 51,438 381.0 

2007년 148,580 147,122 99.0 51,000 52,100 354.0

< 급수 현황 >

연별 합계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용 공공용 기타

2002년 12,325 7,106 1,599 261 3,268 91 

2003년 13,265 7,646 2,362 269 2,988 -

2004년 14,299 7,901 5,887 357 - 154 

2005년 14,818 8,646 5,795 377 - -

2006년 15,795 9,290 6,027 383 - 95 

2007년 15,926 9,711 5,889 326 - -

< 급수사용량 현황 >

상수도 현황

상수도 보급율이
2007년 현재 99.0%
로 매우 높으므로 산
업단지에서의 오·폐
수의 유입과 수질 측
정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도출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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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부문 (3/5)

하수도 보급률은 89.1%이고 하수관거 시설은 구시가지의 경우 우수와 오수가 함께 사용되는 합류식이고 신시가지는 운암택지 개발지
구는 분리 배제되는 분류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7년 현재 오산시내 전체 인구
148,580인중 하수처리인구는
132,364인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9.0%임

오산시가지의 하수관거 시설현황은
구시가지의 경우 우수와 오수가 함께
사용되는 합류식 관거로 설치되어 있
으며, 신시가지인 운암택지개발지구
는 분리 배제되는 분류식으로 구성

배수처리 구역으로는 생활권별로 북
부배수(처리)구역, 중부배수(처리)구
역, 동부배수(처리)구역으로 구분

하수처리시설로는 현재 오산하수종말
처리장(57,000m2/일)이 있으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세마하수종말
처리장(8,300m2/일)dl 건설중에 있음

연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보급률

(%)
소계

하수종말

처리인구

폐수종말

처리인구

2002년 116,624 101,350 101,350 - -

2003년 119,571 102,754 102,754 - -

2004년 122,784 109,231 109,231 - -

2005년 131,377 116,860 116,860 - 89.0 

2006년 138,456 121,687 121,687 - 87.9 

2007년 148,580 132,364 132,364 - 89.1

< 하수종말 처리 인구 및 보급률 >

하수도 현황

세마하수 종말처리
장이 2009년에 완공
되면 하수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보임

하수도의 누수를 막
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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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부문 (4/5)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6.33t/일이며 수거실적은 100%로 매우 양호하고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인 76.1%가 재활용되어 매립이나
소각용보다 높이 나타남

2007년 현재 오산
시 총 쓰레기 배출
량은 940.21t/일로
서 1인당 쓰레기 배
출량은 6.33t/일/인
이며, 쓰레기 수거
실적은 100.0임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인
76.1%가 재활용되
며, 매립 9.4%, 소
각용은 10.7%로
나타남

연별

청소구역
배출량

(t/일)

수거율

(%)

수거처리 (t/일)

면적

(km2)

인구

(명)
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 기타

2002년 42.74 116,624 548.7 100.0 548.7 169.2 52.2 324.8 2 -

2003년 42.74 119,571 500.9 100.0 500.9 92.5 85.5 295.7 26.9 0.2 

2004년 42.74 112,784 573.1 100.0 573.1 92.2 93.5 354.6 32.9 -

2005년 42.75 131,377 717.58 100.0 717.58 83.15 93.94 507.02 33.3 0.18 

2006년 42.75 138,456 1,554.63 100.0 1,554.63 160.70 225.00 1163.62 2.1 3.19 

2007년 42.75 148,580 940.21 100.0 940.21 88.09 100.41 715.91 35.8 -

< 쓰레기 수거 현황 >

쓰레기 현황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자원재활용과(건설폐기물,장비). 외국인포함
주 : 2006년 자료는 잠정치임

쓰레기는 100.0% 
수거를 하고 있으며
이중 재활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쓰레기의 무단투기
로 인해 수거율이 낮
아지지 않도돌 단속
을 위한 서비스의 도
입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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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녹지·하천부문 (1/2)

오산의 산림녹지는 양호한 녹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빈도가 높으며 오산천과 많은 지천들이 북쪽
에서 남쪽으로 유하하여 친수성이 매우 강함

구분 경관 자원 경관 특성

산림녹지

독산(210m), 
양산봉(180m), 
반월봉(118m),여개산(158
m), 석산(135m), 
문산(79.9m), 
가감이산(92m), 
상재봉(70m)
독산성 산림욕장, 물향기
수목원

최고봉인 독산을 중심으로
북서측에 산악 및 구릉지가
발달하였고 남동쪽으로 평야가
위치하고 북고남저형의 지형지세
양호한 녹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 및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빈도가 높음

하천

오산천, 황구지천, 가서천, 
궐동천, 기장천, 부산천
서랑저수지, 서종저수지, 
외삼미, 저수지, 
원동저수지, 부산동저수지

기장천과 굴동천이 합류하는
오산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하하며 친수성이 매우 강함

서랑·서동저수지 등은 서랑천
가서천과 낮은 구릉지가 배경이
되어 전형적인 농촌풍경을 연출

녹지·하천의 현황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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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녹지·하천부문 (2/2)

오산시의 주요 산림축을 중심으로 한 녹지네트워크의 경관 계획과 오산천과 각종 지천들의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
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녹지·하천 경관 구상도

독산성, 가감이산, 
물향기수목원, 오산
천 등의 환경 보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
경 감시 및 수질 측
정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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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부문

오산시의 재해중에서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인명피해자수는 감소추세이며 재난사고는
2005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풍수해 현황

교통사고 현황

재난사고 현황

연별
피해액(천원)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2002년 56,796 - - 1,536 34,000 21,260 

2003년 - - - - - -

2004년 - - - - - -

2005년 - - - - - -

2006년 1,215,337 - - - 1,215,337 -

2007년 - - - - - -

연별 발생건수
인명피해(인)

계 사망자 부상자

2002년 4,778 3,881 87 3,794 

2003년 2,844 4,904 114 4,790 

2004년 2,457 4,192 100 4,092 

2005년 2,334 4,076 91 3,985 

2006년 2,007 3,453 82 3,371 

2007년 2,128 3,480 93 3,387

연별
화재 산불 붕괴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02년 84 3 - - - -

2003년 76 15 - - - -

2004년 94 6 - - 1 -

2005년 490 49 - - - -

2006년 101 10 - - 3 4 

2007년 130 3 - - - -

풍수해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액
이 매우 크므로 예방
이나 조기진압을 위
한 방안이 필요함

2007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50,024
대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므로
사고가능성도 커지
고 있어 교통안전시
설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도입이 필
요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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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지부문 (1/3)

의료시설이 증대 및 보건의료 욕구 증대가 예상며 의료시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
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함

SOURCE :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2009.3)

의료보건 시설 현황

연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2002년 111 1,376 1 130 1 295 61 355 1 596 

2003년 113 1,438 1 130 1 358 62 354 1 596 

2004년 122 1,632 1 130 1 210 64 343 1 596 

2005년 132 1,650 1 130 1 210 70 361 1 596 

2006년 130 1,261 1 130 1 210 66 325 1 596 

2007년 139 1,521 1 130 2 210 70 354 1 497

연별
계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보건소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2002년 111 1,376 - - 27 - 20 - 1 

2003년 113 1,438 - - 29 - 19 - 1 

2004년 122 1,632 1 353 30 - 24 - 1 

2005년 132 1,650 1 353 31 - 27 - 1 

2006년 130 1,261 - - 34 - 27 - 1 

2007년 139 1,521 1 330 38 - 27 - 1

의료시설은 2002년 111
개소에서 2007년 139개
소로 총 28개소가 늘었으
며, 병상수는 1,376상에
서 1,521상으로 145상이
늘어남

공공보건 의료현황은 오
산동에 보건소 1개소가
있음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 악
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대 및 보건 의료 욕구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
황에 의료시설의 질적 향
상이 요구됨

저속득층 대상에서 저렴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단위:개소,상)

인구 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을 위한 의

료서비스가 보완되

어야 하며 원격진료

등이 필요함

저소득층을 위한 저

렴한 의료 서비스의

발굴을 통해 시민복

지를 향상 시킬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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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지부문 (2/3)

복지시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함

연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2007년 5 393 1 124 1 192 

사회복지시설 현황

2007년 현재 오산시에는 노인

복지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

개소, 기타 복지시설 1개소로

시설 및 수용인원은 오산시 도

시규모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실

정임

경로당은 2007년 현재 86개소

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며 운영비와 연료비를 공급하

고 있으며, 시설의 확충도 중요

하지만 독거노인 및 결식노인

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0-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국공립 7개소, 민

간 42개소, 가정 72개소로써

민간과 가정에 비행 국공립 보

유시설이 매우 적음

연별 동수
경로당

노인교실
계 신고 미신고

2007년 89 86 76 10 3 

연별 합계 국공립

민간

가정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2007년 121 7 42 1 2 39 72

경로당 현황

(단위:개소,인)

(단위:개소,인)

(단위:개소,인)보육시설 현황

복지시설 들의 확충

으로 장애인, 어린이

들이 방문 이용 활성

화를 위해 다양한 미

디어를 통해 교통정

보,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별첨2. 내외부 환경

736



1.5 복지부문 (3/3)

교육인적자원부의 장래 교육과제 추진계획에 의한 학교시설 수요 추정으로 목표년도까지 단계별로 적정 규모의 학교시설을 계획하고
학교간 시설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교육시설 현황

연별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포함) 대학원 기타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2003년 4 3,109 2 16,668 6 419 1 82 

2004년 4 3,292 2 16,069 6 342 1 104 

2005년 4 3,551 2 15,850 7 347 1 123 

2006년 4 3,865 2 15,681 6 330 1 125 

2007년 5 4,493 2 15,153 6 332 1 106 

2008년 5 4,878 2 12,700 6 482 1 111

연별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2003년 50(2) 39,876 23 2,527 10(1) 12,338 4(1) 4,733

2004년 52(2) 40,349 24 2,582 11(1) 12,785 4(1) 5,175

2005년 55(2) 41,040 24 2,653 12(1) 12,891 5(1) 5,625

2006년 56(2) 42,161 25 2,672 13(1) 13,357 5(1) 6,131

2007년 61(2) 42,602 26 2,723 15(1) 13,456 6(1) 6,339

2008년 64(2) 41,431 27 2,908 17(1) 13,839 6(1) 6,513

(단위:개소,명)

대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을 제

외하고는 학교수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생수

는 고등학교 이하는 증가추세

이나 대학교는 감소, 대학원은

2008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음

유관기관과의 연계부족으로 인

력수급 전망, 직업 정보 등 교

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지역내 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

초등학생의 수에 비
해 중고등학생의 수
가 매우 적은것으로
보아 타 지역의 우수
중고등학교를 찾아
전출하는 것으로 판
단됨

오산시가 자립고와
특목고를 설립하고
학교 주변 환경에 첨
단 유비쿼터스 서비
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시사점

1. 내부 환경분석

SOURCE : 오산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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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신도시 U-City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별첨2. 내외부 환경

2.1  정책 환경분석

2.2  경제 환경분석

2.3  사회문화 환경분석

2.4  기술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2.  외부 환경분석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가 IT 추진방향(IT정책의 변화)

IT정책은 2004년 IT839정책을 시작으로 현재 New IT전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유비쿼터
스 기술은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어오고 있음

국민소득 2만불 목표 달성을 위한 IT 

정책비전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 성장

동력으로 구성

2007년 생산 370조원, 수출

1,100억불 목표

IT839의 Upgrade버전

IT의 상용화 내용 반영

사용자 중심의 IT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본격 육성

2010년까지 생산액 576조원, 

부가가치 266조원 창출목표

2004년 2006년 2008년

과거 정통부의 14대 핵심기술분야와

산업자원부의 7대 전략기술분야 통합

민간주도, 시장창출, IT산업과

비IT산업과의 융합

2012년까지 수출 2천억 달러 IT산업 국내

생산 386조원 달성목표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IT839정책

u-IT839정책

New IT 전략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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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정책 u-IT839정책

IT839에서 u-IT839로

SOURCE : u-IT839 전략으로 Dynamic u-KOREA 실현 ,2006. 3. 23

배경

배경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산업 정책비전으로
IT839전략을 수립, 추진

• 8대 서비스, 
• 3대 인프라, 
• 9대 신 성장동력의 선순환

발전

•유비쿼터스 IT시대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 IT선순환 발전을 견인할

신규서비스의 도입
•글로벌 위상강화와

유비쿼터스 IT허브구축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가 IT 추진방향(IT839와 u-IT839 정책)

2004년 정통부는 IT서비스와 인프라, 신 성장동력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 달성목표를 추진하였으며 유비쿼터스를 상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2006년 u-IT839정책으로 확장 발전시켰음

배경

전략

추진성과

• 국내외 IT 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Upgrade

• 기술중심에서 시장활성화로
정책기조 전환
• 소프트웨어 및 IT부품, 소재 정책

우선순위 강화
• 산업간 컨버전스 적극적인

대응으로 블루오선 창출
• 정보통신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 2010년까지 연평균 14%성장
• 생산액 576조원, 부가가치 26조원

창출
• 2천만 가구/가입자 규모의

광대역통합망(BcN) 세계 최초 구축

별첨2. 내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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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정책환경 - New IT전략

현정부의 “New IT비전과 전략”

SOURCE : 지식경제부, New IT비전과 전략, ’08. 7. 10

New IT R&D 사업 중장기 추진방향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가 IT 추진방향(New IT전략)

2008년 지식경제부는 과거 정부의 IT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시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비 IT산업과의 연계를 장려하는 New IT전략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음

3대 전략분야 전략계획

전 산업과

융합하는 IT

(Convergence IT)

산업기술융합 • 12년 국내생산 1조원 이상의
IT융합산업 10개 창출
•제조업의 성장률에 +2%향상에 기여
•전 산업의 생산성향상에 IT역할 확대

IT활용

소프트웨어/컴퓨팅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
(Problem
Solver IT)

LED산업 • IT제품 에너지 효율 ’12년까지
20%향상
• LED산업 세계3강, IT융합 의료기기산업

세계 5위
•안전하고 편리한 ‘u-Life 산업’

발전기반 조성

의료기기

그린IT

u-Life IT

고도화되는
IT산업

(Advancing IT)

반도체

• 12년 IT산업 수출 2천억 달러 달성 및
기술경쟁력 유지
• IT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 10억달러 이상 13개 20개)
•매출 500억이상 IT기업 1000개, 글로벌

SW기업 10개 육성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생활IT

네트워크

IT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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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정책환경 - u-Life 2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개념 단계별 실시계획

정의: 21세기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

비전: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4대 목표

지방정부혁신 복지사회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주민참여중심 서비스 발굴

수요자중심 정책 협력 강화

생활정보중심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중심 정책지원 강화

세대/계층/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5
대
추
진
전
략

목
적

부처간 지역정보화
중복투자 방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공동
이용 도모

전환단계 성숙단계 확산단계

2006 - 2007 2008 - 2009 2010-2011

지역정보화 개념
및 주요계획 수립

지역정보화 서비스
및 인프라시범구축

지역정보화 확산
및 활성화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주요 사업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

•공통서비스, 지역
정보통합센터 등
시범구축
•진흥지구 지정

구축 등
평가인증체계 마련

•공통서비스 확산
보급
•지역정보통합센

터 확산
•평가 및 인증체계

확대 적용

•정량적 효과 : 총 1조 4천억 원 생산 및 부가가치, 2만 명
고용유발
•정성적 효과 :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 서비스 접근성 극대화

등

단계

시기

추진
목표

주요
과제

기대
효과

SOURCE :행정자치부, u-Life21 기본계획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중앙부처별 전략(행정안전부 – u-Life21)

행정안전부는 21C 유비쿼터스 기술시대를 대비하고, e-전자정부에서 u-전자정부로 진화하는 추세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
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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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국제 협의체
신도시건설 + IT 융합수출

핵심기술 패키징 수출

[국외]해외수출

기대효과

도시조성단계(1차)
- u-도시 기반시설 지능화
건축물조성단계(2차) 
- 인텔리전트빌딩,u-Street, u-Park등
도시 준공 후(3차) : 

- u-서비스(u-교통,u-교육,u-복지 등)
- U-City유관협회간 연합단체 결성유도, 
- U-City도시대상

[국내]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중앙부처별 전략(국토해양부 – U-City실천계획)

국토해양부는 U-City를 도시계획, 개발, 관리 및 운영관련 산업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분야(CIT*)로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형 U-City건설을 추진함

“미래형 U-City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시행령제정
•u-도시 종합계획
•표준화 등 지침

•통합플랫폼
•u-서비스표준
•U-City Test-Bed

•u-여수 Expo, 과기벨트
•선순환 U-City운영모델
•재정지원, 정보유통법

•고급인력양성
•기능인력양성
•교육포탈, 공무원교육

정
부
4
대
추
진
전
략

• U-City산업을 2010년대에
국내 신 성장 동력산업
(50~80조원대)으로 육성하고, 
100만 명의 고용창출
(전자부품 연구원)
• 2010년 세계 U-City시장

(7,025억$ 전망)을 선점 (일본
총무성)

• 민간활동을 위한 기반제공
원칙하에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U-City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추진

추
진
배
경

제도기반마련제도기반마련

핵심기술개발핵심기술개발

산업육성지원산업육성지원

교육훈련교육훈련

(SOURCE : 국토해양부-U-City로 경기활성화 및 세계시장진출, 2008. 2. 12)
*CIT: Construction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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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국토해양부-u-Eco City 공청회 발표자료, 2007.6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중앙부처별 전략(국토해양부 – u-Eco City)

국토해양부는 U-City와는 별도로 첨단 IT와 친환경 생태도시를 결합한 u-Eco City를 개발하여, 도시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도시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임

u-Eco City 사업 비전 및 목표 u-Eco City 개발 단계별 목표

2007 ~ 2009 2010 ~ 2012 2012년
이후

U-City 공간계획, 설계기술 및 공간구조변화 연구
기반 인프라 혁신을 위한 장비 및 기술개발
u-Space 구축을 위한 현장적용기술 및 Test-Bed 적용

기술 개발
u-Eco Space 구축기술 세계화 및 Test Bed 적용기술 개발

Test Bed
현장적용 및

검증

목표:
u-Eco City 명품도시 건설

2단계

U-City 사회상미래공간, 중장기 전략, 지원 정책
U-City 기반 인프라 기술 개발
u-Space 구축 융합건설 및 서비스 기술 개발
u-Eco Space 구축 핵심요소기술 개발
Test-Bed 용 적용기술 선정 및 건설관리 프로세스 구축

요소기술개발 및
실용화 단계

1단계

현재
5대 목표

지능형 도시

미래도시 전략 및 U-City 지원정책

U-City 인프라 구현 기술

u-Space 구축 기술

u-Based Eco Space 구축기술

u-Eco City Test Bed 구축

핵
심
과
제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친환경 도시

기
대
효
과

도시기능 최적화로 10% 비용절감

국민생활편의성 및 쾌적성 20% 증진

산업활성화로 매출 50% 증가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 10% 증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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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중앙부처별 전략(국토해양부 – u-Eco City 세부계획)

5대 핵심과제 사업단은 미래도시 전략과 U-City 지원정책, U-City 인프라 구현 기술, 유스페이스 구축기술, U기반 Eco스페이스 구축기
술개발 등 핵심과제를 수행하고, u-Eco City테스트베드 구축 과제를 통해 보완체계를 수립 함

u-Eco City 방향설정u-Eco City 방향설정 Test Bed 적용기수 개발Test Bed 적용기수 개발 Test Bed 구축Test Bed 구축

4
핵
심: u-E

co C
ity Test B

ed
 

구
축
사
업

총
괄
과
제: 

미
래
도
시
전
략
및U

-C
ity 

지
원
정
책

미래버전과
중장기 전략

법 제도 및
지원 정책

도시 마케팅 전략

1핵심 : U-City 인프라 구현기술

2핵심 : u-Space 구축 기술

3핵심 : u-Based Eco Space 구축기술

구축방안 수립

건설관리 체계 구축

구축평가/유지관리

종합지원체계
연구

통합운영센터 관련 기술 개발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u-기술기반 Eco City 계획,설계,평가기술

u-물순환시스템 구축기술

에너지 절약형, 자원순환형 Eco City 건설

Eco City 건설 핵심기술의 융복합, 실용화

및 미래전략기술 개발

u-Space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기술

도시 기반시설 지능화 및 운영기술

도시생활공간 지능화 및 운영기술

SOURCE : 국토해양부-u-Eco City 공청회 발표자료,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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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예산

전담조직

서비스표준

기술표준

극복방안도출애로사항애로사항

법제도 미비
관련 법 재정 미비, 인증제도 미비

예산부족
대규모투자 예산 필요, 지자체 예산 부족

조직 체계 미비
전달 추진조직 및 운영 조직 부재

서비스 표준화 부재
서비스 표준이 없어 서비스간 연동어려움

기술 표준화 부재
기술표준 부재로 데이터시스템 연동
어려움

관련 법, 제도 변화
U-City기본법 제정, 관련법 정비, 인증제
도입

예산확보
도시기반시설투자로 인식하여 토지개발비
에서 확보

U-City 전담조직 신설
중앙정부에 U-City 추진단 신설
도시별 도시통합운영센터 조직신설

서비스 표준 모델 확립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분
기본 서비스는 국가에서 표준 모델 확립

기술 표준 확립
데이터 표준, 단말기 표준, 요소 기술 표준, 
도시통합 운영센터 플랫폼 표준 확립

SOURCE : U-City 구축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환경 연구[NIA], 2006. 10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2008.3.28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2008.3.28
국토해양부

지원 및 표준화 범주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내 U-City발전(U-City법 등장배경)

각 지자체 별로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U-City는 표준의 부재, 예산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재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국토해양
부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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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성요소, 서비스, 기술
표준제시

종합계획 수립으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U-City 위원회, 협의회 설치

도시개발, IT가 융합된 사업절차
마련

관리/운영준치, 국가/지자체 보조
및 융자

기반시설 및 개인정보보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요

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내 U-City발전(U-City 건설법)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의 신속한 추진, 부처 간의 협조와 기술표준을 위하여 정부는 2008년 3월 28일에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기대효과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총칙제1장제1장

종합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종합계획의
확정
종합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수립/승인/변경
/공청회

u-도시종합계획의 수립제2장제2장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실시계획, 중공검사
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공공시설의 귀속
시설의 관리 및 운영

u-도시건설사업의 시행제3장제3장

융합기술의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 기반시
설의 보호

u-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제4장제4장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 및 도시사업협의회
보조 및 융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
범도시 지정

u-도시위원회제5장제5장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개정

부칙제6장제6장

SOURCE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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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내 U-City발전(U-City법 요약(1/2))

구분 조항 내용 요약

U-City 개념 및 목적

제1조(목적) 도시경쟁력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균형발전

제2조(정의)
유비쿼터스 기본개념, 관련기술, 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정의
- 구성요소 : 기반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법률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혁신도시,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항을 시행하는 경우로 적용

U-City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공청회의 개최)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제7조(종합계획 변경)
제8조(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수립)
제9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10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시행자)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계획)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
제16조(준공검사)

계
획
수
립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종합계획 확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 승인

사
업
시
행

도시건설사업계획

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인허가포함)

준공검사

작성/수립:국토해양부장관

각계전문가 의견 청취

주관 : 위원회

작성/수립: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각계전문가 의견 청취

기관장과 협의 후, 승인 : 국토해양부 장관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승인권자

실시계획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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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계획 검토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3. 내부 환경분석

U-City의 비전과 기본방향, 국가차원의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실천과제 등을 담은 범정부적 계획으로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
방향을 제시

제1차 유비쿼터스도
시종합계획은 유비
쿼터스도시계획 수
립 시 준수하여야 할
상위 계획임

도시건설과 정보통
신 기술이 융합된 21
세기 첨단도시모델
을 제시

오산시의 유비쿼터
스도시계획에 따라
단계적 U-City 구축
이 될 수 있도록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비 전

추진전략

실천과제

제도기반 마련 핵심기술 개발

U-City 산업 육성 지원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Source: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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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삶의질과도시경쟁력을제고하는첨단정보도시구현

목 표 도시관리의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육성 도시서비스의선진화

1. 원활한 U-City 건설/관리를위
한각종지침완비

2. 개인정보보호및재해/재난침
해방지추진

3. U-City기술기준및표준정립

4. U-City정보의유통및연계방안
마련

1. 정보수집기술개발

2. 정보가공기술개발

3. 정보활용기술개발

4. 기타기술개발

1. 국내성공적인 U-City 모델창
출

2. U-City 해외수출기반마련

3. U-City 전문인력양성

1. 지능형행정체계확립

2. 맞춤형교통서비스제공

3. 의료서비스선진화도모

4. 교육/문화/환경서비스제공

5. 글로벌물류체계구현

6. 기타다양한서비스제공



3.3 상위 계획 검토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3. 내부 환경분석

II.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Source: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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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발전단계를 2013년까지를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규정하며, 1단계는 태동단계(~2010) 및 성장단계(~2013년)
으로 구분됨

태동단계에서는 공공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관리/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부분의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과 서비스 제공
성장단계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확대,고도화를 이루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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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내 U-City발전(U-City법 요약(2/2))

구분 조항 내용 요약

공공시설 귀속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
설의 관리 운영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 보고, 이를 특별한 구정이 없을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의 관리/운영 등)

-관리청 : 다른 법률이 없을 경우 시장/군수로 정함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위탁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U-City기술 표준화 및
정보보호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건설, 정보통신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고시

제21조(개인정보보호)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의 보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음.

기관별 상호협력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제24조(유비쿼터스사업협의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20명)와, 시/군 관련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협의회(25명) 구성

원활한 재정 지원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제25(보조 또는 융자)
시행 주체 별로 필요한 재정을 국가예산에서 보조 받거나 융자 가능
지방자치단체 : 국가는 일부의 비용을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 아닌 자 : 국가는 일부의 비용을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가능

유비쿼터스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제26조(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도시기술관련 연구, 개발, 이전, 보급사업 및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국제협력 및 교류 등에 사업 추진이 가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

제27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추진이 가능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시범도시
지정

제28조(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국토해양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지정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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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1  정책환경 분석 > 국내 U-City발전(기타 유비쿼터스 관련 국가정책)

추진기관 정책 추진내용

정보통신부

IT839전략 IT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8대 신규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보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 달성

BcN기본계획 2010년까지 2천만 유무선 가입자에게 50-100Mpbs급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USN기본계획 2005년 종합시험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010년에는 실생활에 본격 활용하여 u-Life를 보편화

IPv6기본계획 2005년 IPv6시범사업 확대 및 공공/상용망에의 선도도입을 추진하고, ’10년 이후에는 AII-IPv6기반의 서비스 제공

9대 IT 신성장동력 2007년까지 이동 통신, 포스트PPC, 지능계로봇,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텔레마케팅 부문에 2조 5천억원 투자

u-우체국 RFID를 통한 우편물 분류 및 배송 등

u-Korea 기본계획 선진 한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범 국가적 비전과 공공,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혁신전략을 제시하는 ‘u-Korea 기본계획
수립 (’06. 3)

행정자치부
u-지역정보화기본계획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에 부응한 새로운 정보서비스 요구에의 대응을 위해 기술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마련 및 u-Life 

21기본계획(’07~2011)수립

과학기술부 유비쿼터스 컴퓨터 프론티어사업 2003년 9월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연간 200억 규모로 u-IT서비스 운영 및 테스트베드,u-IT서비스를 위한인터페이스

농림부 농축산식품안전관리 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농식품에 대한 이력 제공

산업자원부

지능형 종합 물류 시스템 기술 개발 RFID기반 전자물류시스템, 신속 물류망 형성 기술, 모바일기반의 공급망관리(SCM)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터 및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

U-IT모델 개발 및 시스템 통합, u-IT상황인지 멀티모델 인터랙션 실시간 처리기술, u-IT컴퓨팅 엔진/플랫폼, u-IT 
인프라네트워 킹 접속기술 개발

RFID 활용확산, 산업화 RFID시험 적용 사업, RFID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 지능형 홈네트워크, 지능형 홈을 위한 네트워크 및 핵심요소 개발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사업 도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일본과의 유비쿼터스 연구개발 협력 IPv6, 광네트워크 기술, 유비쿼터스코마스 실현을 향한 시큐리티, 인증 기술 분야 등의 연구개발 체제 구축

재정경제부 LBS시장 활성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유통물류체계의 혁신

문화관광부 디지털공공도서관사업 RFID부착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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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5년의 5년간 GRDP 평균은 경기도평균을 상회하고, 
경기남부권 21개 시 중 7번째로 높음

2.2  경제환경 분석 > 지역 경제 발전 현황 (오산시 발전 추이)

2. 외부 환경분석

오산시의 GRDP1) 증가율은 타 도시 비교 급격한 성장세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향후 오산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1) 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오산시 인근 타도시 비교 시 급속한 경제성장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

오산시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김포시

1 2 3 4 7

(%)

경기도 평균
7.3%

경기도 내 GRDP 증가율(2000년 불변) GRDP 증가율 평균(2001~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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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전국평균보다는 낮으나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총 31개 시군 중 9번째임

2.2  경제환경 분석 > 지역 경제 발전 현황 (오산시 재정규모)

2. 외부 환경분석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료로서의 재정자립도와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활
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를 통하여 U-City 구축과 운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지 파악함

오산시는 전국평균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번째로 높음

경기도 내 시군 재정자립도 경기도 내 시군 재정자주도

SOURCE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08년 자치단체재정자립도현황

① 성남시

② 용인시

③ 안양시

④ 화성시

⑤ 수원시

⑫ 오산시

경기도평균
48.4%

전국평균
53.9%

① 과천시

② 용인시

③ 성남시

④ 군포시

⑤ 안양시

⑨ 오산시

경기도평균
74.1%

전국평균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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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환경 분석 > IT기술과 경제발전 (국내 u-IT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외부 환경분석

u-IT 기술 진전으로 인한 국내 u-IT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액을 통해 u-IT의 진전의 경우, 개혁 진전의 경우, 현상 유지의 경우로 구
분한 분석을 통해 변화될 U-City 구축 환경에 대하여 이해함

구분 세부항목 2007 2015

총부가가치

(GDP)

현상유지 653,184 928,899

개혁구도 675,950 1,006,312

생산액

비u-IT
현상유지 1,438,689 1,978,903

개혁구도 1,486,180 2,153,866

u-IT실현
현상유지 1,497,275 2,197,148

개혁구도 1,549,204 2,398,349

생산액

비교

개혁순효과(비u-IT시) 47,491 174,963

u-IT순효과(현상유지시) 58,585 218,245

개혁순효과(u-IT실현시) 51,929 201,201

u-IT순효과(개혁구도시) 63,024 244,483

종합효과 110,515 419,446

총부가가치

대비 생산액

비율

총부가가치 대비

개혁순효과(u-IT 비진전시)
2.09 2.26

총부가가치 대비

개혁순효과(u-IT 진전시)
2.28 2.60

총부가가치 대비 종합효과 4.85 5.42

국내 u-IT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시 사 점

u-IT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미루어 보아 기존의 도시에
유비쿼터스 개념이 도입될 경우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
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임

(단위:십억)

2007 2015

개혁효과개혁효과

u-IT효과u-IT효과

u-IT/개혁효과u-IT/개혁효과

생산차이액
(단위:조)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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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IT기술과 경제발전 (u-IT기술 진전 파급효과 분석)

2. 외부 환경분석

U-City 구축에 기반이 되는 IT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IT산업의 성장세가 향후 U-City 구축에 미칠 영향에 대
해 고려함

시 사 점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IT 산업의 발
전상황 및 성장 잠재력은 오산시의
U-City 구축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IT 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
과 IT산업의 수출입 규모가 전반적으
로 확대되고 있음

U-City 구축에 경제적·기술적 기반
이 되는 IT산업의 성장 추세가 지속
된다면 향후 U-City 계획 추진을 위
한 기반 조성에 좋은 효과 발생이 예
상됨

IT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IT산업 GDP 비중 국제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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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의 수출입 동향

SOURCE: OECD, World Bank Database 2005 / 정보통신 통계지표집, IITA, 2009

IT산업의 성장 추이( 2006~2008년)

20062006년년 20072007년년 20082008년년

생산액생산액((조원조원)) GDPGDP비중비중(%)(%)

(조원) (%)

1/41/4 2/42/4 3/43/4 4/44/4 1/41/4 2/42/4 3/43/4 4/44/4 1/41/4 2/42/4 3/43/4 ((분기분기))

반도체 수출 부진에도 수출에서 IT 제품
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은
휴대폰, 패널 등 핵심 제품의 질이 세계
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임

2000년대에 들어 무역수지 흑자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증가하여
한국의 제품 수출에서 IT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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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IT기술과 경제발전 (정보화격차 현황)

2. 외부 환경분석

우리나라 정보화 격차의 현황에 대해 소득, 연령, 지역 등의 항목으로 알아보고, 정보화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 유형을 분석하여 U-City 
구축 시 정보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당위성을 이해함

장노년층
(50세이상)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주1) 정보격차 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

우리나라의 정보화 격차지수1) 현황( 2007년)  

정보격차는 학력이나 소득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
므로 이에 대해 다각적인 검
토가 요구됨. 

U-City는 고도의 정보 기술
의 집합체이므로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오산에 U-City 구축 시 단계
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공
간적 정보 격차와 이를 통해
야기되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계 및 확산방안, 제도적 대
책이 필요함

시 사 점

정보화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 유형의 변화추이

접근 가능자와
불가능자 간

격차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격차
사용자간 격차

수용단계

유형

용어

설명

정보기술확산의
S-곡선

초기 도입기

접근여부에 따른 격차

초기정보격차
정보 접근 격차

도약기

사용여부에 따른 격차

1차 정보격차
양적 정보활용 격차

포화기

사용의 질에 따른 격차

2차 정보격차
질적 정보활용 격차

사용자수

시간

종류 측정 개념

종합지수 접근/역량/활용 부분을 종합한 정보화 수준 측정

접근지수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

측정

역량지수 컴퓨터/인터넷 사용능력 수준 측정

활용

지수

양적 컴퓨터/인터넷의 양적 사용 수준 측정

질적 컴퓨터/인터넷의 질적 사용 수준 측정

(SOURCE: 2007년 정보격차 현황분석 및 시사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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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IT기술과 경제발전 (IT 산업 전망분석)

2. 외부 환경분석

앞으로 변화될 경제·산업 환경에 대한 예측을 위해 각 유관기관들이 내놓은 2009년 IT 산업 전망 자료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 변
화가 U-City 구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인지를 파악함

IT 산업의 2009 전망 자료

시 사 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IT산업의 침체가
전망되나 정부 사업이 IT투자와 성장 촉매 역할을
통하여 IT 가치 최적화 및 인프라 개발의 촉진 전망
은 U-City구축에 매우 고무적임

또한 PC및 주변기기 시장은 줄어들고 설비 및 통신
과 같은 주요 서비스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공
공부문 지출은 증가하여 악화되는 경제를 상쇄하고, 
비용 절감 차원의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그린IT기술에 투자 증가는 U-City 구축에 보
다 높은 타당성을 부여할 것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4.4%에서
1.9%로 하향 조정
국내시장 서버 -4.7%, 스토리지 -2.7%로 역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PC시장은 -1.4% 정도로 전망,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6.8%, 
서비스 3.9% 으로 낮지만 꾸준한 성장 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한국IDC

IT분야 시장/기술 48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IPTV, IT-
서비스 산업융합, 스마트폰/컨버전스 단말기가 IT시장을
주도
영향을 미칠 IT산업환경으로 공공/민간부문 IT투자(40%), 
중소 IT기업 지원(30%)로 공공/민간부문에서의 IT투자
창출 및 시장견인과 중소기업지원의 필요

한국정보
산업연합회

IDC , 2009년 전 세계 IT 산업 10대 전망
① 전 세계 IT 성장세는 절반으로 축소
② 신흥 시장과 소규모 기업의 IT 투자 비율 감소
③ IT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 증대
④ 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자의 온라인 사용 증가
⑤ 2009년 통신 산업은 통합됨에 따라 확장될 것
⑥ 모바일 기기 침체 전망
⑦ 기업 및 개인간 장벽의 와해 가속화
⑧ 정보 접근 및 분석에 대한 혁신 가속화
⑨ 그린 기술로 인한 비용 절감
⑩ 정부 사업이 IT 투자와 성장 촉매 역할

SOURCE:한국IDC,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9년 국내 산업별 IT 지출 증감 (2008년대비)

별첨2. 내외부 환경

760



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밀턴케인즈)

2. 외부 환경분석

주택용지
산업용지

교육시설용지
지역거점

공공용지

녹지

호수

유보지
미계획지

철도
차도

지방도
고속도로
지역경계

일반 개요

• 개발: 밀턴 케인즈 개발 공사

• 관리: 잉글리쉬 파트너쉽 (정부산하기관)

• 1970년 개발시작 ~ 2000년 완공

• 지구면적: 2,700만평

(오산시: 1,295만평, 세교1,2지구:183만평)

• 계획인구: 25만 명, 인구밀도:28인/ha 

위치 및 특색

• 영국 런던 도심 북서측 70km   

(런던과 버밍엄에서 1시간 거리 )

• 런던과 수도권인 버밍엄 주

남부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함

• 자족 신도시 (젊은 벤처기업 유치 및 핵심
앵커테넌트기업 유치 성공)

• 32세 이하 인구가 50%를 차지

• 재정자립도 1위 신도시로 발전함

도시성격

밀턴케인즈는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로서 버밍엄과 런던에 사이에 위치한 지역적 유사성과 벤처기업 및 앵커테넌트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면에서 오산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줌

도시 설명 도시 계획도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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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기반 시설
기존 도시개발과는 다르게 녹지를 먼저 조성한 뒤 건물 배치

산업지역
- 주거, 직장, 레저, 교육시설을 고루 갖춘 자족기능의 신도시를 목
표로 전체면적 중 12%를 산업지역으로 설정
- 체계적 직업교육 시설과 유통체계를 갖춤으로써 부가가치 산업유
치
-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유치, 산업구조편성. 현재 고용 지구내 인구
3000개 이상의 국내 우량 업체 입주
- 산업지역을 신도시전역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녹지를 이용, 주
거지역과 분리

교육시설
- 5~8세까지 다니는 초등학교의 경우 주택으로부터 500m, 중등학
교는 1Km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여가시설
- 레저 및 스포츠 시설, 극장 등 다양한 교육보조시설을 학생과 주
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이어지는 운하와 인공호수를 이용한 수상스
포츠 활성화

환경시설
- 빗물로 만들어지는 인공호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기존의 하천 및
운하와 연결, 호수물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시설 설치

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밀턴케인즈 특징 및 기능)

2. 외부 환경분석

밀턴 케인즈는 용도별 이용구역을 확보하여 첨단 산업을 유치, 녹지를 먼저 조성한 뒤 건물을 배치하는 등, 인구흡입력 강화로 자족기
능을 확보함

토지이용현황

용도 면적(천평) 구성비(%)

주거용지 1,116 41.5

산업용지 321 12.0

중심지구 48 2.0

도로 378 14.0

공공

용지

공원-녹지 596 22.0

공급처리-기타 144 5.5

존치지구 83 3.0

소계 1,201 44.5

계 2,686 100.0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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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밀턴케인즈 특징 및 기능)

2. 외부 환경분석

밀턴 케인즈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최대한 없애고 도로를 격자 형으로 정비하였으며 교외에서 들어오는 곳에 라운드 어바웃을 설치
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율을 현저히 감소시킴

불규칙 격자 형 도로망

도시쾌적성과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도로와 보도의 완전분리 설계

도시쾌적성과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도로와 보도의 완전분리 설계

바둑판형태의 불규칙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횡단보도와 신
호등을 가급적 배제하여, 목적지로 향하는 선택폭을 크게 증가
시키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곳을 최단경로로 갈수 있게 함

중앙집중식이 아닌 산업시설 및 주택상업시설 등의 분산, 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막힘 없는 교통여건을 조성

10개의 가로길과 11개의 세로길을 교차시켜 개발 단위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냄

인도와 차도를 분리 설계하여 주민과 자동차가 마주치지 않도
록 하였음. 인도가 차도와 부득이하게 접할 때는 빨간 벽돌이
깔린 인도의 끝부분에 노란색 기둥을 세워 주위를 환기

실제로 이 도로망은 밀턴 케인즈가 추진한 산업 및 상업시설의
분산, 주택의 확산, 교통난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
가됨

라운드 어바웃

교차로 한가운데를 둥근 녹지로 만들어 오른편 도로에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갖고 돌아나가도록 한 교통시스템

밀턴케인즈 도로는 120개의 대형 라운드 어바웃과 310개의 소
형 라운드 어바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들 라운드 어바웃의 고유번호도 매겨져 있음

라운드 어바웃 중간의 원형녹지대는 이곳 도로조경의 핵심부분이
기도 하며 이를 기업의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시 재정의 수단으로
사용함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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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밀턴케인즈 특징 및 기능)

2. 외부 환경분석

밀턴 케인즈는 다양한 오락/관광 시설, 녹지지대 조성을 통해 자족기능 및 생태환경을 강화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업 스폰싱을 통해 지
속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수입을 시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공원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매년 1백10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으며, 이 결과 신도시 전체에 1천4백만 그루의 나무가 녹지를 조성

기업스폰서 실내스키장
(Real Snow Slopes at Xscape)

2만원이면 하루 온종일 즐길 수
있는 수상 스포츠 시설

1 2

3

4

5

1 2 3 4 5

그 외에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의 주택
이 하나의 블록에 골고루 건설하여 빈
민층 주거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여 공
동체를 형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지구에는 특수유리와 태양열 지붕
을 장착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음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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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밀턴케인즈 성공요인)

2. 외부 환경분석

밀턴 케인즈는 교통, 환경, 자족성 등 균형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시도하여 영국에서 발전속도 1위, 가장 젊은 도
시, 외부 인구 유입율 1위, 실업율이 낮은 도시로 발전하였음

기존 신도시 밀턴 케인즈

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부터

시작됨

1946년 신도시법을 제정 후 영국

정부의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 후

세계적인 성공 사례

당시 신도시들은 런던까지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런던으로 출/퇴근하고 여가생활

역시 런던에서 즐김

결과적으로 자생력 있는 도시, 

주거와 생활기반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의 발전은 모두

현실화되지 못함

밀턴케인즈 개발공사는 그간의 실패를

토대로 균형과 다양성이라는 모토아래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시도함

도시외곽에서 들어오는 상습정체구간을

라운드 어바웃을 설치하여 이동속도를

높임

도시 중심에는 쇼핑센터와 사무실을 배치

산업지구를 주거지역 곳곳에 배치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함

결과적으로 런던이라는 대도시 의존도가

낮은 자족형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게

됨

교통: 상습정체구간인 도심입구 에 라
운드 어바웃을 설치하여 이동속도를
높이고, 불규칙 격자형 도로망을 통해
막힘 없는 도로망을 조성

환경: 매년 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
어 침수를 대비하고 숲이나 녹지를 조
성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높임

자족성: 굴뚝 없는 공장, 즉 IT를 중심
으로 한 벤처기업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수기업들을 유치하여 타 지역
으로의 이탈을 방지함

엔터테인먼트: 젊은이들이 일하고 놀
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젊은 도시로서의 활력을 불어넣
었음

주요 성공 요인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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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밀턴케인즈 시사점)

2. 외부 환경분석

밀턴 케인즈는 전체면적 중 12%를 산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기
반 시설의 성공적 유치로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획득함

사회인프라 강화로
거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우수
인력의 유치/유지

지역 세수의
증대

증가하는
사회인프라 수요
충족이 가능한
재정자립도 강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능력의 증가

세금 부담의
감소

성장하는 클러스터 육성과 우량/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브리티쉬 텔레콤(BT), 제록스, 
코카콜라, 벤츠 등 4,000여개
이상의 유수기업들을 유치함

인구구성비 측면에서 32세 이하가
50%를 넘는 반면 60세 이상은
13%에 불과한 생산적인 인구
구성으로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풍부함

▫주거 시설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의 주택이 하나의 블록에 골고루
건설하여 빈민층 주거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여
공동체를 형성

▫환경 시설

-산업지역을 신도시전역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녹지를
이용, 주거지역과 분리

-인공호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기존의 하천 및 운하와 연결, 
호수물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시설 설치

-공원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매년 1백10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고 있으며 이 결과 신도시 전체에
1천4백만 그루의 나무가 숲이나 녹지를 조성

▫교통 시설

-바둑판형태의 불규칙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 설계하여 최대한 주민과 자동차가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한 도로망은 밀턴 케인즈가 추진한 산업 및
상업시설의 분산, 주택의 확산, 교통난 완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문화 시설

-레저 및 스포츠 시설, 극장 등 다양한 교육보조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이어지는 운하와 인공호수를
이용한 수상스포츠 활성화

글로벌 기업유치

인구구성 비율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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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싱가포르)

2. 외부 환경분석

싱가포르는 좁은 지역적 한계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한계를 국가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발전
시켰다는 점에서 오산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

SOURCE: Korea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SME21’

혁신적인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지식기반 중소 기업
환경조성

비전
역동적인 중소기업은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지원

정부수준 전략
a)기업가정신함양
b)재정적지원
c)시장접근 촉진
d)지역특색 강화
e)e-commerce촉진
f)중소기업허브로 육성

기업수준 전략
a)기업가와 종업원 발굴
b)기업의 역량 증진
c)IT와 지식을 통한 기업성장
d)경쟁우위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수립

산업수준전략
a)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촉진하는

환경마련
b)서비스 분야의 품질향상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국적기업과의 상생(win-
win)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 하에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

• 2010년까지 매출이 1만 달러 넘는 기업을 2,000개에서
6,000개, 생산성을 28,000달러에서 56,000달러, e-
Commerce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수를 8,000개사에서
32,000개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업종별 분포

싱가포르의 중소기업은 GDP의
25%, 전체고용의 50%를 담당

국가경제의 30%를 기여함

• 지역적 특성과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오산시와
유사한 산업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음

• 협소한 시장과 자금, 
전문지식의 부족 문제를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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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싱가포르 One North)

2. 외부 환경분석

One-North는 오산시와 유사한 지역으로 IT와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적인 의료개발연구단지이자 관광의료단
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는 오산시 목표에 일치함

Global Entrepolis로 아시아 무역 중심지를
지향함 (약60만평 규모)

업무, 주거 , 오락 및 교육을 지원하는 세계
수준의 기업단지를 지향하여, 의료,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산업허브를
목표로 함

Biopolis에는 앞으로 5년 동안 18억 달러를
투자해 암과 면역, 세포공학 등 세계적인 15개
의학회사들의 연구원들을 유치할 예정

향후 건설예정인 Fusionpolis는 정보통신과
미디어 관련기업, 연구소, 주거시설, 지원시설, 
문화.상업시설로 구분되어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임

one-north의 관문이자 비즈니스 허브인 Vista 
Xchange에는 비즈니스 호텔, 엔터테인먼트
센트, 회의.전시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발점으로 biopolis와
fusionpolis를 연결함

2

3

1

1)Life Xchange(최첨단 의학 도시)

2)Vista Xchange(미술관, 관광지, 즉 문화 도시)

3)Central Xchange(미디어 허브 역할, 중심지)

구
현
형
태

18.5헥타르 넓이의 7개 건물로 구성

앞으로 5년 동안 18억 달러를 투자해 암과 면역, 세포 공학
등 세계적인 15개 의학회사들의 연구원들을 유치할 계획

규
모
/ 

현
황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도시 특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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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싱가포르 One North)

2. 외부 환경분석

One North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의료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이로 인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성공하여 효율적인 인프라와 정
부의 지원서비스, 시장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R&D 특구를 형성했기에 가능했음

90년대

7.7%

-2.4%

2001년

평균경제성장률

“One North 
Project”

세계적인IT불황으로
아시아허브국가의 위상의
위협을 받자

①생명의학분야, 

②정보통신분야, 

③미디어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국가 전략을
취함.

• One North는 국제공항과 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 사이언스파크
등과 인접해 있으며 연구동과 비즈니스시설, 공연장, 주택 등이
결집되어 6만여 명(가족을 포함하면 13만 명)의 지식노동자와
거주자, 학생, 예술가, 기업, 벤처캐피털, 창조적인 기업가가
어우러지는 R&D특구 임

•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 및 유수 의학연구소, 병원 등이 입주해 있으며
의료관광산업으로 연계되어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음 (2012년
100만 명 의료관광객 예상)

One-North의 시스템은 현재 국내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높음

IT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띄던 싱가포르 경제가 붕괴되
자 재생을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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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환경 분석 > 경제성장 사례 (싱가포르 One North 시사점)

2. 외부 환경분석

싱가포르는 One North에 생명의학분야, 정보통신분야, 미디어 분야에 성공적인 R&D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
는 철저한 경제정책과 실행력에 기인하였음

One North는 싱가포르 서남쪽 부오나 비스타 151 일대 60만평에 15~20년간 총 10조 5천억 원을
들여 생명의학(BT), 정보통신(IT), 미디어(M&E)분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였음. 클러스터의 시너지 창출

이곳에는 정부위원회, 기업간 협의회가 있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진행되며 상호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R&D특구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

싱가포르는 SME21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기업과 정부간에 밀접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음

기업자금지원, 인큐베이팅 시스템, 우수기업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중심방향으로 협조하고 있음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맞춤형/실질적 지원

One North내에는 세계 유명 제약회사, 연구소, 병원들이 클러스터로 연결되어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음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스파(spa)나 마사지 등 휴양산업이 의료부문과 법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항공티켓서비스와 비자연장, 숙박, 
통역, 환전 등을 비롯한 비서제도까지 두고 있음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내에 의료마케팅 부서를 두고 있고,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병원직원들에게 관광가이드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관광 산업과의 연계

SOURCE: 관련문서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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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도시의 발전 방향(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개발은 도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주환경의 개선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임

사회적
지속성
확보

사회적
지속성
확보 역사문화적

지속성 확보

사회 개발 및
혼합추구

경제적
지속성
확보

경제적
지속성
확보

도시 경제의 발전

미래 개발공간 설정

생태적 환경조성

교통 및 통신
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이용

환경적
지속성
확보

환경적
지속성
확보

도시가 양적 팽창·성장만 추구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
환경보호, 삶의 질, 정주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기존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개성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바꿈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 삶의 질’을 개선

주요내용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방향

추진배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목적

커뮤니티 및 주민의 참여 활성화
오픈 스페이스,도시기반시설 확충
연령·소득별 혼합으로 갈등 해소

역사/문화적 유산 보전
도시 경관계획 수립 및 문화적 경관 창출

고용창출 및 도시 경제 활성화

개발 시 유보지 확보

지속 가능한 적정밀도 및 자연순응형 개발
개발접근성 제고를 통해 보행성 향상

대중교통 체계, 보행친환경적인 공간 구조
환경친화적 주차계획 구현
지속 가능한 통신체계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 조성(자연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재활용 등 효율적 이용)

공원·녹지 확충 및 자연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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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도시의 발전 방향(도시성장관리)

도시 성장 관리는 무계획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연동,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보호를 통한 삶의 질 확보와 경제개발 및
생태계 보호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임

주 1) ’도시성장관리’용어는, Urban Land Institute의 <성장관리와 규
제>에서 처음 사용

도시계획 일관성 유지
(consistency)

기반시설 연동성 확보
(concurrency)

집약화위한 공간패턴 조성
(shaping urban pattern)

중·저소득층 주택공급
(affordable housing)

지역경제 활성화
(economic development)

자연 환경 보호

도시성장관리란, 도시개발의 내용, 범위(amount),  시

기(timing), 위치(location), 특성(character)을 규제하

여 관리되지 않은 성장을 배제하고 관리된 성장을 도

모하는 것

도시성장관리란, 도시개발의 내용, 범위(amount),  시

기(timing), 위치(location), 특성(character)을 규제하

여 관리되지 않은 성장을 배제하고 관리된 성장을 도

모하는 것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도시 성장 관리 방향

도시성장관리 요소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 기본 계획, 개발사업
등이 부적으로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과 병행하여 필요한 기
반시설을 공급(필요재원은 개발자가 부담)

도시를 개발지역과 개발유보지로 구분하여, 개
발지역에 집약적·체계적 개발 수행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지역경제 재생 및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

환경민감지역, 산림, 농지, 습지, 하천 및 저수원,
수질, 어류, 야생동물, 사적 유물, 식생 등 보호

환경보호
삶의 질

확보

경제개발과
생태계 보호와의

균형 달성

무계획적인 확산 및 난 개발(urban sprawl)로 인한 도

시문제 개선을 위해, 1960년대 말부터

도시선장관리1)  정책이 도입됨

무계획적인 확산 및 난 개발(urban sprawl)로 인한 도

시문제 개선을 위해, 1960년대 말부터

도시선장관리1)  정책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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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도시의 발전 방향(New Urbanism)

New Urbanism은 현대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근린주구 모델을 되살려 도시를 인간과 환경중심의 공간으로 되
살리려는 개념임

New Urbanism 요소

근린주구모델 : 단지규모에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주민들간의
사회적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함

New
Urbanism

도시를 자동차 중심 공간이 아닌 인간과 환경중심의 공간으로 되살리
고자 하는 노력전통적인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모델 생활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현대적 생활요소들을 건축 설계적으로 재편
하고자 하는 신전통주의(Neotradition Planning) 운동

자동차등장이후무질서한교외화및도시팽창

+ ++ +

토지이용
구성

주요 이동
수단

가로 및
블록 체계

가로의
기능

건물의 형태
및 배치

근린의 중심

New Urbanism 방향

커뮤니티 시설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대중
교통센터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 혼합

대중교통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행중심의
이동

중규모 블록으로 구성된 그리드체계

보행우선의 보차혼용 가로

측벽공유하우징(party wall housing)과
중정형블럭하우징(perimeter block housing)

기존도시
쇠퇴

공동체
의식상실

토지
손실

환경
파괴

교통비용
증가

도심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토지효율
극대화

환경
보전

보행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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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도시의 발전 방향(Smart Growth)

Smart 성장 정책은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연장선 상에서 환경, 커뮤니티, 대중교통 및 경제발전을 중
시하는 도시성장 정책임

주요내용

성장패
턴

토지이
용

서비스

교통

연결성

거리디
자인

계획절
차

공공부
지

개발밀
도개발과 환경보호를

균형화

커뮤니티
인식을 제고

교통수단
선택의 폭 확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

환경 파괴환경 파괴

교통 혼잡교통 혼잡

도시재정 낭비도시재정 낭비

농지 저하농지 저하

중심도시 쇠퇴중심도시 쇠퇴

삶의 질 저하삶의 질 저하

무질서한
도시개발

무질서한
도시개발

교외화 확산교외화 확산

추진배경

Smart Growth 방향

공터(open space)와
중요 거주지를 보존
하고 토지를 재활용
하며 용두화 대기질
을 보전

주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이웃 관계의 가
치를 유지, 고양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
나 여러 교통수단으
로 환승하는 등 모든
경우를 고려한 교통
서비스 제공

경제활동기회를 창출
하고 지방세원을 확
충하며 제적으로 경쟁
력있는 지역사외 형성

고밀도(Compact), 집약적 활동(Clustered 
Activities)

기 개발된 도시공간의 재생(In-fill Development)

복합된 기능이 함께 밀집된 토지이용(Mixed Land
Use) 

지역 내, 소규모, 대부분 보도접근거리 내 위치

다양한 교통수단,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장려

도로, 보도, 경로 간의 연결성 높음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유리한 디자인, Traffic
Calming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및 공동
계획

도로경관, 보행환경, 공원, 공공시설 등 공공기능에
활용

별첨2. 내외부 환경

774



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도시의 발전 방향(도시 브랜드 개발)

도시 브랜드 전략은 도시의 지방화, 분권화를 위한 지역 경쟁력 향상과 문화지향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 이미지의 차별화와 구체화를
추구함

국내외 고객만족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 구축
타도시와는 확연히 차별된 이미지 구축 및 체계적인
도시마케팅으로 고객(주민,기업,관광객)에게 매력적
이미지 인식

도시
브랜드
경영

도시
브랜드
효과

(to 내부구성원) 지역문화 확립·혁신, 지역 내 커뮤니
케이션 활성화 거주주민 유치효과
(to 관계자 집단) 관심을 환기시키고 미래비전에 대한
기대감 조성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
(to 외부구성원) 지역 이미지 차별화 사회 신뢰도
상승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정보화

문화 수요의 증대,
지역 정체성 부각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지역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가 요구됨

문화지향적 도시개발
전략으로써 막연한

도시이미지를 차별화·
구체화할 필요

도시 브랜드 개발 방향

지역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산업 활성화

도시 브랜드의 가치와 중요성 대두됨

도시브랜드

디지털(Digital)

Homepage제품(Product)

관광자원 및 상 품, 
도시특산물, 도시
캐릭터 상품

이벤트(Event)

메가 이벤트 지역문화브랜드

개방성
향토성

도시축제

축제(Festival)

홍보(Promotion)

홍보 프로그램

언어적(Verbal)

도시명, 슬로건,
Logo Song 등

Symbol, Color,
Logotype, Char 
acter,Graphic
Motif 등

시각적(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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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도시의 발전 방향(탄소제로 도시)

탄소제로 도시 또는 탄소중립 도시란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없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청정에너지를 자
체 생산함으로써 탄소배출효과를 상쇄하는, 즉 온실가스가‘0’인 친환경도시를 의미하며 그 중요성은 점차 강화됨

추진배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법들은 선진국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이나 도시 계획 차원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이미 ‘탄
소제로 도시’ 건설 경쟁에 돌입
향후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를 이용한 도시건설은 기술적·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질 전망
최근 우리나라도 새로운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에서 탄소제로 도시의 건설을 표방하고 는 있으나. 아직 실증시범화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음

탄소제로 도시의 개념도 세계각국의 노력

시사점

선직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법들은 이미 개별 건물 수준에서 더 나아가 대규
모 주거단지 조성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음
향후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를 이용한 탄소제로 도시의
건설은 기술,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질 전망
우리 현실은 아직 탄소제로 도시의 실증시범화 시작단계로 실용화와 상용화를 위해서는 외
국의 에너지 절약형 개발사례가 시사하는 바 큼

Zero Energy 
Town Network

상위계통

전력저장전력저장

연료전지연료전지

풍력발전풍력발전

미이용에너지미이용에너지

코제너레이션코제너레이션

태양관
발전

태양관
발전

Network 
제어

Network 
제어

지역 간
Network

지역 간
Network

수용가수용가

SOURCE : 제로에너지 타운 – 에너지 자급도시의 비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가동이 중단된 시설 부지에 태양열과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제로 개발기법을 도입

에너지제로 주거단지 중 1/3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되고, 30%는 Peabody Trust와 입주자가

공동 소유하며, 나머지 40%만 일반에게 분양

영국
(베드제

로)

재생에너지원 사용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협조 속에 태양을 모토로 한 환경도시 구축

도시 건물들과 공공건물들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 태양에너지가 공존

독일
(프라이어

부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였음.

풍력,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도록 설계

네덜란드
(마메르스
포르트)

2013년을 목표로 인구 5만 명과 1500여 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

태양열, 풍력,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

자기부상열차 등 탄소 무배출 교통수단을 사용하며, 거리는 보행자 위주로 설계

아랍에미
리트연합
(마스다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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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현황(인구구조)

오산시는 완만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로 U-City와 같은 첨단기
능의 유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나, 전출보다 전입이 다소 많지만 전출입 비율이 높아 인구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별 평균 연령 현황오산시 인구증가 현황 인구 이동 현황

오산

시흥

안산

연천

가평

양평

경기도
35.4세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1월

전입전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5,324

23,812

25,257

26,752

32,269

26,208

25,615

32,253

31,582

39,811

SOURCE:  오산시 통계연보 2008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나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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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현황(오산시 주거환경)

오산시의 범죄발생 건수는 비교적 일정한 편이나 단속건수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재난사고는 매년 불규칙한 상황이고, 교통사고
는 차량 1만대를 기준으로 할 때 주변도시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범죄발생 및 재난사고 현황

범죄발생(건수) 검거율(%)

재난사고(건수) 재해인원(명)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동차 단속 및 처리 현황

발생건수
발생비율
(1만대당)

속도위반

신호위반

적재초과

2007년 –총 103,202건

음주운전

안전띠

무면허

회전

중앙침범

주정차

72,315

단위 : 건수

발생비율발생비율(%)(%) 발생건수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 검거율(%)

재난사고(건수) 재해인원(명)

12,928

17,184
16,292 16,061

16.949

1,824

744

1,138

117

704

수원 성남 용인 오산 화성 평택

SOURCE:  오산시 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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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현황(오산시 문화/예술)

오산시는 오산생태 환경 축제를 통하여 오산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 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수도 만들기를 실천하
고 있으며, 오산시민의 날 문화행사,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오산 생태 환경 축제

국가 하천 중 최초의 생태 복원 하천인
오산천과 국내 최대 자생식물원인 물향기
수목원에서 생태환경을 주제로 학술, 전시, 
체험, 교육, 탐사, 공연, 만들기 등이 가족의
달과 연계하여 10여일에 걸쳐 진행됨
오산천 생태공원-맑음터 공원-물향기
수목원을 연결하는 문화,휴식 벨트 조성을
통한 친환경 삶의 공간 조성

생태환경 심포지엄학술

오산 생태환경 축제 프로그램

세계곤충, 생태전, 수생식물원, 자연학습장, 수질정화 및
하천생태수족관, 섭다리, 사진전, 시화전전시

수질측정,정화, 수생식물, 친환경교육

오산천 생태공원 걷기대회, 하천탐사체험

자연물,친환경 소재 만들기만들기

개/폐막공연, 여성국극, 어린이뮤지컬 등공연

오산시홍보관, 기업생산품, 건강측정, 올드북 등기타

2009년 오산시 문화 예술 행사

행 사 명 기간 행 사 내 용

해맞이행사 1. 1
공 연 , 소 망 풍 선 , 축 하 폭 죽 등
문화행사 및 먹거리운영

정월대보름행사 2. 9
널 뛰 기 , 연 날 리 기 , 달 집 태 우 기 , 
윷놀이 등 체험 및 문화행사개최

국가기념일 문화행사 5, 12월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공연, 
연극, 체험, 놀이 등 문화공연 개최

시민음악회 6월 가수초청공연 열린 음악회 개최

동별 노래자랑 9~10월
6개동 별 동민 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

오산종합예술제 8월
미술, 문학작품 전시 및 국악, 음악 등
공연

국악대축제 7월
전통예술국악공연 휘몰이 좌창, 경기
민요 등

시민의 날 문화행사 9월 시화전,백일장,시민노래자랑 등

오산시팝스정기연주회 12월 오산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한여름밤의 영화산책 7~8월 영화상영

SOURCE:  오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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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분석

2.4  사회문화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현황(오산시 환경)

오산시는 수질개선을 위한 오산천 하천정비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지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 오염배출 시설은 줄어 들고 있으나, 차량의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이 나빠지고 있는 추세임

2006년 200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

오염시설

수질

대기

: 가스,먼지,매연,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수질오염
시설은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대규모 산업단지 구축 시 오염물질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오산천의 수질은 2007년 이후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이는 생활오수와 공장폐수가 지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오산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임

: 신도시 개발 등 수질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저감 대책이 필요함

환경오염

: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은 줄어들었으나, 경유차량 등 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은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오산시는 000에 대기측정소를 운영중에 있음

72

66

대기

2006년 2007년

103

105

수질

2006년 2007년

오산천 수질 오염 추이

BOD

2006년 2007년

SS

2006년 2007년

오산시 대기 오염 추이

SO2

2006년 2007년

0.6

0.7

CO

2006년 2007년

O3

0.004

0.005

0.014

0.7

6.7

11.1

16.2

23.6

SOURCE:  오산시 통계연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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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환경 분석 > 국내외 IT Trends (가트너의 2009년 10대 기술 전략)

2. 외부 환경분석

가트너(Gartner)는 ‘가트너 심포지엄/IT엑스포(ITxpo)’에서 2009년 10대 기술전략을 발표(Orlando, 2008.10.16)하였는데 전 세계적으
로 비용 절감과 환경적 책임성이 핵심 화두로써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및 그린IT 등이 급부상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가상화
(Virtualization)

현재 서버 가상화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스토리
지와 고객 장치 가상화, 호스티
드 가상 이미지(hosted virtual 
image) 등으로 발달할 것임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으로 기
업들은 시장 진입시 비용절감, 
탄력적 운영등이 가능해질 것임

서버
(Servers-Beyond 

Blades)

서버는 현재 블레이드 서버
(blade server) 단계에서 더 진화
할 것임

웹기반 아키텍처
(Web-Oriented 
Architectures)

웹 중심 방식이 지속적으로 진화
함에 따라 전사(轉寫) 솔루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엔터프라이즈 매
쉬업(Enterprise 

Mashups)

기업들은 현재 웹상에서의 취미
부터 전사(轉寫) 시스템에 이르
기까지 매쉬업을 이용한 애플리
케이션을 전달 및 관리하기 위한
모델을 연구중임

특화시스템
(Specialized 

Systems)

혼합형 시스템(heterogeneous systems)
은 가장 어려운 작업의 요구사항을 처리
하기 위해 새롭게 떠오르는 고성능 컴퓨
팅 트렌드로서, 향후 컴퓨팅 시장에 확산
될 것임

소셜 소프트웨어
및 소셜 네트워킹
(Social Software 

and Social 
Networking)

소셜 소프트웨어는 사회적 네트워킹, 사
회적 협력, 사회적 매체 및 사회적 증명
등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 플랫폼을 채택해야 할 것
임

통합통신(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용량이 증가하고
통신 애플리케이션이 공통 상용 서버
(common off-the-shelf servers)와 운영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시장들이 통합 될
것임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는 기업 전략부
터 운영 과정에 이르는 모든 비즈니스 단
계에 영향력을 미치며, 임무 달성 능력을
향상시킬 것임

그린IT
(Green IT)

사용 증가로 인한 탄소 배출, 기타 환경
적 영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
업들은 데이터 센터의 능력 향상 및 그린
IT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08년에 이어 그린
IT가 여전히 트랜드
로서 각광 받고 있음

U-City의 기술적 배
경으로 웹기반 아키
텍처와 소셜 소프트
웨어 소셜 네트워킹
등의 개념의 접목이
필요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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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환경 분석 > 국내외 IT Trends (IT서비스의 발전 방향)

2. 외부 환경분석

IT서비스 발전은 현재 모바일/디지털컨버전스 중심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광대역,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되며 유비쿼터스 환경의 IT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임

초고속인터넷 모바일/디지털컨버전스 유비쿼터스 IT초고속인터넷 모바일/디지털컨버전스 유비쿼터스 IT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인터넷, 핸드폰
3,000만 가입자

모바일뱅킹
가입자 130만

지상파, DMB,
WiBro 상용화

텔레매틱스, IP-TV
디지털 홈 1,000만 가구

TV방송
디지털화 완료

4G, BcN 시대

지능형 로봇

유비쿼터스 IT 기반마련 유비쿼터스사회 발전

1995년 2004년

초고속
인터넷

기술
진화
수준 Bandwidth

Year

※ source : SERI보고서 재구성

음성서
비스

인터넷서
비스

9.6k

1997
2002

56k

멀티미디어
서비스

2003

144k

고속비디오
서비스

2004

2M 6M

2006

음성서
비스

인터넷서
비스

9.6k

1997
2002

56k

멀티미디어
서비스

2003

144k

고속비디오
서비스

2004

2M 6M

2006

서비스 발전방향서비스 발전방향 광대역,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발전광대역,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발전

고속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유비쿼터
스 환경의 IT로 주류
를 이루고 발전할 것
으로 보임

U-City 에서의 기반
기술들이 유비쿼터
스 기반 기술들로 인
프라를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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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환경 분석 > 국내외 IT Trends (유비쿼터스 사회의 변화)

2. 외부 환경분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2010년 유비쿼터스 사회의 변화 모습이 스마트 인터넷으로 진화, 차세대 PC로의 진화, 모바일 통신 서비스
의 보편화, 디지털 컨버전스 서비스의 보편화 등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조망함

인프라

서비스

2010년의 모습

스마트 인터넷
으로 진화

차세대 PC
로의 진화

모바일 통신 서비
스의 보편화

디지털

컨버전스 서비스

의 보편화

• 세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국내 BcN 가입자수

• 국내 노트북 PC 판매 비중

• 세계 차세대 PC시장 전망디바이스

•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 수

• 국내 WiBro 가입자 수

• 국내 지상파 DMB 가입자 수

• 세계 텔레메틱스 장착 비율

• 세계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

• 세계 RFID 시장 전망

• 국내 지능형로봇 시장 전망

2005년 2010년
주요 통계지표

1.9억 명

200만 명

24.4%

213억$

20억 명

70만 명

21만 명

4%

488억$

159억$

1.8억$

431만 명

35%

978억$

542억$

43.9억$

SOURCE : 통계로 본 2010년 유비쿼터스 사회 조망

4.3억 명

2,000만
명

36.3%
778억$

30억 명

885만 명

향후 유비쿼터스 사
회는 인프라 측면에
서 스마트 인터넷, 
디바이스 측면에서
는 차세대 PC, 서비
스 측면에서는 모바
일 통신과 디지털 컨
버전스가 보편화 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별첨2. 내외부 환경

783



2.5  기술환경 분석 > 국내외 IT Trends (IT사회의 변화)

2. 외부 환경분석

’90년대 중후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지식화 사회의 성향을 보이다 2008년 이후부터 지능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
며 사람과 사람에서 센싱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기계 또는 사물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 전개가 진화 중임

Ubiquitous

6억 machines

60억 sensors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기기)

사물과 사물(기기)

1984
AMPS

1996
CDMA

2002
1xEV-DO

2004
W-CDMA

2008
Ubiquitous

이동전화
문자서비스

텔레매틱스
RFID

지능형 Object

원격진료

Voice

Ubiquitous Network

1억3천만 handsets

1G 2G 3G 4G

Object-to-Object

관리 Agent

지능화

Mobile Data

Service

IT

인간·사물·컴퓨터 융합채널.서비스 통합인터넷 확산DB 구축
사물 지능화정보공유 / 지식 창출정보확산정보 축척

자율적 서비스끊김없는 서비스온라인 서비스개별적 서비스
통합화 단계

지식화 사회(2003~2007)
온라인 단계

정보화 사회(1995~2002)
유비쿼터스 단계

지능화 사회(2008~)
전산화 단계

자동화 사회(1980~1994)

인간·사물·컴퓨터 융합채널.서비스 통합인터넷 확산DB 구축
사물 지능화정보공유 / 지식 창출정보확산정보 축척

자율적 서비스끊김없는 서비스온라인 서비스개별적 서비스
통합화 단계

지식화 사회(2003~2007)
온라인 단계

정보화 사회(1995~2002)
유비쿼터스 단계

지능화 사회(2008~)
전산화 단계

자동화 사회(1980~1994)

Heath Care 기존 IT 환경에서 유
비쿼터스 IT 환경으
로 발전하고 있음

단순 기술로의 발전
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를 이어
주는 센싱과 네트워
크 기술의 발달이 예
상됨

인간, 사물, 컴퓨터
가 상호 융합하는 형
태로 발전하는 추세
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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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환경 분석 > 국내외 IT Trends (유비쿼터스 기반기술 로드맵)

2. 외부 환경분석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 로드맵은 응용서비스연계기술에서 USN, ITS, BcN, Wibro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기반기술에서는 RFID, FTTH, 
암호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임

U-City에서 활용도
가 높은 USN, GIS, 
RFID, FTTH, 암호기
술 들이 꾸준히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됨

2010년까지 로드맵
을 볼때 오산신도시
U-City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사점

SOURCE : 한국형 u-디큐브 씨티 모델 제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9

USNUSN

텔레메틱스/ITS텔레메틱스/ITS

GISGIS

LBSLBS

홈네트워크홈네트워크

BcN, WiBroBcN, WiBro

도시통합관제기술도시통합관제기술

RFID(Sensor,Tag)RFID(Sensor,Tag)

WLAN/WCDMAWLAN/WCDMA

FTTHFTTH

암호기술암호기술

임베디드 S/W,IT 
SoC

임베디드 S/W,IT 
SoC

응
용
서
비
스
연
계
기
술

응
용
서
비
스
연
계
기
술

기
반
기
술

기
반
기
술

센서노드 개발
응용서비스 기술

센서 실용 시제품 및 위치인식지원 센서노드,  매쉬
구조 라우팅 기술

MEMS기반 센서노드 상용화기술
USN 게이트웨어/미들웨어 기술

모바일 응용기술
CALM 기반 전송기술 네트워크 기반 접속기술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연동, 유비쿼터스 기술

모바일 GIS 기술
기본지리정보 유동기술

3차원 GIS기술
시공간 정보기술

P2P/ Ad-Hoc 위치정보 관리 기술
Active Sensor 기반 위치정보 관리 기술

네트워크기반 위치 즉위 기술, 
단말 및 응용서비스 처리기술

로밍 등 고성능 미들웨어 기술
CIS등 DB연동 처리 기술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연동 등 유비쿼터스 기술

방송/통신/게임융합 홈서버 플랫폼 설계기술
30MBps급 PLC기술,3.2GHz급 유선 홈네트워크

모바일 홈서버 플랫폼 설계기술
50MBps급 PLC기술, 10Gbps급 광홈백본망, 무선네트워킹 기술

유무선망간 연동 기술
일반물리계층 기술

통신,방송융합,엑세스망 통합
다중안테나 기술, 이동성 관리 기술 유무선 통합망 관리

기반기술 및 응용서비스 연계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통합관제 기술

모바일 RFID리더 및
능동형 태크 기술

모바일 RFID 응용서비스기술
및 Chipless 태크 기술 RFID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RTLS 및 MEMS기반 센서
공정기술

MAC 프로토콜 기반기술
고속무선 다중접속 기술

Modem 및 MAC 동시 기반기술
다중안테나 통신기술

NG-SDH/EPON 40G/128 OXC, WDM PON

중비도/중속 암호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기술(IP,RFID,모바일)

고비도/고속 암호 알고리즘
통합인증방식, USN보안

초소형 커널 기술
IP유통 표준화

IP설계기술
상황 인식미들웨어 기술

설계자동화 기술 분야별 표준형
플랫폼 개발

IP테스트 및 검증표준
임베디드 S/W 통합개발환경

2006년2006년 2007년2007년 2008년2008년 2009년2009년 2010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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