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3 로드쇼 추진 대상 국가 현황 튀르키예 이스탄불( - )

개요□ 

ㅇ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 경계선에 있으며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메가시티

상업적 경제적 중심지    로 최근 도시화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어 큰        

도시적 변화를 겪고 있음     

ㅇ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스마트 기술 및 솔루션의 사회적 인식 수요가 높아짐     

ㅇ 정부 주도하에 빠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전환의 초기 단계로 많은 기업에 기회가 열려 있음

튀르키예 및 이스탄불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ㅇ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및 실행전략 을 통해 삶에 가치를

더하는 살고 싶고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튀르키예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

환경도시계획부 에 의해 년까지 인구 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지역 스마트시티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내용

ㅇ 튀르키예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의 약 전체 

인구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콥킬로미터 당 명의 

높은 인구밀도로 빠른 도시화와 자원 부족 등의 문제 발생

년 이스탄불 정보학 및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 과 

포괄적 스마트시티 전환 이니셔티브 및 로드맵 수립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튀르키예에서 최초로 스마트시티 부서를 설립



이스탄불의 스마트시티 대 주요영역은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거버넌스 경제 삶 인간 및 안전부문임

ㅇ 년 튀르키예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조 억 달러로 전망

스마트에너지 수자원 빌딩 억불 정부 공공안전 억불

모빌리티 억불 기타 억불

튀르키예 이스탄불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요-□ 

ㅇ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튀르키예 내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하여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나

그런데도 이스탄불의 도시화는 가속화되고 교통 인프라 환경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시 문제 관련 스마트 솔루션 

수요 발생 

ㅇ 튀르키예 스마트시티에 관한 자체 연구에 따르면 지방 자치 정부에서

가까운 미래에 적용하려고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스마트교통

에너지 수자원을 꼽고 있음

스마트 교통

이스탄불은 평균 교통 혼잡률 로 위치 정보 기술 

회사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교통 체계를 

가진 도시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 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가 교통과 철도 시스템 투자 특히 지하철 노선 확장이며

년까지 의 차량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계획

이스탄불 앙카라 부르사와 같은 도시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추진

교통 모니터링 교통 카드 결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교차로 등



스마트 에너지

년 튀르키예 정부는 년까지 근본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가지 에너지 부문 공업 교통 빌딩 농업 에너지 생산 공통

개의 세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국가 에너지 효율성 실행 

계획 를 발표하였으며 약 억 달러의 투자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세계은행 지구환경기금 의 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의 대출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튀르키예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

에너지 산업 내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스마트 전기미터 전기 배전

스마트 그리드 등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거버넌스는 지자체와 함께 튀르키예 환경도시부 및 내무부가

주도

정부 기관인 이 구독자 만명이 넘는 정부포털 운영

튀르키예 스마트 거버넌스 수요조사 결과 주요 도시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공공 온라인 서비스 실시간 데이터 싱글센터를 

통한 통합서비스 열린 정부 등의 순위가 높았음

스마트시티 플랫폼

이스탄불 광역지자체 는 년부터 오픈 데이터 포털을 

개시하였으며 과 그 자회사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서비스의 통합관리 및 제공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통합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정보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보임



수자원 천연가스 등 계량기를 원격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목표가 있음 년 약 만 개의 센서를 

년까지 만 개로 늘릴 계획

도시 통합 운영 플랫폼 수자원 에너지 대기 모니터링 스마트 조명

빌딩 자동화 등

스마트 공공안전

튀르키예의 공공안전 및 보안 시장은 지난 년 동안 국내 및 국경

인근 지역의 사건들 때문에 내무부 관공서 지자체의 우선순위임

튀르키예 공공안전 및 보안 시장은 년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지적 테러 공격의 증가와 스마트시티의 

공공안전 조치에 대한 투자증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주 지진 단층선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비상 대응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보안 감시 시스템 재난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기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기술

흐름을 따르고 있음

인프라는 스마트시티 적용의 기반이 되나 튀르키예 도시별로 

나눠서 설치된 상황

튀르키예는 여러 주요 지진 단층선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택 및

빌딩을 내진 설계된 빌딩으로 교체하는 도시 전환 프로세스 시작

통합관리시스템 스마트 그린빌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