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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유럽 연합 (EU), 유럽 각국의 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처하여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다.
EU의 이니셔티브와 스마트 시티 정보 시스템, 유럽 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과
유럽 연합의 제 7 차 프레임 워크 계획과 호라이즌 2020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 개발 조성 정책
의 개요와 프랑스와 독일 국내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 기술한다.
유럽은 EU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
은 프랑스와 독일의 스마트 시티 전략에 대해 기술한다.
Analysis

1 . 프랑스 스마트 시티 전략
지능형 지속 가능한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2015 년에 "지능형 지속 가능한 파리 '라는 스마트 시티 정책을 발표하고 있
다. 이 정책은 3 개의 지주, 열린 도시, 연결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루어진다. 열린 도
시는 방법이며, 파리 시민의 참여를 독려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 등을 결정한다. 연결된
도시는 수단이며, ICT의 활용이 그 중심에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목적이며, 경제, 사회, 문
화, 환경의 관점에서 도시를 개발한다. 파리시는 2020 년까지 총 5 억 유로를 기부 할 예정이
다. 다음에, 특히 ICT와 관계가 깊은 연결된 도시에 대해 적는다.
'연결된 도시 ": 연결된 도시는 ICT 인프라 차, IoT 오픈 데이터 등의 스마트 시티를 위한
ICT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ICT 인프라 : 4G 지하철에서의 배포를 시작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무료 WiFi 핫스팟을
400 개소에서 전개하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컴퓨터, 태블릿, 비디오 프로젝터, 디지털 기기의
작업이 가능한 공간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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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innovation-et-recherche/ville-intelligente-et-du
rable/le-plan-strategique-paris-intelligente-et-durable-2706
IoT와 오픈 데이터
파리 시내에 센서를 설치하고, 예를 들면, 일정한 장소의 교통량을 측정한다.
센서에 의해 수집 된 데이터는 "파리 데이터 '라는 파리시 오픈 데이터 (공공 기관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공표)에 공개한다.
통보 응용 프로그램 : '댄 마 류 "
댄 마 류 (프랑스어로 나의 거리라는 의미)는 파리 시민들이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이상이 발
견시, 시에 통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며, 베타는 이미 시험되고 매월 3000 건의
신고가 있다. 2017 년에는 댄마류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새로운 서비스 등을 시에 제안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활용
파리시 오픈 데이터인 파리 데이터를 발전시킨다. 데이터 시티는 데이터 과학 연구를 가속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SIG 3D 프로젝트에서 파리의 도시를 3D로 모델링한다.
기타 지능형 지속 가능한 파리는 시 직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디지털 간판 등 (전자 간판) 설
치, 어린이 디지털 기술의 아틀리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의 육성 (특히 학교 중퇴자, 노인 여
자 용 등)을 실시한다.
프랑스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지원 정책 / 지속 가능한 도시
프랑스 정부도 지방 자치 단체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3 년에 "새로운 산
업 프랑스 '라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정부에 의해 수립되어 제출되었다. 이 정책은 산업 설비의
현대화 및 디지털 기술의 이용에 의한 경제 모델의 변화에 의해 프랑스 산업을 재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 년 9 월에는 '새로운 산업 프랑스'의 핵심 정책 '미래 산업'이 발표
되었지만, 이 외에 9 가지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정책도 발표되었다. 그 중 하나가 '지속 가능
한 도시'이며, 이 정책은 지능형 전기 공급망, 즉 스마트 그리드의 대규모 배포를 촉진하는 투
자 (5,000 만유로)가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프랑스의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2016 년 3 월 결국 3 프로젝트
플렉스 그리드, 스마일, 유우 & 격자를 채용하고 있다. 3 개의 프로젝트는 정부가 출연하는
5,000 만 유로를 나누어 프랑스의 3 개 지역으로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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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연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문제에 대
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투자 외에도 플렉
스 그리드와 스마일은 전기 공급망 사업자 2 개사가 총 8,000 만 유로를 투자한다.
플렉스 그리드 프로젝트
플렉스 그리드 프로젝트는 프로방스 알프스 코트 다 쥐르 주 의회 (프랑스 남동부)가 제안했다.
이 국가는 EU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많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산은 정부 투자 외에 공공 · 민간 투자 / 1 억 5,000 만 유로, 전기 공급망 사업자 / 4,000 만
유로를 투자한다. 파트너 수는 산업계, 중소기업, 연구 · 연수 기관 등 143개 파트너이며, 프
로젝트 수는 25 지역 프로젝트와 7 지역 횡단 프로젝트로서 창출 고용 전망 수는 6,200 명이
다. 환경 영향은 이산화탄소 91 만 1100 킬로톤 상당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일 프로젝트
스마일 프로젝트는 브르타뉴 지방 의회와 페이 드라 루 아르 주 의회 (프랑스 서부)에 의해 제
안 된 8. 이 지역은 이전부터 "스마트 그리드 소랑"(2014 년부터 3 년간)과 '스마트 그리드 반
데 "(2013 년부터 5 년간)라는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한창이었다.
예산은 공공 투자 / 1 억 유로 (중 EU와 2 주에서의 투자가 4,400 만 유로)이며, 민간 투자 / 1
억 2,000 만 유로, 전기 공급망 사업자 / 4,000 만 유로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총 약 2 억
6,000 만 유로의 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파트너사는 100 개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신생 기업)과 25의 연구 조직으로서 창출 고용 전
망 수는 10,000 명, 프로젝트 수는 5개 테마에서 새로운 17 프로젝트를 예상하고 있다.
테마는 스마트 메트로 폴 에너지 문제에 주의를 환기 고객 디지털 기술과 연결된 모노 지능형
국토 전기 이동성 (전기 자동차 등)이다.
프로젝트의 중요 포인트
스마트 그리드의 이용에 의한 에너지 데이터 수집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증가, 시민과 지방 자
치 단체에 대한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사이버 보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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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 & 그리드 프로젝트
유우 & 그리드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릴 시가 노르 파드 칼레 주 협력하에 제안했다.
프로젝트 수는 11개 프로젝트이며, 그중 하나인 "So Mel, So Connected"은 릴시 (인구 : 20 만
명)에서 에너지 소비를 관리 및 최적화 기술이 진화된 경제 모델이 연구된다.
2. 독일 스마트 시티 전략
스마트 시티 전략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는 2015 년 4 월에 스마트 시티 전략 인 '스마트 시티 전략 베를린'9을 발표하였
다. 이 문서는 베를린을 유럽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로 하기 위해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포괄적 인 프레임 워크이다. 또한 "스마트 시티 전략 베를린 '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출처: http://www.berlin-partner.de/en/the-berlin-location/smart-city-berlin/)
동 프로젝트의 배경으로 베를린은 2013 년에 포괄적인 도시 전략 인 「도시 발전 개념 베를린
2030 "10을 발표했지만, 그 틀에서 '스마트 시티 전략 베를린'은 책정되었다.
전략 중심 조직 : 정책 보드를 비롯하여 "비즈니스와 기술을 위한 베를린 파트너 '의 스마트
시티 유닛 (국제적인 접촉 지점의 역할), 스마트 시티 베를린 네트워크" 이상의 3 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 시티 베를린 네트워크 '는'비즈니스와 기술을 위한 베를린 파트너 '와'기술 기금 베를
린 '에 의해 설립 된 작업 그룹이다. 이 조직은 베를린의 100 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 개발 조
직으로 구성되어 베를린의 스마트 시티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스마트 환경 / 스마트 워터
물 관리는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함께 큰 ICT 솔루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는 물 관리에 관한 최신의 연구 개발을 FP6과 FP7에서 조성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개발 된 스마트 워터 솔루션을 실제 환경에서 배포 할 진행되고 있지 않고, 댐 관리 수해 예측,
식수 공급,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을 포괄하는 시스템의 전개는 더욱 되지 않
는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스마트 워터위한 첨단 기술 솔루션 제공을 추진함과 동시에 여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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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워터 솔루션의 관리 시스템의 기초로서 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 시험, 통합한다. 개발되
는 결정 지원 시스템은 특히 각국의 물 관리 당국의 이용을 상정하고 있다.
* FP7의 사이드 프로젝트 / 스마트 워터
FP7의 사이드 프로젝트는 물 관리에 ICT 솔루션을 적용하는 스마트워터 시스템의 개발과 실
제 환경에서의 시험 적 이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사이드 프로젝트의 개요
약칭 : GEYSER
정식 명칭 :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에너지 프로 슈 머로서 네트워크
네트워크 된 그린 데이터 센터
공모 범위 : FP7-SMARTCITIES-2013
연구 기간 : 2013 년 11 월 자 2016 년 10 월
예산 (EU 갹출 분) : 484 만 4220 유로 (297 만 9000 유로)
코디네이터 ENGNEERING (이탈리아)
참여 기관 : ZHAW (스위스), RWTH 아헨 대학 (독일), SingularLogic (그리스),
ABB (아일랜드), WATTICS (아일랜드), ASM 텔
연구 목적 : 사이드 프로젝트는 결국 수해 위험과 수해 피해를 줄일 시민의 식수의 수질을
향상시킬 수 물이 관계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활동 : 동일한 하천 유역에서 홍수 관리, 수질 모니터링, 에너지 관리 (식수 공급에 필
요한 에너지와 수력 발전소에서 에너지 생산)에 따른 3 개의 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한다. 다른 하천에 결정 지원 시스템을 응용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최첨단 모니터링 및
통신 단말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실증 실험 : 사이드 시스템은 스페인 남부의 말라가 도시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구아달올
세강 유역에 전개된다. 이 유역 댐, 저수지, 수력 발전소, 감회 지역,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하고 개발하는 시스템의 시험에 적합하다.
개발 과제 : 3 개의 결정 지원 시스템 (수해 관리, 수질 모니터링, 에너지 관리) 및 센서
네트워크 및 통신 시스템 (IP 게이트웨이 포함), 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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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 of future

"스마트 시티 전략 베를린 '의 목표 및 전망
유한 자원의 이용 감소, 재생 에너지의 이용 증대, 에너지 효율의 증가를 시작으로.
환경 오염,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안정감을 높인다.
베를린 국제 경쟁력 증가를 위해 기술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시장을 창조하며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연계 추진한다. 또한, 공공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최적화를 진행하
고, 행정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생활과 장소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시민 사회 참
여의 기회를 증가한다.
스마트 시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 ICT 시스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의 사례
스마트 폰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으며,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도시 정보 시스템과 연
결되어있다. 또한 스마트 폰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출처: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stadtentwicklungskonzept/en/berlinstrategie
/index.shtml
Car2X 통신, 스마트 주차 등 및 위성 통신 기반의 항법 시스템 (유럽 GALILEO 시스템)을 활
용하고, 스마트 미터와 산업 생산과 물류 시스템에 ICT 활용하며, 스마트 그리드 및 ICT 이용
에 따른 쓰레기 분별의 현대화와 관련한 작업에 활용한다.
스마트 조명을 활용하며 오픈 데이터에 의해 공공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한다.
스마트 시티에서 ICT가 중요한 역할 분야 (특히 기술 개발에 관한 것만)
스마트 행정 도시 사회 : 행정 프로세스의 신속화, e 정부, 온라인 시민 참여 시스템 오픈 데
이터 등.
스마트 하우스 : 온라인 지역 정보 시스템, 스마트 홈,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ICT 보조 시스
템, 건물 보안을 위한 ICT 활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스마트 미터 등).
스마트 모바일 : 각 교통 기관에 공통의 정보 관리 시스템의 설치, 전기 자동차의 스마트 드
그리드에 통합,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 (자동차끼리의 통신, 자동차 및 인프라 차와 통신).
스마트 인프라 :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워터.
공공 안전 : 범죄, 자연 재해 대책을 위한 ICT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