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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roduced various smart city technologies but it is rarely adopted
in urban regeneration field.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technology will be derived by analyzing the projects and programs of the residential support
type urban regeneration plan for deteriorated low-rise and residential areas. The Urban Regeneration
Plan of Shinheung District in 2019 categorized by 14 unit projects by setting each goal and core
strategies under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such as job creation, urban competitiveness
improvement, housing welfare re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proposed 13 smart
technologies of ICTs for Junggu Gomgammaul in Incheon. Residential environment, street environment,
community facilities are drawn for the physical hardware programs and urban management platform
and life and welfare are derived for non-physical softw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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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간 도시재개발을 비롯한 기존 정비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여 물
리적 환경의 개선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재슬럼화의 과정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에 큰 전환이 있었다. 과거 인구성장과 급
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과 도시의 양적 팽창을 촉진하는 제도들이 도입되
었다면,1 현재는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 도심부를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보고서(2006)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
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
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또한 지난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이 중심이었던 재개발이나 재정비 등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교육⋅실업⋅
보건⋅사회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만들어 ｢스마트시티법｣으로 개정하고 대상도시를
신도시에서 기성시가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의 한 수단으로 확
장하였다. 또한 2018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스마
트시티 추진전략(2018.01.29.)｣ 에서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생
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
으로 인식하고,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투자, 산업육성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이렇듯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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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경구(2017) 도시재생 뉴딜시대의 주거지재생과 도시재생 3.0, 한국주거학회지, 2017, 23p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6), 사전기획연구보고서, 6p
김민주, 정승현(2019)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경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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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도시재생에 적용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
생뉴딜사업에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스마트기술의 특성을 도출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나타난 스마트기술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
상지 성격에 따른 적정한 스마트기술을 제안하는 것으로,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주거지지원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스마트
시티는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 기초한 내용들을 중심으
로 검토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인천 중구 신흥동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으로,
사업지역면적은 87,037㎡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론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상지인 주거지지원형인 신
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의 전략과 단위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연구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도시 설계요소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
로 스마트도시 관점에서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 연구
1. 노후 저층주거지와 도시재생
노후 저층주거지는 공간계획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형성된 무허가⋅불량 건축물들이 일단의 구역에
연속적으로 밀집한 주거지를 자연발생적 주거지라고 하며, 이러한 불량 주거지는 시기
별로 원인을 달리한다. 자연발생주거지는 불량주거지 외에도 거주자의 정착에 따라 자
생적 정착지, 집단 이주 정착지, 신흥 무허가 정착지로 구분될 수 있다. 대부분 도심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단지형 주거지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
이며, 신흥 무허가 정착지의 경우 외곽지역으로 재분포하고 있다. 자연발생주거지와는
달리 ‘격자형 가로망’을 가진 저층 주거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독주
택지로 시작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농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경지
정리의 목적으로 일본에 의해 유입, 조선 토지개량령(1927)의 공포로 시작되었다.4 한
편 인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883년 개항과 함께 일본인들의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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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형 가로망이 구획되었는데,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청 일원과 답동의 일부구역 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성된 주거지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격자형 가로망
은 본래 단독 주택지로 계획되었었는데, 1980년대 중반 도시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
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증축하여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었다. 당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수요가 풍부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이라는
사회적인 동인과 주택 소유주의 경제적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이 맞물려 격자형 단독
주택지는 빠르게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치환되었다. 증축을 통한 다
세대⋅다가구화는 도시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애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지의 경우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반시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주거 밀도가 높아진 후 한정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의 혼잡을 가중시
킬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2.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
최근 들어 스마트시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인구의 비약적인
도시 집중과 자원경제의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는 주택
공급의 한계, 교통 혼잡의 가중,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인프라 공급의 위기, 토지의 공
급 부족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공급의 한계를 겪고 있다. 이런 현안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워크, 자율자행차로 등
이 구현된 스마트시티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미래도시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며,
다양한 형태의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다.5 국내 스마트
시티 관련 정책은 2003년 인천의 ‘송도정보화신도시 U-City 모델 연구’와 LH의 ‘흥덕
디지털도시 연구’가 시초였으며, 실제 구축은 화성동탄신도시(2004년)가 최초이다.
2008년에는 U-City법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스마트시티법으로 전면 개정하였
다. 2009년에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유비
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1차 2009년, 2차 2013년). 또한 정부차원의 U-City
국가 R&D가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추진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R&D가 기획되었다.6
4

유해연(2010), 도시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

pp.24-25
이상호 등(2017), 스마트시티, 커뮤니케이션 북스, 2p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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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는 서비스(Service), 기술(Technology), 인프라(Infrastructure), 관리(Management)
등 STIM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기술-인프라-관리가 도시 공간에 시스템
으로 융합된 다층형 U시티(multi layered ubiquitous city)가 스마트시티의 개념적 모델
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STIM 아키텍처를 통해 언제 어디서 원하는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다.7 스마트도시 개념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개별적
인 가구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부터 도시 단위인 자율주행 교통시스템까
지 다양하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기본계획(부산 천마산, 남양
주 금곡동)을 살펴보면,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벤치, 스마트파킹, 스
마트 텃밭 등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연구자별로 상이하다. 서울
연구원(2019)은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사례와 선행연구자가 도출한 유형을
검토해 스마트 산업, 스마트 환경,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리빙, 거버넌스&
시민참여, 스마트행정으로 구분하였다.8 김민주 등(2019)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계
획 및 현황자료를 통해 총 352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적용 사례를 도출하였고, ｢유비
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서비스 분류에 따라 11개의 서비스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9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가치를 생활편의성, 도시 경쟁력, 인전⋅
포용성, 비용 효율성, 지속 가능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가치에 맞는 서비스 분야를 교
통⋅주거⋅건강, 산업, 방재⋅일자리⋅복지, 도시 인프라⋅운영 플랫폼⋅에너지⋅행
정, 환경⋅사회⋅경제로 구분하였고,10 국토연구원(2018)은 방범⋅방재,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로 구분하였다.11 부산발전연구원(2017)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유형을 생활복지⋅교통⋅에너지로 구분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유형을 바탕으로 하되, 노후 저
층주거지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선별하고 중복되는 항목들을 정리한 후 스마트 환경(에
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방범⋅방재), 스마트 행정, 스마트 복지(보건⋅의료,
교육), 스마트 생활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다.

6
7
8
9
10
11
12

조영태 등(2018), LH 스마트시티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LH 토지주택 연구원, 11p
이상호 등(2017), 스마트시티, 커뮤니케이션 북스, 3p
임희지 등(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서울연구원
김민주 등,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경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8),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재용 외(2018),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02p
정석찬(2017),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도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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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도시 서비스 선행 연구별 유형분류
부산발전연구원
(2017)

국토연구원
(2018)

4차산업 혁명위원회
(2018)

환경 (에너지)

○

○

교통

○

구분

김민주 등
(2019)

서울연구원
(2019)

○

○

○

●

○

○

○

○

●

○

○

○

○

●

○

●

산업

○

방범⋅방재 (안전)
생활

○

○

○

거버넌스

○

행정
보건⋅의료⋅복지

본 연구

○

○

○

○

○

○

○

시설물 관리

○

○

교육

○

○

문화⋅관광⋅스포츠

○

○

물류

○

○

근로고용

○

○

기타

○

●
●

○
○

사회⋅경제

○

인프라⋅운영 플랫폼

○

표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유형 분류
유형
스마트 환경

선행연구의 주요 서비스
스마트빌딩 에너지 관리, IoT 기반 주차⋅충전 관리소 등

스마트 교통

스마트 파킹, 스마트 횡단보도, 영상분석기반 교통혼잡안내 등

스마트 안전

상황인지형 대피 안내 시스템, 사회적약자 안전관리, 스마트 미아방지 등

스마트 행정

생활편의, 원격민원행정, 시민참여, 도시경관관리, 현장행정지원

스마트 복지

가족안심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U-교실 서비스, U-도서관 서비스 등

스마트 생활

스마트 가로등, 비콘기술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 방문자 출입관리 등

3.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스마트도시 기술의 역할
도시재생사업은 건물 노후화, 인구의 감소, 산업체 수의 감소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
를 활용하여 쇠퇴지역을 도출하고, 쇠퇴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적⋅사회
적⋅물리적⋅환경적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에서는
주택의 외관과 가로공간을 정비하여 물리⋅환경적 재생을 꾀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능
으로 주차장을 비롯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여 경제⋅사회적인 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주차장, 가로 시설물, 건물 등과 같은 고정형 도시 인프라에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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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결합하여 시스템을 지능화하여 도시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스마트폰
과 같은 이동형 인프라와 결합을 유도하여 시설 및 디바이스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이
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100%이고, 이중 스마트
폰의 보급률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는 도시 내에 정보통신기술을 결
합한 고정형 스마트 인프라를 공급하면, 스마트 폰과 같은 이동형 인프라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 혹은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
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운영 주체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면, 비용을 들여 시스
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경우에도 IT인프라(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 정보의 생산, 저장 및 갱신
과정에서의 보안,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관리 그리고 스마트시티
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다.14
결국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에서 관 주도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공급하더라도
주민의 참여가 미약할 경우, 수집된 정보를 플랫폼화하여 개인, 공공, 산업 IoT 서비스
로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과
정은 도시재생의 방법론인 바텀업(Bottom up)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의 목적은 주민주도조직, 마을협동조합에 의해 마을에 필요한 인
프라를 공급하고 도시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필요 서비스에 맞춰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공급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Ⅲ.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특성 분석
1. 대상지 선정 및 현황
연구대상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과 신포동에 위치하며, 2018년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다. 대상지 서측 신포동 일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에서 기인한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측의 신흥동 일원은 자연발생적으로

13 http://mn.kbs.co.kr/news/view.do?ncd=4135732
14 이재용 외(2018),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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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부정합 가로망을 가지고 있다. 신포동 일원에서 주를 이루는 건물은 4층 이하
의 다세대⋅다가구 건물이고, 신흥동 일원은 단층건물과 다세대⋅다가구 또는 연립주
택이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대상지 전체 건물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거와 상업이 혼
재된 특성을 보이는데, 1층에는 무역업체 또는 근린상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입점해 있
고, 그 위에 주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대상지 현황

또한 정비구역해제지역으로 그간 주택 수선 및 인프라 보급이 제한되어 쇠퇴가 가속
화되었고, 폐⋅공가의 장기 방치로 인해 범죄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상지의 외부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는 연안부두의 국제 여객터미널의 송도 이전
이다. 지역 내 자생하고 있는 무역업체는 연안부두 국제 여객터미널의 직접적인 영향
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의 송도 이전이 인해 지역 내 자생하고 있는
무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특성 분석
신흥동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네 가지 목표인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향상,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 통합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자생력
증진, 안심⋅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신흥동 일대 정주환경 개선, 교육과 참여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목표에 대응되는 핵심전략
을 설정하였는데, 먼저 ‘주민 주도의 자생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
립식 마을경영을 위한 자생적 조직 지원⋅육성’이라는 전략을 도출하였고, ‘안심⋅안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스마트기술의 특성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83

전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삼았다. ‘신흥동 일대 정주환경 개선’에는 ‘해제지역의 맞춤형 주거
재생사업 추진’을 전략으로, ‘교육과 참여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에는 ‘지역기관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였다.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 분석
신흥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네 개의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총 14개의 단위사업을
구상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 전략인 ‘자립식 마을 경영을 위한 자생적 조직 지원⋅육
성’에는 ‘세대공감 지원센터 조성’, ‘돌봄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마련’, ‘지역 어울림
거점 공간 마련’이라는 단위사업을 도출하였다. 먼저 세대공감 지원센터는 지역의 노
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며, 시설 공유를 통해 세대 간 교
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은 신흥동 활성화지역
내부로 이전⋅신축되는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돌
봄 공간과 어르신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 어울림 거점 공간은 활성화구역 내 유일한 공원인 답동 소공원의 인접한 건축물
을 매입하여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인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은 ‘흥나는 플
랫폼 조성’, ‘감각이 즐거운 오감거리 조성’,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터 만들기’의 단위
사업을 구상하였다. 흥나는 플랫폼은 신흥동 복합청사 내에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여
청년상인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답동 소공원에 플리마켓과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서
청년, 학생, 세대통합, 세계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
을 구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각이 즐거운 오감거리는 대상지의 주요 가로 환경을 정
비하는 내용이며,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터 만들기는 대상지 내 작은 유휴 공간 혹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전략인 ‘해제지역의 맞춤형 주거재생사업 추진’은 ‘행복주택 조성사업(공공
청사 복합개발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 ‘주택개량 및 정비 지원 사업’의 단위사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기존의 환경이 열약했던 일단의 주거지에
공공청사 복합 개발과 함께 주거 공간을 함께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단위사업이다. 다음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은 대상지 내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이 취약해
지자, 공용 주차장을 공급하여 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단
위사업이다. 주택개량 및 정비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교육을 운영
하는 한편,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네

84

김승후⋅나인수

번째 전략인 ‘지역기관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주도 자
생적 조직 운영’,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 활동가 육성⋅지원’, ‘주민 협의체 구
성’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신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 분류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
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정의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들
이 속하는 재생 영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적
재생과 연관이 있는 단위사업은 세대공감 지원센터, 돌봄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지역
어울림 거점 공간, 흠나는 플랫폼(상생협력상가),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터, 행복주택
조성사업, 주택개량 및 정비지원, 현장지원센터, 주민조직 및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9가지이다. 다음으로 물리적 재생과 관련이 있는 단위사업은 지역 어울림 거점
공간, 흥나는 플랫폼(상생협력상가), 감각이 즐거운 오감 거리,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
터, 행복주택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주택개량 및 정비지원의 5개 사업이며, 경제
적 재생과 관련이 있는 단위사업은 돌봄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흥나는 플랫폼(상생협
력상가), 주민조직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3개 사업이다. 끝으로 환경적 재생
과 관련이 있는 단위사업은 감각이 즐거운 오감거리,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터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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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각각의 단위사업이 적용되는 분야는 물리적(하드웨어)인 재생분야에서 주거환
경, 주민이용시설, 가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비물리적(소프트웨어)인 재생분야
에서는 도시관리플랫폼, 생활⋅복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물리적(하드웨어)인 재생분
야에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는 단위사업은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있었다. 다음으로 주
민이용시설에 대응되는 단위사업은 세대공감 지원센터, 지역 어울림 거점 공간, 주차
장 조성사업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가로환경과 관련된 단위사업은 감각이 즐거운 오감
거리,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터이다. 비물리적(소프트웨어)인 재생분야에서 도시관리플
랫폼에 대응되는 단위사업은 주택개량 및 정비지원, 현장지원센터, 주민조직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다. 끝으로 생활⋅복지와 관련된 단위사업은 돌봄 공간 및 체
험 프로그램, 흥나는 플랫폼(상생협력상가)이다.

그림 3. 재생영역에 따른 단위사업과 재생분야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단위사업의 프로그램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47개의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의 도시 서비스 유형을 환경, 교통, 안전, 행정, 복지, 생활의 범
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세대 공감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교육(복지),
노인 교육(복지), 독서실 및 체험실(생활), 마을 주방(생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봄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은 공동육아(복지, 생활), 실버카페(복지, 생활)이다. 지역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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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거점은 취미활동 공간(복지, 생활), 청년⋅청소년 교류, 청년 창업(행정, 생활), 청년
공간(생활), 어린이⋅청소년 놀이 공간(복지, 생활), 마을 홍보 공간(행정, 생활), 동아
리 공간(복지, 생활)이고, 흥나는 플랫폼(상생협력상가)는 플리마켓(생활), 창년창업 프
로그램(행정, 생활), 세계문화 프로그램(생활), 세대통합 프로그램(생활), 학생활동 프로
그램(복지, 생활), 상생협력상가(복지, 생활)이다.
감각이 즐거운 오감거리의 프로그램은 특화거리 조성(생활), 골목길 가로등 설치(안
전, 생활), LED 보안등 설치(안전), 교차로 알리미 설치(교통, 안전), 안심벨 설치(안전),
골목길 카페 조성(안전, 생활), 청소년 활동 공간(생활), 옹벽 활용(생활), 보행자 우선
도로화(교통, 안전, 생활), 상가 리모델링(안전, 복지, 생활), 안전벨 설치(안전), CCTV
설치(안전, 생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생활)이고,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터의 프로
그램은 자투리 공간 쉼터 조성(환경, 생활), 공동 텃밭(환경, 생활)이다. 행복주택 조성
사업의 프로그램은 행복주택, 행정복지센터, 상가 복합화(행정, 복지, 생활), 주차장 조
성(교통, 생활)이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후 공용주차장 조성(교통, 안전, 생활)이고, 주택개량
및 정비지원사업은 집수리 교육(복지, 생활), 집정리 교육(복지, 생활), 집수리 지원(행
정, 복지, 생활), 빈집정비사업(안전, 행정, 복지)이며,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생활), 주민의견 수렴(행정, 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복지), 행정 주민
네트워크 구축(행정, 생활)이다. 주민역량 강화의 프로그램은 주민공동체회사(행정, 생
활), 주민 아이디어 공모(행정, 생활), 마을 활동가 육성(생활)이다.
표 3. 프로그램의 서비스 유형
핵심전략

단위사업

세대 공감
지원센터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
환경

교통

안전

행정

복지

청소년 교육

○

노인 교육

○

독서실

○

체험실

○

마을 주방
자립식
마을경영을 위한
자생적 조직
지원⋅육성

돌봄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지역어울림
거점 공간

생활

○

공동육아

○

실버카페

○

취미활동 공간

○

청년⋅청소년 교류, 청년 창업

○

청년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

어린이⋅청소년 놀이 공간
마을 홍보 공간
동아리 공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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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단위사업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
환경

교통

안전

행정

복지

플리마켓
○

○

세계문화 프로그램

○

세대통합 프로그램

○

학생활동 프로그램

○

상생협력상가

○

특화거리 조성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골목길 가로등 설치

○

LED 보안등 설치

○
○

○

골목길 카페 조성

○

○

청소년 활동 공간

○

옹벽 활용

○
○

○

상가 리모델링

○

안전벨 설치

○

CCTV 설치

○

○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이야기가
피어나는 쉼터

자투리 공간 쉼터 조성

○

공동 텃밭

○

행복주택
조성사업

행복주택, 행정복지센터 등
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후 공용 주차장 조성

○

주택개량 및
정비지원사업

○

○

○

○

집수리 교육

○

집정리 교육

○

집수리 지원
빈집정비사업 (공⋅폐가)

○

○

○

○

○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기관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

현장지원센터

주민조직 및
주민역량 강화

주민의견 수렴

○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행정 주민 간 네트워크 구축

○

주민공동체 회사

○

주민 아이디어 공모

○

마을 활동가 육성

○

○

안심벨 설치

보행자 우선 도로화

맞춤형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
○

교차로 알리미 설치

감각이 즐거운
오감거리

생활
○

청년창업 프로그램
흥나는 플랫폼
(생생협력상가)

87

○
○

88

김승후⋅나인수

Ⅳ.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나타난 스마
트도시계획요소 도출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나타난 스마트도시재생 계획요소 도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13개의 계획요소
를 도출하였다. 공동육아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라는 계획요소를 적
용할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는 GPS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위치와 경로를
파악하고 안심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상지의 CCTV를 확인하여 어린이
집의 출결관리, 안전 혹은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실버커페, 상생협력상가, 상가
리모델링, 골목길 카페 조성, 플리마켓과 같이 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비콘기
술15에 기반한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비콘 기술을 활용하면 저비
용 고효율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및 제품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어 고객 관리가 용이하다.
청년창업 프로그램, 세계문화 프로그램, 세대통합 프로그램, 학생활동 프로그램, 청
소년 교육, 노인교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 홍보 공간과 같이 교육 및 활동과 관련
된 프로그램은 비콘 기술에 기반한 홍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비콘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홍
보 및 마을 홍보 그리고 교육 과정 등의 홍보가 용이하다. 다음으로 청년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독서실 및 체험실, 마을 주방, 어린이⋅청소년 놀이 공간, 취미활동 공간,
청소년 활동 공간, 동아리 공간과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공공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과 웹을
통해 공감마을(신흥동⋅신포동)의 공공 공간 이용 정보를 확인하고 실 예약 등을 통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화거리 조성은 거리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
그램은 스마트 쓰레기통 및 쓰레기 관리 서비스를 적용 가능하다. 쓰레기통에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 양 이상의 쓰레기가 모이면 수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

15 비콘 그 자체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정보 전달은 블루투스, 적외선 등의 근거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송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저주파 비콘, LED 비콘, 와이파이
비콘, 블루투스 비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블루투스 4.0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 해당한다. 이를 활용하면 매장 내 고객의 내점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쿠폰이나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전시회나 박물관에서 현재 관람객이 감상하는 작품에 대한 자동 설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속도 센서나 온습도 센서를 부착한 비콘을 설치하여 농작물이나 기계의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7994&cid=40942&categoryId=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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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CCTV설치, 골목길 가로등 설치, LED 보안등 설치,
안심벨 설치, 교차로 알리미 설치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스마트 가로등 서
비스로 묶어서 공급할 수 있다. 스마트 가로등에 CCTV, 안심벨, 센서, LED 등을 함께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여 생활안전, 불법 주⋅정차, 사건⋅사고 등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옹벽활용과 보행자 우선 도로는 함께 묶어서 스마트 프로그램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상지의 옹벽은 주로 송도중, 인천여자 상업 고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
는데, 이러한 옹벽에 운전자가 학교주변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도입하는 스
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스콜존 보행 안전 서비스는 CCTV 영상분석
과 속도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 이상으로 통행하는 차량에게 학교 앞 도로임
을 인지시키는 한편,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에 안내 음성 및 옹벽을 활용한 디지털
전광판으로 주의를 유도한다.
자투리 공간 쉼터 조성, 공동 텃밭 프로그램은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 팜 서비스
를 적용할 수 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동 텃밭 프로그램에 사물인터넷 기술과
태양광 발전장치를 함께 공급하는 한편 텃밭 내부의 온도, 조도, 습도 등의 환경 정보
를 수집하여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스
마트 빌딩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및 우수 활용 시스템
을 이용하여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에너지 절감 방안 및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차장 조성 프로그램에는
주차공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스마트 파킹, 공영 주차장 내부에 전
기차 및 수소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구축, 끝으로 태양력
에너지를 자동차 배터리 예비 전력으로 저장하는 Vehicle 2 Grid를 적용할 수 있다. 집
수리 교육, 집정리 교육, 집수리 지원, 빈집정비사업 등은 주거지관리 통합플랫폼을 구
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관리 통합플랫폼은 주거지 수선과 관련된 공공의 지
원 사업과 민간부문(주택수선 기술자 및 업체) 그리고 지역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주민이 파손된 주택의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전송하면 빅데이터 알고
리즘을 통해 파손 부위를 인식, 해당 파손부위에 적합한 주택수선 기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빠른 시간 내 주민의 수선을 돕는 주거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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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후⋅나인수

표 4. 스마트도시 계획요소 도출
활성화계획 프로그램

계획요소 구분

주요 내용

공동육아

사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

GPS기반 안심알람서비스를 제공. 대상지의 CCTV를 확인 및 어린이집 출
결관리 등 확인

비콘 기술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

비콘 기술을 활용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및 제품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어 고객 관리가 용이함

비콘 기술 기반
프로그램 홍보

비콘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홍보 및 잠재적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서비
스 안내

공공 공간 통합
관리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웹을 활용하여 공감마을(신흥동⋅신포동)의 공공 공간 이용
정보를 확인하고 실 예약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실버카페
상생협력상가/플리마켓
상가 리모델링
골목길 카페 조성
청년창업/학생활동
세계문화/세대통합
청소년/노인 교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 홍보 공간
청년 공간(코워킹)
독서실, 체험실, 마을주방
어린이, 청소년 놀이 공간
취미활동 공간
청소년 활동/동아리 공간
특화거리 조성
CCTV, 가로등 설치
LED 보안등, 안심벨 설치
교차로 알리미 설치
옹벽 활용
보행자 우선 도로화
자투리 공간 쉼터 조성
공동 텃밭
행복주택, 행정복지센터,
상가 복합화

주차장 조성

스마트 쓰레기통 및 쓰레기통에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가 모이면 수거할 수 있
쓰레기 관리
도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한 수거 비용을 아낄 수 있음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에 CCTV, 안심벨, 센서, LED등을 함께 설치하고 IT기술을
연계하여 생활안전, 불법 주⋅정차, 사건⋅사고 등을 감지할 수 있음

스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

CCTV와 속도감지센서를 이용, 스쿨존을 인지시키는 한편, 차량에 안내음
성 및 주의를 유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동 텃밭 프로그램에 사물 인터넷 기술과 태양광 발
도심형 에너지 자립
전장치를 함께 공급하는 한편 텃밭 내부의 온도, 조도, 습도 등의 환경 정보
스마트 팜 서비스
를 수집하여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적용 가능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스마트 빌딩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스마트 빌딩 에너지
데, 태양광 발전 및 우수 활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절약 시스템
건물 내부 에너지 절감 방안 및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
스마트 파킹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

충전 인프라

공영주차장 내부에 전기 및 수소차 충전기를 구축

Vehicle 2 Grid

태양력⋅풍력을 차배터리 예비전력으로 저장

주거지 관리 통합
플랫폼

주거지 수선과 관련된 공공지원사업과 민간 부문(주택 수선 기술자 및 업
체), 지역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집수리 교육
집정리 교육
집수리 지원
빈집정비사업 (공⋅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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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스마트기술 제안
노후 저층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해 ICTs에 기반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대상지에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공감마을 활성화계
획(안)을 분석하여, 해당 계획과 관련이 있는 13개의 스마트기술을 찾아낼 수 있었으
며, 스마트기술이 적용되는 물리적 공간의 유⋅무에 따라 물리적(하드웨어), 비물리적
(소프트웨어) 계획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물리적(하드웨어) 계획은 주거환경, 가로환경,
주민이용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물리적(소프트웨어) 계획은 도시관리플랫폼, 생활⋅
복지로 범주화하였다.
표 5. 스마트기술과 서비스 유형
계획의 재생분야
주거환경
주민이용시설
하드웨어
가로환경

도시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생활⋅복지

스마트기술

서비스 유형

스마트 에너지 절약 시스템

환경, 생활

스마트 파킹

교통, 생활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교통, 환경

Vehicle 2 Grid

교통, 환경

스마트 쓰레기통 및 쓰레기 관리

환경, 생활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

안전

스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

안전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 팜 서비스

환경

공공공간 통합관리 플랫폼

생활

주거지 관리 통합관리 플랫폼

복지, 생활

사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

안전, 복지

비콘기술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

생활

비콘기술 기반 프로그램 홍보

복지, 생활

물리적(하드웨어) 계획에서 주거환경 분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 에너
지 절약 시스템이 있으며, 해당 기술은 환경과 생활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이용시설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파킹,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Vehicle 2 Grid가 있는데, 스마트 파킹은 교통과 환경 유형, 친환경 충전 인프라는 교통
과 환경 유형, Vehicle 2 Grid는 교통과 환경 유형에 속한다. 다음으로 가로한경에 속하
는 스마트기술은 스마트 쓰레기통 및 쓰레기 관리,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 스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 팜 서비스가 있으며, 스마트 쓰레기통 및 쓰
레기 관리는 환경과 생활 유형,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는 안전유형, 스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는 안전유형,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 팜 서비스는 환경유형에 속한다.
비물리적(소프트웨어) 계획에서 도시관리 플랫폼은 공공공간 통합관리 플랫폼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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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관리 통합 플랫폼의 스마트기술로 구성되며, 공공공간 통합관리 플랫폼은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서 생활유형이고, 주거지 관리 통합관리 플랫폼은 복지, 생활유형에 속
한다. 다음으로 생활⋅복지 재생분야에 속하는 스마트기술은 사회적 약자 안심 서비
스, 비콘기술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 비콘기술 기반 프로그램 홍보가 있으며, 사
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는 안전, 복지 유형에 속하고, 비콘기술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
비스는 생활 유형, 비콘기술기반 프로그램 홍보는 복지, 생활 유형에 속한다.

그림 4. 노후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스마트기술 제안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스마트기술의 특성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93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ICTs를 활용한 스마트기
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계획의 단위사업을 분석
하여 ICTs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었고, 13개의 스마트기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출된 스마트기술을 범주화하여 하드웨어를 다루는 주거환경, 주민이용
시설, 가로환경,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도시관리 플랫폼, 생활⋅복지부문으로 구분하였
으며, 주거환경분야의 스마트기술은 ‘스마트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고, 주민이용시설
분야의 스마트기술은 ‘스마트파킹’,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Vehicle 2 Grid’이
다. 가로환경분야의 스마트기술은 ‘스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스마트 쓰레기통 및 쓰레기 관리’이고, 도시관리 플랫
폼 분야의 스마트기술은 ‘공공공간 통합관리 플랫폼’, ‘주거지 관리 통합관리 플랫폼’
이다. 끝으로 생활⋅복지분야의 스마트기술은 ‘사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 ‘비콘기술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 ‘비콘기술 기반 프로그램 홍보’이다.
먼저 주거환경분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 에너지 절약 시스템인데, 해당
기술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과 연계하여 조성되는 행복주택 조성사업과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신축되는 건물에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시설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주민이용시설분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파킹,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
프라, Vehicle 2 Grid이다. 해당 기술들은 모두 주차장 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스마트파킹은 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하여 주차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플랫폼(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이동형 스마트 인프라(스마트 폰 등)을
활용해 실시간 주차 정보를 취득하는 서비스이다.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와 Vehicle
2 Grid는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기술이다. 우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의
기능을 복합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주차장의 이용률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의 친환경 차량 이용률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Vehicle 2 Grid는 태
양열 집광판을 통해 수집된 에너지를 자동차용 배터리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가로환경분야에 적용한 스마트기술은 스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서비
스,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 팜 서비스, 스마트 쓰레기통 관리가 있다. 스쿨존 보행
안전 서비스는 학교 주변 가로에 CCTV와 속도감지센서를 설치하여 규정 속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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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행하는 차량에게 학교 앞 도로임을 인지시키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대상지 내
에 위치한 송도중학교와 대상지와 인접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 주변
가로에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가로등 서비스는 CCTV, 안심벨, 센서, LED 가로등을
함께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해 생활 안전, 불법 주⋅정차, 사건⋅사고 등을 감
지하는 서비스이다.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 팜 서비스는 대상지 내 자투리 공간을
공동 텃밭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존 텃밭 프로그램은 상주하
는 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사
물 인터넷 기술과 태양광 발전장치를 함께 설치하여 텃밭 내부의 온도, 조도, 습도 등
의 환경 정보를 수집,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쓰레기통 및 쓰레기 관
리는 쓰레기통에 센서를 설치하여 쓰레기양에 대한 정보를 관리체계에 전달하는 시스
템인데, 불필요한 수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물리적인 계획인 도시관리 플랫폼에서는 주거지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공공간 통
합 관리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주거지관리 통합 플랫폼은 주거지 수선과 관련된 공공
의 지원 사업과 민간 부문(주택수선 기술자 및 지역 업체)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한 지
역 주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주민이 파손된 주택의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플랫폼으로 전송하면, 플랫폼에서는 해당 파손 부위에 적합한 공공의 지원사업과 주택
수선 기술자를 연결해 보다 양질의 주거지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음으
로 공공공간 통합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공공공간(노인복지시설, 도시재
생현장지원센터 등)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지역어울림 거
점공간, 세대공감 지원센터 등)의 사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의 시설 접근
성을 높이는 서비스이다.
생활⋅복지와 관련된 스마트기술은 사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와 비콘기술 기반 소상
공인 마케팅 서비스, 비콘기술 기반 프로그램 홍보이다. 사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는 아
동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GPS를 활용한 위치, 경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다. 다음으로 비콘기술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는 비콘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모바일 상품권 및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비콘기술 기반 프로그램 홍보는 기존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등)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입
될 프로그램(청년창업 프로그램, 학생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잠재적인 이용
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계획 분석을 통해 스마트기술 요소의 특성을 도출
하고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나,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스마트기술의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과 다양한 위계의 사
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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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도시재생에 적용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
재생뉴딜사업에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스마트기술의 특성을 도출하고 노후 저
층주거지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해 ICTs에 기반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대상지에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공감마을 활성
화계획(안)을 분석하여, 해당 계획과 관련이 있는 13개의 스마트기술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스마트기술이 적용되는 물리적 공간의 유⋅무에 따라 물리적(하드
웨어), 비물리적(소프트웨어) 계획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물리적(하드웨어) 계획
은 주거환경, 가로환경, 주민이용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물리적(소프트웨어)
계획은 도시관리플랫폼, 생활⋅복지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노후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의 적용이 보다 보편화되고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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