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은 우리 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 (ICTs)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공간에서는 주택 빌딩의 자동화와 교통, , 

수단의 무인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Energy harvesting) 

고 있다 여러 계층의 단위공간을 포괄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공간이. 

라는 물리적 기반에 인프라가 결합하여 도시문제 해결이나 도ICTs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

회체계로서 스마트시티가 통칭되고 있다.

공간과 의 결합은 컴퓨터의 등장 초기 가상도시ICTs (Cyber City) 

등의 개념에서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년 1988

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의 개Mark Weiser ‘ ’

념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실공간에서는 년대 말부터 시. 1990

작된 의 의 등에서 그 시초를 찾을 HP Cool Town, MS Easy Living 

수 있다 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의 을 . 2000 EU IntelCity Roadmap[1]

통하여 를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소통의 장ICTs

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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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잘 구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시ICT 

티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나 그 경로는 매우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년대 중반부터의 를 중심으로 . 2000 U-City

신도시 단위에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와 개발ICTs 

이 이루어졌다 반면 일본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공간 전. , 

체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개념으로 확장하고 노무라연구소( , 

년대 초반 국가 총무성의 계획 의 주요 정책2000), 2000 ( u-Japan )

과제로 도시공간에 정보통신을 적용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

립과 이에 따른 실증사업을 이어오다가 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2010

형태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 ICTs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를 이용하, ICTs

여 자연재해 환경보전 배출 도시쇠퇴 등 기존 도시의 문제를 , (CO2 ),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던 전, 

자산업 등의 쇠퇴 등과 맞물려 향후 일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

도산업으로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관련기술과 , ICTs 

에너지 관련기술을 특정 공간에 접합시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이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세계로 발신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 .

최근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국정과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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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Smart city is one of key iss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ough various types of smart city policies and plans 
are presented in many countries, concepts and policy approaches related to smart city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Especially, in Japan, there are clearly different policies are having been presented and implemented during 
recent decade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low of Japanese national ICTs strategies and 
analyze smart city projects on the viewpoint of goals, propulsion bodies, technologies and outcomes. Method: Different 
types of smart city projects are dissected from the social and policy background to the implementation effects together 
with services and technologies involved. Smart cities in Japan are based on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social problems; decline of Japanese initiatives in the world economy and urban and rural shrinking, etc. 
Since 2010, smart city projects in Japan are introduced by central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and academy-private 
cooperation. The size of target areas are also very diverse such as metropolitan, new-town development site and even 
small residential area. The goals of the projects are divided into 3 parts; environmental problem solving, initiatives in 
technology and citizen's quality of living. Main technologies for the projects are energy related. Result: Japanese smart 
cities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ed, initiatives in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community and quality of living oriented urban strategy.

2019 KIEAE Journalⓒ 

스마트시티
일본의 스마트시티 유형
스마트시티 정책

Smart city
Types of smart city in Japan
Smart city policy 

A C C E P TA N C E  IN F O 
Received Mar 14, 2019
Final revision received Apr 24, 2019
Accepted Apr 29, 2019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2813/kieae.2019.19.3.005&domain=http://kiea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일본 스마트시티의 프로젝트의 기술적 정책적 특성 분석, 

6 KIEAE Journal, Vol. 19, No. 3, Jun. 2019

되면서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증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그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 스마트시티 정책의 바탕을 이. 

루는 정보화전략 및 스마트시티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 

경제산업성의 스마트 커뮤티니 프로젝트 동경대 연구팀과 미츠이, 

부동산 등이 참여한 산학공동사업으로서의 카시와노하 프로젝트, 

파나소닉 주 의 후지사와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

및 총무성의 마치즈쿠리 도시만들기 프로젝(Fujisawa SST) ICT ( ) 

트의 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각각의 목적 거버넌스 주도 및 참여 4 , (

주체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스마트시티 ),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2. 문헌고찰

2.1.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유형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잘 알려진 대로 도시공간에 가 결합된 ICT

도시로서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도시에 ㆍ빅. “ ICT

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 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다양한 ” , “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ㆍ복합할 수 있는 공

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 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2]. 「 」

는 스마트시티를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서 건설되Mines(2011)

는 경우 기존 도시를 개조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만드는 경, (retrofit) 

우 그리고 캠퍼스나 기업도시 과 같은 비 도시형의 (company town)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마다의 경제 및 [3]. 

발전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 활용되고 , , 

접근전략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주

도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 

하며 아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공공주도로 도시문제 해결 또는 경기, 

부양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하는 것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황종성 은 스마트시티의 유형을 플랫폼 중심 기반 과 도[4] (ICT )

시기반 중심 비 기반 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존 도시와 신도시( ICT ) , 

로 나누어 모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중심의 스마4 . ICT 

트시티는 도시를 플랫폼 화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 , ICT 

중심은 도시기반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 같이 . 

정보통신 뿐 아니라 데이터와 서비스까지의 전반적인 구조가 잘 갖

추어져 있어 이들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있는 반면 유럽의 도시들은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국의 도시들은 더 많은 인구가 살, 

아갈 수 있도록 기능과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스마트시티를 추

진하고 있다.

이현구와 오재인 은 스마트시티를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2017)

서비스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기도 하였으나 스마트시티가 각 도[5], 

시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학문적으

로 구분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2.2 

일본의 스마트시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문헌에 소개

되었다 임윤택과 이상호 는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일반화. (2011)

되기 이전 일본 유비쿼터스 사업의 현황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일본 , 

중앙정부와 민간 차원의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타운 구상 추진사업 등과 함께 [6]. FDC 

와 등이 주도하고 미츠이(Future Design Center) e-Solutions (三
부동산 등이 참여한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사업도 최) ( ) の井 柏 葉

초로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많은 기관에서 해외 스마트시[7] 

티 추진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에 일본의 스마트시티들이 소개되

기는 하였으나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증실험 인구소멸에 대응하, [8], 

기 위한 스마트시티 활용전략 등 특정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 소개[9] 

가 대부분이며 시기별 정책방향의 변화 프로젝트의 추진 목적이나 , , 

대상 도시의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연

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3. 일본의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3.1. 일본의 정보화전략과 스마트시티

전략1) e-Japan 

일본 정부는 정보화전략으로써의 전략을 년 월 발e-Japan 2001 1

표하였고 년 월 당초 목표를 달성하자 년 월에 , 2002 8 2003 7

전략 를 발표하였다 이 전략의 특징은 초고속 네트워크e-Japan . Ⅱ

의 인프라 정비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확대시켜 국민

이 편리성을 돕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일본, IT

이 활력있는 새로운 일본이 강국으로 탄생한다는 재생비전이다IT . 

이는 미국의 수퍼하이웨이 한국의 초고속정보망구축계획 싱가포, , 

르의 등 국가정보화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에 의해 정보인프라IT21 

의 구축 등의 성과를 얻는데 자극받아 종합적인 국가정보화정책인 

전략을 추진하여 정보화의 낙후를 일거에 만회하고e-Japan , 2005

년에 세계 최고수준의 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야IT

심찬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10].

그러나 전략은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이 이를 , e-Japan IT 

활용하고 또 그 혜택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서 의 IT

국가 사회정책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간정책으로의 연계는 시기상조․
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등과 총무성의 유비쿼터스 실증사업2) u-Japan 

한국에서 년 정책을 내놓은 다음 해인 년 일2004 u-Korea 2005

본 총무성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당시 일본은 분u-Japan [11]. ICT 

야를 구조개혁의 선두에 두어 년에는 세계 최첨단 국가로 2005 ICT 

만드는 한편 년 이후에 도래하는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2006

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ICTs . 

에서는 에 의해 국가과제가 해결되는 년 사회를 u-Japan IT 2010

유비쿼터스넷 재팬 이라고 제창하였다 그리고 u-Japan( ) . u-Japan

의 는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유비쿼터스 로서 u , ‘ (ubiqui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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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임과 동시에 다른 하나는 보편성‘ , ’ , ‘

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를 말한다 즉 누구나가(universal)’ ‘ , ’ . , ‘ ,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 ‘ , ’ 

경이 정비되어 개변 서비스 및 기술뿐만 아니라 통합되어 새롭게 IT

활용할 수 있으며 과제의 해결로 사회에 공헌함을 의미한다, . 

의 실현을 위해서 생활자의 요구에 기반한 과제의 해결u-Japan , 

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유비쿼터스넷 사회의 기반구축 유비쿼ICT , 

터스넷 사회에서 장애와 불안 해소 등 세가지 기본골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 패키지를 책정하였다 생활자 요구에 기반한 과제의 . 

해결에 대해서는 의료와 환경 등의 안전 안심에 관한 테마에 주요 관․
심과 요구가 있으므로 각각에 개의 과제를 도출해냈고 해결방안10

을 제시하였다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 ICT

의한 다이나믹한 실현e-business collaboration , IPv61)로의 이행과 

시큐리티 확보 등에 의한 정보가전 등 네트워크로의 대응 컨텐츠의 , 

윤택한 유통 자유롭고 안전한 이용 촉진 인재 기업 육성 등의 목표, , ․
달성을 위한 검토과제이다 특히 유비쿼터스넷 사회를 지탱하는 기. , 

술기반의 전체 구조와 규격의 표준화에 있어서 관민의 역할분담과 

각 산업분야 마다에 특히 중점적으로 구성할 항목과 목표설정에 대

해서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였다[12].

전략 3) x-ICT

과 전략을 통하여 일본의 인프라 구축 환e-Japan u-Japan ICT 

경은 마련되었지만 산업 및 이용 산업의 발전은 미흡하여 ICT ICT 

산업 전반 특히 산업에 있어서의 국제적 존재감 저하를 우려하, ICT 

고 있었다 일본 총무성은 성장력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13].  ICT 

성장력 강화를 위한 비전 모든 산업 지역과 의 심화ICT “xICT : ICT․
된 융합을 위해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4].

성장력 향상을 위한 혁신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는 ICT xICT

를 곱한다는 의미로 그 대상에는 산업 및 지역 등 모든 분야와 ICT , 

연계 가능  즉 의료 주택 환- , xICT= u-Hosptial, xICT=u-Home, 

경 등으로 응용가능하며 또는 을 의미하xICT=u-Eco , ‘eXtensible'

여 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 연계력에 의ICT . xICT 

해 산업이 변화하는 모습은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 하는 것과 기‘ ’ 

존산업의 효율성향상 을 통한 체질 개선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

는데 새로운 사업영역은 , 기존 업태의 변화 이업종간 연계1) , 2) , 3) 

신규사업의 창출 등이며 기존산업의 효율성 향상은 기업 내 효율성 , 1) 

향상 국내 기업간 효율성 향상 해외 기업간 효율성 향상 등이다, 2) , .

의 목표는 모든 산업 지역과 의 심화된 융합을 실현함x-ICT ICT․
으로써 지역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가 주요 목표이다 특히 지역 . , 

는 중심도시의 집적효과 상승과 주변 시정촌x-ICT 1) 2) ( ; 市町村
일본의 기초지자체 의 커뮤니티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지) .  

역성장력은 산업 및 이용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을 ICT ICT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의 목표인 유비쿼터스 사회 실. u-Japan 

현을 위한 추가 전략이며 고령화 등 사회문제 경제성장과 환경 등 , 

다양한 미래사회에 당면한 이슈들을 정책 테마로 부각시킨 것이다.

스마트재팬 전략4) ICT 

년 일본 총무성은 스마트재팬 전략 을 발표하였다2014 ICT . 「 」

이는 성장전략과 의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이니셔티브ICT ICT ․
를 결합한 전략으로서 년 위에서 년 위까지 하락한 일, 2005 8 2013 21

본의 경쟁력 을 끌어올리는 한편 도쿄올림픽 등 일본의 ICT (WEF) , 

현안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15].

스마트재팬 전략에서 내세우는 대 비전은 년까지 ICT 3 2020 '① 

지식 정보 강국 실현 에 의한 지구 일본 그리고 상대국의 과' , ICT , ② 

제 해결 글로벌 시점에서의 스피드 와 실천 이다 이 전략에서는 , ' ' ' ' . ③ 

주 대상을 과 인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단계 인프라와 ASEAN 1 (ICT 

정보보호 와 단계 방재 콘텐츠 의료 교육 전자정부 관련 솔루) 2 ( , , , , 

션 의 단계별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문제 해) . IT 

결을 위해 개별 솔루션 단위가 아닌 인프라에서 단말기 시스ICT , 

템 제도 운영 컨설팅에 이르는 패키지 단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 / ,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보

인다는 점이다.

Policy Period Goal Evaluations

e-Japan

2001
 (e-Japan)

2003
 (e-Japan )Ⅱ

ㆍIT infrastructure for 
growth toward IT- 
powerful country

ㆍPoor likage with spatial 
policy

u-Japan 2005

ㆍWorld best ICT 
country

ㆍICTs to solve national 
problems 
(low-fertility and 
aging, etc.)

ㆍUtilization of ICTs for 
citizens' needs and in 
field experiments

x-ICT 2008

ㆍIn-depth convergence 
of all industry-region 
and ICT

ㆍHighlighting variou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as policy themes 

Smart
Japan 
ICT

2014

ㆍRai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lve current issues 
with ICT

ㆍPackaged solution with 
ICT infrastructure, 
terminals, systems and 
operation institutions 
and consulting

Table 1. Characteristics of National IT Strategy of Japan

3.2. 마치츠쿠리와 스마트시티의 결합

유럽에서는 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ICT

전략에 일찍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초 도시계획에서 [16]. ICT

는 주로 시민참여를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되었지만 이후 도시[17], , 

재생 수단으로서의 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저비ICT

용의 친숙한 도구를 이용한 저소득층 교육수준의 향상 커뮤니티의 , 

개방과 이웃에의 소속감의 증대 시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 

의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18]. 

는 쇠퇴한 도시의 재생 전략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스ICT , 

마트시티의 사례로 흔히 회자되는 바르셀로나의 22@Barcelona 

와 헬싱키의 사례와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19] Arabinanranta [20]. 

일본은 중앙정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이 주관하여 를 활용한 ( , ) ICT

지역활성화 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마치츠쿠리 등을 체계적으, ICT ( ) 

로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도쿄도의 미타카시[21-23]. , (東京都 三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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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돗토리현 돗토리시 등은 년대 초반부터 ) ( ) 2000市 鳥取県 鳥取市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에 를 적용하여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ICT

로 보고되고 있다[24]. 

이후 일본에서는 컨설팅 기업들도 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및 ICT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전산 미츠이부동산 개발. IBM( ), ( ), 

히타치제작소 에너지 파나소닉 가전 통신 등의 주요 업( ), ( ), KDDI( ) 

체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종 솔루션들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는 이후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서 민 관 [25] -

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4. 일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특징 분석

4.1. 스마트커뮤니티 실증사업(2010)

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 개발되어 온 우리나라의 유시티가 방범, 

과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스마트시티에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에너지 절약

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대부분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커뮤니티를 공유경제의 하나의 형태‘

로서 IoT2)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에너

지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 [26].

스마트시티는 일본이 년부터 추진 중인 일본 신성장전략 의 2010 ‘ ’

일환이며 이 사업을 통해 일본 내에 스마트시티 건설할 뿐 아니라 , 

해외로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년 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공모했으며 에서 보는 2010 1 , Table 2.

바와 같이 요코하마시 도요타시 게이한나 학연도시 기타큐슈시의 , , , 

개 도시가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4

협력해서 에너지중심의 스마트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실증사업을 

시행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스마트커뮤니티를 커뮤니티 단위에 분산형 에너‘

지를 또는 축전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를 통하IT (EMS)

여 종합적으로 관리 최적화하면서 고령자 볼봄 등의 생활지원서비․
스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정된 시범사업에[27].  

서는 에너지의 생산 저장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화를 목표로  , , 

가정용 배터리 사‘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용 등 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요코하’, ‘V2G(Vehicle to Grid)’ . 

마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년에 개 가정에서 2013 1,500 HEMS 

서비스를 시행하였다[28].

이들 네 개 도시에서 시행된 에너지중심형 스마트커뮤니티 실증

사업은 사업내용의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에너지의 저90% , 

장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의 , . 

시행은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부가 공모에 참여하는 형태이며 선, 

정된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

어 전력회사 가스회사 자동차회사 도요타 등 전기자동차 관련 등, , ( ) 

의 민간기업이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의 절감

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은 장래의 비즈니스를 실증하는 효과를 추

구하고 있다. 

Contents

Governance
ㆍSuggested by central government
ㆍ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in 

the region

Goals
ㆍDeveloping energy efficiency by reducing consumption and 

enhanced distribution 
ㆍSite testing for the business model of private companies  

Target 
places

ㆍVarious level (metropolitan city,  local core city, new town 
and housing complex)

Technology ㆍFocused on environmental technologies (energy-related)

Characteristic ㆍNational level energy technology test-bed

Table 3. Characteristics of Smart Community Project

스마트커뮤니티 실증사업은 중앙정부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방( ) 

정부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에너지 효율화와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향

후 비즈니스를 위한 실증실험이었으며 대상 공간은 대도시 요코하, (

마 부터 단독주택지역 도요타시 등 그 규모가 상이하였다 이를 간) ( ) . 

단히 요약하자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Location
and Type Organization Goals Contents

Yokohama City
(Metropolis)

Yokohama City, Toshiba, 
Panasonic, Accenture, etc.)

Reduce CO2 emission :
- Residential  30%  by 2025

ㆍEnergy management system that integrates HEMS, BEMS, EV
ㆍPV(27,000 kW)
ㆍUse of heat and unused energy
ㆍ4,000 smart houses, 2,000 EVs

Toyota City
(Detached 
Housing)

Toyota City. Toyota Motor, 
Chubu Electric
Power, Toho Gas, etc

Reduce CO2 emission : 
- Residential  20% 
- Transportation 40%

ㆍ Use of heat and unused energy in addition to electricity
ㆍ Demand response at more than 70 homes 3,100 EV, V to H and V to G

Keihanna
District

(Residential 
Dirstrict)

Kyoto Prefecture, Kansai 
Electric Power, Osaka Gas, 
Kyoto Univ., etc.)

Reduce CO2 emission : 
- Residential  20% 
- Transportation 30%

ㆍ Install PV on 1,000 homes, EV car sharing system‐
ㆍManagement of grid connected PV and fuel cells in houses and buildings

(visualization of demand)
ㆍGrant “Kyoto eco points” for green energy usage‐

Kitakyushu City
(Local Core City)

Kitakyushu City, Fuji 
Electric Systems, GE, IBM, 
Nippon Steel

Reduce CO2 emission : 50% 

ㆍReal time management of 70 companies and 200 houses‐
ㆍEnergy management using HEMS, BEMS
ㆍEnergy system that coordinates demand side management with overall power 

system

Table 2. Outline of Smart Commun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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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2010)

일본은 년경 부터 도시공간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2010 IT 

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시와노하, ( の柏
스마트시티이다 카시와노하 프로젝트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 葉

과의 선진기술 격차가 커지고 한국 등 후발국과 제조업 등에 있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위기를 느낀 일본 과학기술인들이 기술력을 

결집하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세계 시장에 보급 일본 표현(

은 발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도쿄대학 전 총장인 코) . 

미야마 히로이 가 주도하는 도쿄대학 연구팀과 ( )小宮山前
라는 기획집단 그리고 물리적인 도시개발을 담당한 미e-solutions 

츠이 부동산 이 주축이 되어 스마트시티기획 주 를 설( ) ( )三井不動産
립하고 여기에 핵심 요소기술들을 제공하는 관련 기업들의 컨, ICT 

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주요 내용은 . ICTs

와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술을 결합하여 차세대 저탄소 사회

를 목표로 스마트그리드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도시 단위로 요소기술의 결합을 통한 스마트

시티의 조화로운 운영이며 이를 위하여 개의 구성요소와 이들을 , 5

통합한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29].

스마트시티기획 주 는 지역 센터 스마트빌딩 스( ) EMS , , ① ② ③ 

마트 하우스 차세대 자동차 인프라 분산전원 시스템의 개 , , 5④ ⑤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필요한 기술요소를 모두 커버한다 참가기업. 

은 각 분야에서의 리딩기업이 집결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

으로써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는 도쿄전력. EMS

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발전기 및 전원제어시스템의 특화기술을 가

지고 있는 히타치제작소가 참여한다 스마트빌딩 분야에는 부동산. 

미츠이 설계 니켄세케이 그리고 건설회사 시미즈 등이 참여하( ), ( ), ( ) 

여 그린빌딩의 기획 설계 시공 기술을 집약하였다 이들 개 구성, , . 5

요소는 통신망 을 통하여 연계된다 이들은 개발된 기술의 사(NTT) . 

업 전개를 위해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6 . 

글로벌 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채널 활용①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역 최적화 모델 제공② 

실증실험과 사업계획의 동시 진행③ 

일본에서의 쇼케이스 개발 운영 후 세계에 발신, ④ 

마케팅( )

전체적 최적모델의 설계 야간충전을 통한 시간적(⑤ 

배분 지역전력의 품질 및 안전성 시뮬레이션 등, , )

어드바이스 주체 도쿄대학 와 참여기업의 ( , FDC)⑥ 

연계에 명확한 책임과 역할 규정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부동산개발 기획부터 설계 에, 

너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까지 일관된 도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적용된 기술적 내용은 스마트커뮤티니 실증사업에. 

서의 에너지중심형 스마트시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 도

시에 에너지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 

를 대상으로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시티를 일본 국내 및 제ICT 3

국 세계 에 사례를 수출하고자 하는 것을 표방함으로써 때 ( ) U-City 

부터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수출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신도시의 개발비용에 고도의 인프라IT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기술의 적, 

용 관련 비용 또한 참여기업들이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기술 및 기획 어드바이스 집단 해당 지, 

자체 및 참여기업 등 추진체계 거버넌스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

례를 통해 비즈니스모델까지 만들어 가능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스

마트시티 구축 전략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카시와노. 

하 스마트시티는 신도시 캠퍼스타운 개발 에 전력망 등 에너지기술 ( )

위주의 사례를 제안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니즈 를 반영하, (needs)

기가 불가능하며 교통 방범 헬스 산업 등 타 분야의 컨텐츠가 다, , , , 

양하게 구성되지 않은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Contents

Governance
ㆍAcademy-private companies cooperation

(Energy related companies with real estate developer)
ㆍ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Goals ㆍTechnological initiative in comprehensive energy business

Target 
places

ㆍNew town development site
(Kashiwa city, Chiba prefecture) 

Technology ㆍEnergy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Characteristic ㆍCombination of comprehensive energy technology with real 
estate development

Table 4. Characteristics of Kashwanoha Smart City Project

4.3. 후지사와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일본의 기술력을 결집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초로 삼는다는 카시

와노하 스마트시티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기술을 강조하면서

도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 

다가오는 미래에 도시문화와 가치관이 스마트시티라는 기술기반의 

도시구상에 융합된 형태의 개념들이 등장하였다[30]. 

도쿄 서남부 후지사와시 쓰지도 의 약 에 세( ) 19ha 1000辻堂
대의 주택 단독주택 세대 공동주택 세대 과 기타 상업 복지( 700 , 300 ) , 

시설 등을 개발하는 후지사와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후지사와 (

은 가전제품 회사인 이 자사의 공장 이전적지에 개발SST) Panasonic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단지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통한 에너. 

지의 자립 외에도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 창조 하고자 하는 목( )

표를 내세웠다 후지사와 는 미래의 커뮤니티 모빌리티 에너. SST , , 

지 방범 그리고 건강 웰니스 등을 확보하려는 스마트 라이프스타, ( ) ‘

일 을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스마트 스페이스 를 계획한 후 이를 구’ ‘ ’

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인프라 를 구축하였다 후지사와 ‘ ’ . 

계획시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지원하는 다양한 SST 

서비스를 검토하여 에너지 이동성 안전성(energy), (mobility),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 플랫폼(security), (health-care) (community 

등의 세부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platform) [31].

후지사와 는 민간기업이 자사의 공장 이적지에 자사의 기술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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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투자하여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주거단지를 개발한 사례이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시티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업이 아니며 기업, 

의 현재 기업이미지 향상 및 장래 이익 미래 신사업 발굴 을 위한 ( ) ( )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파악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주. , 

거단지라는 단일 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브라운필드 재개발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다. 

Contents

Governance ㆍPrivate company (Panasonic)

Goals ㆍSuggestion of smart lifestyle
ㆍUtilization of unused real estate

Target 
places ㆍSmall size new town (residential area for 1000 households)

Technology ㆍEnerg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ㆍCommunity supporting services with ICT technologies

Characteristic ㆍSuggestion of smart city layer;
lifestyle - services(technologies) - infrastructure

Table 5. Characteristics of Fujisawa SST Project

후지사와 도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의 생산 절약 및 비축 등 환SST , 

경문제에 집중하지만 거주민들의 생활 안전 건강 그리고 커뮤니, , , 

티 등 생활 전반에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진일보한 스마트ICT 

시티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가전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 , 

업인 파나소닉이 도시 전체는 아니지만 단지 규모의 스마트시티 계

획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것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

향을 미쳤다 후지사와 는 이후 국토교통성의 저탄소지구 도. SST 「

시만들기 나 총무성의 를 활용( ) [32] ICTまちづくり 」 「低炭素地區
한 새로운 도시만들기( ) [23] を した たな づくりＩＣＴ 」活用 新 街
등과 같이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등의 분야로 기술을 접목시키ICT 

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4. 마치즈쿠리 도시만들기ICT ( )

최근 일본의 도시정책은 크게 인구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컴팩

트시티 입지적정화 정책 과 기술의 도시공간에의 도입을 ( ) [33] ICT 

위한 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가 ICT (ICT )を した たな づくり活用 新 街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년 이후 일본 정부 총무성 는 도시공. 2012 , ( )

간에 를 적용하는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스마트ICT

시티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를 적용하는 ICT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은 활용 도시만들기의 배경으로 동일본대[23] ICT 1) 

지진의 경험에서 정보의 활용 및 국가재생에의 공헌 필요성 저출, 2) 

산 고령화 커뮤니티 재생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및 범죄 재해에 대, , ․
한 대응 등 지역문제의 해결 의 발전에 따른 기술 및 정보의 , 3) ICT

활용 그리고 의 차세대 인터넷 민관제휴 프로그램 등 대규모 , 4) EU

연구개발에 대응하고 아세안 스마트네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는 글

로벌 진출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 적용된 도시의 모습을 스마트타운 으ICT 「 」

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타운은 무선네트워크나 클라우드 등 재. 

해에 강한 기술과 빅데이터 센서네트워크 등 첨단기술을 조합하, 

여 행정 뱅재 관광 교통 교육 농림수산 환경 에너지 의료 복, , , , , , , ․ ․
지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ICT 

이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타운의 실현을 통해 도시의 매력. ICT 

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 

의 해결 등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평. 1) 

상시에는 를 이용하고 재해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ICT

며 주민 등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빅데이터를 활용, 2) , 3)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 도시만들기 사업의 기. ICT 

본기능을 다음의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5 [23].

평상시에는 도시의 자립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의 종합적 ICT① 

이용을 추진하되 긴급시나 재해시에는 방재 및 감재기능을 발, 

휘 

공통 등 실시간 데이터 또는 행정기관 보유 데이터 등의 빅ID ② 

데이터 이용 촉진

위의 및 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네트워크 등 ③ ① ②

인프라를 정비 연계하고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ICT /

휴대전화 또는 디지털 지역밀착형 등의 인터페리TV, CATV 

스를 통한 주민참여 확보

장래 도시의 발전성 등을 따라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추④ 

가기능과 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하며 해외와의 연계 가능성, 

을 고려한 미래의 상호접속 가능성 확보

도시만들기에 관한 명확한 전략 수립과 추진에 주민 산업계, , ⑤ 

학술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세, , 

대의 인재를 육성하거나 커뮤니티 재생을 고려

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년부터 년간 일본 전ICT 2012 3

국의 개소를 선정하여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27 . 

도시별로 가장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를 활용하였ICT

고 그 성과들을 타 지역에 전파하고 있다 시범도시들에서 제시, . 

하고 있는 사업들은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야생조수 피해대‘

책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마이넘버카드 활용을 가정한 모자’( ), ‘

건강지원 군마현 마에바시시 마이넘버카드 활용을 가정한 ’( ), ‘

고령자 건강돌보미 돗토리현 난부쵸 농작물의 지산지소 시’( ), ‘

스템 오키나와현 쿠메지마쵸 와 같이 를 활용하지만 특정 ’( ) ICT

주제에 관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지방정. 

부의 제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과 ,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이와 같이 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필ICT

요로 하는 소규모 단위사업의 성격이 크고 사례전파도 유사한 , 

문제를 지니고 있는 기초지자체 를 대상으로 확산시키( )市․町․村
고 있다. 

다른 스마트시티 사업들과는 다르게 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ICT

유형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에너지 등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적, 

용 기술도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기술만이 아닌 전반에 ICT 

걸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지역에 상대적으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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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함으로써 를 보다 시민들에게 ICT

가까이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ontents

Governance ㆍLocal government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Goals ㆍUrban regeneration using ICT

Target 
places ㆍ Urban and rural area(especially in declined area)

Technology ㆍVarious ICTs related to citizen's life
(welfare, crime prevention, education, etc.)

Characteristic ㆍBottom up process of ICT application to solve urban 
problems and enhance citizens' quality of life

Table 6. Characteristics of ICT Machizukuri Project

4.5. 소결 일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특징;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일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종합하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스마트 커뮤티티 프로젝트 경제7 . (

산업성 와  마치츠쿠리 프로젝트 총무성 등 스마트시티는 중) ICT ( ) 

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반면 민간기업 후지사와 또는 , ( SST) 

민간과 학계의 협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등 다양한 사업추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지사와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 , SST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기술

의 실증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진 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는 구조를 띄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구축 대상지역은 광역대도시 요코하마 부터 지방( )

의 마을 단위 또는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지역까지 다양한 규모( ) 村
의 도시 농촌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규모 신도시 , 

위주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산업성에 추진한 스마트 커뮤니. 

티 프로젝트는 광역대도시 요코하마 년 인구 만명 부터 ( , 2015 372.5 )

단독주택단지까지 규모별로 실증사업을 진행하였다 카시와노하 . 

스마트시티는 도쿄 인근의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기술집약적인 실증

사업을 진행하되 부동산 개발회사와 연계하여 향후 첨단기술이 내, 

재된 도시개발모델로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커뮤니티 중심형. 

인 후지사와 의 경우에는 개발주체인 파나소닉의 옛 공장 이전SST

부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첨단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브라

운필드 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Brown Field) . 

마치츠쿠리의 경우에는 일본 전국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ICT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적용하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ICT , 

최초 의도와 같이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에 대한 재생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Projects Governance Target Goal Contents Technologies

Smart 
Community 

Project

Central Government 
(M. of Economy & 

Industry) 
and Local Government

Metropolis
(Yokohama)

Local Core City 
    (Kitakyushu)

Residential 
(Keihanan 

Kakentoshi)
Single Housing

   (Toyota)

Suggesting Japanese Smart Grid 
System and Smart Community

Energy centered 
smart community 
verification 
experiment on 
various forms of 
cities.

ㆍCEMS, HEMS(Energy managing system)
ㆍCommunication interfaces connected to 

Households and electric power companies. 
ㆍV2H(Charging electric vehicles)
ㆍOn demand electricity supply
ㆍOthers 

(transportation and related  services)

Kashiwanoha
Smart city

Academy-Industry 
cooperation

(Universities, 
technology planning 
firms, and real estate 

developers set up Smart 
City Planning 
Corporation)

Kashiwa City, 
Chiba-ken

Kashiwanoha 
Campus

(New town)

Concentrating technology to 
solve national tasks and 
distribute to international market

Smart grid on new 
town development 
site combined with 
ICTs and electricity 
centered-energy 
technology for next 
generation low 
carbon society

ㆍLocal EMS center
ㆍSmart buildings
ㆍSmart houses
ㆍNext generation automobile infrastructure
ㆍDistributed power system
ㆍIntegrated simulation of the components 

mentioned above

Fujisawa
SST

Private Company
(Panasonic etc.)

Fujisawa City, 
Kanakawa-ken 

(Residential 
Complex with 
approximately 

1,000 households)

Smart town sustainable for a 
century
ㆍreducing carbon emission and 

water consumption for 70% 
and 30% each, improving 
renewable energy for 30% 

ㆍCapable of maintaining 
livelihood for more than three 
days in case of major disaster

‘Smart lifestyle’ 
that focuses on 
providing future 
community, 
mobility, energy, 
security and 
health/wellness 

ㆍPursuing optimum combination with 
community by adopting concepts of 
producing, conserving, and reserving 
energy to the whole town

ㆍnetworking various facilities and 
equipments from the installation stage

ㆍVarious services that provide care for 
livelihood and environment

ICT-
Machizukuri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local government

Experiment 
projects for 27 
cities in Japan
(Shiojiri city, 
Nagano-ken, 

Maebashi city, 
Kunma-ken, etc.)

Applying ICT packages 
embracing multiple fields 
including administration, 
disaster prevention, tourism, 
transportation, educati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nvironment, energy, 
medical and welfare to the real 
society by combining technology 
to overcome disasters such as 
wireless network or cloud 
computing and state of the art 
technology including big date 
and sensor network

Applying ICT to 
projects that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of each 
city / region 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ㆍData : real-time data such as sensor, 
administrative data, other enterprise data 
etc. 

ㆍNetwork : Broadband network, wireless 
network

ㆍPlatform : connecting, processing, and 
managing big-data (cloud, common ID, 
security etc.)

ㆍApplication : Synthetic use of ICTs 
(Administration, health,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environment, 
transportation, tourism, education, etc.), 
disaster response

Table 7.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mart Cities b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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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스마트시티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중 특정기술 자체 마치츠쿠리 보다는 스마트 그리드ICT (ICT ) 

와 같은 환경 에너지 중심의 기술집약형태가 많았으며 카시와노하/ , 

에서와 같이 기술을 집약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직접적 목

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향후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

용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적용되는 기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네트워

크 기술 데이터 기술 등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그 중심에 놓고 , 

있다 다만 후지사와 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전 커뮤니티 등. , SST ( , )

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마치츠쿠리 프로젝트에서는 , ICT 

복합적이 아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일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에너지 등 특정 기술 중심에. 

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적용으로 확산되어 ICT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 

위해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도시라고 할 때 각 [34], 

도시들이 당면한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인 스마트시티의 과

정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정보화전략 및 스마트시티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국가적으로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는 일본 스마트, 

시티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정책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정보화에 발맞추어 전u-Japan, x-ICT 

략 등 기술을 공간이나 산업 등 도시에 적용하는 정책들을 수립IT , 

추진하여 왔다 당시 일본에서는 도시 쇠퇴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 

도시재생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도시재생에 기술을 ICT 

적용하는 사례도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스마트시티를 중앙정부 경제산업성 주1) ( ) 

도의 스마트커뮤니티 산학협력체 주도의 카시와노하 스마트시, 2) 

티 민간기업 파나소닉 주 주도의 후지사와 그리고 중앙, 3) ( ( ) SST, 4) 

정부 총무성 이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실시한 마치츠쿠리의 네 ( ) ICT 

가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그리고 . , 

경제산업성이나 총무성 등 추진부서에 따라 약간의 내용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나 스마트그리드

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환경기술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특

징이 있다 다른 세 가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는 달리 활용 도. ICT 

시만들기의 경우에는 소규모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일부 지역 를 대( )

상으로 해당 지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적용하기 때ICT

문에 환경기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삶의 ,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동일한 목

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업들 중 스마트 커뮤티티 프로젝트와 마치즈쿠리사ICT 

업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원 하에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 졌으나, 

민간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기술의 통합 실증을 추진하거나 민간 기

업이 자사의 공장 이적지를 개발함으로써 공공의 지원 없이 국가 및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공공주도의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이나 연구가 그동안 중앙정1) 

부 주도로 신도시를 대상으로 방범과 교통문제에 집중하여 , 2) , 3) 

추진된 반면 일본은 환경문제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향후 국가적 경, 

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기존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 

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이 제시, 

되고 있지만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프로젝트들을 참고하는 것

은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이나 연구에 참고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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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은 프로토콜로 구축되어 왔으나 프로토콜의  (Internet) IPv4 IPv4 
주소가 비트라는 제한된 주소 공간 및 국가별로 할당된 주소가 거의 32
소진되고 있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터넷 발전에 문제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로토콜이 제안되었으며 국제 표준이 를 IPv6 , RFC 
통해서 확정되었다.(https://ko.wikipedia.org/wiki/IPv6)

2) 사물인터넷 약어로 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Internet of Things, IoT)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 ,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https://ko.wikipedia.org/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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