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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혁신 그리고 삶의 질 등에 관

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한 도시가 스마트도시로 거듭나

는 과정이다. 한국은 세 차례에 걸친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

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는 스마트도시 관련 지원 사업

을 시행해왔다. 혁신 이론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계획을 갖춘 도시는 도시가 

시민, 기업, 공공기관 등 다른 혁신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도시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시행해 스마트도시 구성요소를 갖추어 나갈 수록 경제, 혁신 그리고 

삶의 질 등 도시 경쟁력을 주체적으로 개선한다. 

 한국에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시행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도시 경제, 혁신 그리고 삶의 질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실증했다. 추세선 

분석, 이중차분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모형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결

과,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지역내총생산과 혁신형 기업 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에 비추어 최근 한국 스마트도시 

정책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는 경향은 타당하다. 

주요어 : 스마트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스마트도시 계획, 지역내총생산, 혁신형 

기업, 삶에 대한 만족도, 이중차분법 

학  번 : 2018-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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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1.1.1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자원을 사용하는 도시이다

(Neirotti et al., 2014; 이재용 외, 2018). 스마트도시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자원을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하며 도시가 처

한 다양한 여건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스마트도시를 이해한다면 오랜 스마트

도시 사업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74년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 조사부

(Community Analysis Bureau)는 도시가 겪고 있는 빈곤과 거주지 문제를 진

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항공 적외선 카메라 등 기기를 활용하여 도시 거주 형

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컴퓨터로 분석해 로스앤젤레스 클러

스터 분석 보고서1를 내놓았다(Mark Vallianatos, 2015). 

스마트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와 이해는 스마트도시에 대해 체감하고 주

목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다르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경험 그리고 사례가 다

양한 이유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계획 내용과 목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Vito Albino et al., 2015). 스마트

도시라고 이름 지어진 사업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이 마련되어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국제인증을 받은 도

 

 

 
1 Los Angeles Community Analysis Bureau (1974). State of the City II: A Cluster Analysis 
of Los Angeles. City of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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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존재하지만 스마트도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인식

하기도 한다. 스마트도시를 이해하는 다양한 유형 중 하나는 도시 계획과 정

책으로서 스마트도시를 주목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학계에서 나

타난다. 새로운 도시 계획으로서 스마트도시를 이해하는 시각은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통한 자원 소비 감소,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등장한 해결책으로 본다. 두번째 유형은 전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스마트도시를 주목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국제 기구에서 나타난다. 글로벌 과제 해결책으로서 스마

트도시를 이해하는 시각은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모

델이며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도시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성 문

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번째 유형은 산업

혁명 공간으로서 스마트도시를 주목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민간

에서 나타난다. 산업혁명 공간으로서 스마트도시를 이해하는 시각은 스마트도

시를 새로운 산업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수집 및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추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본다(이재용 외, 2018). 

 

1.1.2 한국 스마트도시 

한국에서 스마트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

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



3 

 

 

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2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도시는 과학기

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으로 향후 한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이자 산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한국 스마트도시는 2000년대 

초반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대전 도안, 인천 송도 등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시

작했다. 이 시기 한국에서 스마트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후 2017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스마트도시라는 공식 용어가 자리잡

았다. 한국 스마트도시 사업은 교통, 주거, 환경, 의료, 방제 등 도시 기능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였으며,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함

께 포함하고 있다. 이후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시민, 기업, 대학, 정부 등 혁신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도시 등 다

양한 수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스마트도시 역사는 스마트도시 관련 종합 계획 기간과 전개된 사업 특

징에 따라 3개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2003년부터 2014년 시기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단계이다. 이 시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대상으로 스마

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구축된 고속정보통신망과 신도

시 공간을 결합하는 스마트도시 모델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제정되었다. 두번째 2014년부터 2016년 시기는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기반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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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연계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통해 얻은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혁신 

생태계로서 스마트도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테스트 베드, 규제 샌드박스, 

공개 정보 플랫폼 등 혁신적인 산업을 촉진하는 공간으로서 스마트도시 정책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활력을 잃은 도시를 재

생하는 사업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용 외, 2018). 

한국 도시 가운데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도시도 존재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동탄시 등은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부터 스마트도시 국제 표준 

인증을 받고 스마트도시 체계와 관련 산업을 수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

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와 국제 표준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3 혁신이론과 스마트도시 

혁신이론에서 도시는 더 이상 공간 경계가 아닌, 혁신 주체 중 하나로 주목

하고있다. 도시는 혁신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무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혁신 주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도시 자

원을 재조합한다(Richard Florida et al., 2017; Jane Jacob, 1969). 스마트도시 

계획은 도시가 혁신 과정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혁신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중 

하나라는 인식에 기반해 신제품, 신공정, 신기술, 신사업, 신산업 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진다. 한국 스마트도시 계획 등은 도시가 혁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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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율할 수 있으며, 혁신 성과는 도시가 제공하는 기능과 계획에 따라 좌우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 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표 1] 한국 스마트도시 계획 사례 

스마트도시 

계획 

계획 

단위 
기간 요약 

제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국가 

단위 
2009-2013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해 도시 공간 기능을 고도화하여 공간과 

기술, 사람간의 유기적 소통과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제고한다. 

제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국가 

단위 
2014-2018 

창조경제형 U-City 산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ICT와 건설이 융

합한 다양한 U-City 기업이 증가하고, 민간 기업이 U-City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가 

단위 
2019-2023 

공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혁신 생태계

를 구축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조달방식을 개선하며 솔루션 마켓을 구축한다. 

오산시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도시 

단위 
2009- 

정부 정책과 상위 계획을 준수하는 U-City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유치

를 위한 경제정책과 IT기술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갖는다. 

화성시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도시 

단위 
2009-2013 

유비쿼터스 핵심기술과 도시 정보 수집, 가공, 활용 등과 관련

된 정보 인프라 종합 계획과 동부 G-Living 클러스터, 서부 

G-Culture, 남부 G-Industry 등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U-City 인프라를 구축한다. 

김포시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도시 

단위 
2011-2015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과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 허브 도시, 첨단 친환경 교통 도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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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필요성 

스마트도시는 신기술, 신공정, 신사업, 신산업 등 다양한 혁신 산물이 융

합하는 환경과 계획을 제공하는 기술이자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디지털 시티라는 스마트도시 첫 사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 국가에

서 전개한 스마트도시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Caragliu & Del Bo, 

2018a), 혁신 촉진 효과(Caragliu & Del Bo, 2019) 등을 실증하는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정책 전개 타당성과 발전 방향을 논한다. 한국 

스마트도시 정책은 짧지 않은 역사를 써온 만큼 지금까지 시행한 정책에 대

한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은 2003년경부터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스마트

도시 관련 법을 제정했고, 2009년에는 국가적인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종

합 계획인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시행했다. 한국에 스마트도시

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따라 답

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스마트도시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도시 종합계획이라는 

명확한 답이 존재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한국 제1차 유비쿼

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효과에 대한 검증은 향후 한국 스마트도시 계획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계획은 소득, 고용, 생산 등 객관적인 삶의 질 향상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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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삶 만족도, 사회 만족도 등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 모두 추구한다

(Macke et al., 2018). 따라서 객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효과와 주관적인 삶

의 질에 관한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스마트도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혁신 이론 연구에서 도시는 혁신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 주체 사이 역학을 조정하며 혁신 성과를 좌우하는 혁신 

주체(Richard Florida et al., 2017; Jane Jacob, 1969)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스마트도시 정책이 지역 혁신 촉진에 관한 문제 진단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 패러다임에 이르러 혁신 과

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향, 즉 혁신 주체로서 역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도시가 혁신 성과에 관여한다는 

이론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 

 

1.3 연구 범위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대상으로 제1차 유비

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경제 성장, 혁신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

한 효과를 보이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실증 

모형은 1차부터 3차까지 이르는 한국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한국 스마트도시 

정책 관련 연구, 스마트도시 효과 실증 연구 등 문헌을 기반으로 설계했다. 

또한 본 연구 실증 분석 결과를 혁신 이론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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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도시 구성 요소, 이러한 구성 요소를 구축하기 위

한 계획 그리고 스마트도시 계획 및 정책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를 살펴봤다.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분류를 관통하는 핵

심 개념을 찾고, 한국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실제 사례를 정리했

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 스마트도

시 정책에 관한 문헌을 정리했다. 또한 스마트도시 정책 효과에 관한 이론과 

실증 연구를 정리했다. 

 

2.1 스마트도시 구성 요소와 계획 

2.1.1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기술과 서비스 

스마트도시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 따라 스마트도시를 이루는 기술과 서비스

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내용이 제시된다. 네이롯 외(2014)는 스마트

도시를 구성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정의하는 다양한 연구 문헌과 민간 기업 보

고서 등을 종합하여 11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영역을 제시했다. 스마트

도시를 구성하는 기술과 서비스는 에너지 그리드, 공공재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교통과 물류, 생활과 업무 공간, 보건 의료, 공공 안전, 교육과 문화, 사

회 포용과 복지, 전자 정부, 경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도시 기술

과 서비스 주제는 11개 영역으로 다양하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정보통신기술 체계를 활용하여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점이다(Neirott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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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기술과 서비스 

영역 목적 

에너지 그리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전송과 공급

자와 소비자 사이 에너지 소비 정보 교환 

공공재 관리 재생 자원을 활용하여 가로등 등 공공재 관리 

폐기물 관리 효율적인 도시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재생 

교통과 물류 도시 교통 상황과 자원 소비를 고려하여 물류와 교통 최적화 

생활과 업무 공간 지속가능한 건축 기술을 접목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생활, 업무 환경 조성 

보건 의료 
원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보건 의료 서비스와 

모든 도시민이 접근 가능한 효율적인 보건 의료 체계 제공 

공공 안전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실시간 정보를 도시민 안위를 맡는 공공기관에게 제공 

교육과 문화 
학생과 교육자가 정보통신기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창출

하고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촉진 

사회 포용과 복지 학습과 사회 참여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도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전자정부 공공 행정 디지털화 등을 통해 시민 권한 향상과 공공 관리 참여 확대 

경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해 국내외 시장에 도시 진출 

출처: Neirotti et al., 2014, Current trends in Smart City initiatives: Some stylised facts, p27. 

 

한국은 U-City R&D 지원 사업,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연구 개발과 보급을 지원해왔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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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또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핵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다. 한국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사례는 다음 표로 정리한다. 

 

[표 3] 한국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사례 

분류 내용 

U-City 인프라 구현 기술 

 

도시 통합 운영 플랫폼 

자녀안심, 시큐리티, 창업컨설팅, 부동산 관광상품 등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 

공공무선 AP 

USN기반 전력절감형 솔루션 

유무선통합 보안관제시스템 

U-Space 구축 기술 

교량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 도로 조성 기술 

지능형 방범 관제 서비스 

디지털 조형물 서비스 

가로공간 서비스 

Eco-Space 녹색 기술 

환경생태정보 분석시스템(EASYS) 

생태도시계획지원시스템(ePSS) 

저탄소에너지계획 및 운영지원시스템(EnerlSS) 

U-City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국내 U-City 관련 업체 미래기술 개발 가이드 등 U-City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백서 

U-City 민간 업체 참여 확산,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관련 법과 지침 개정 

U-City 해외 수출 가이드 

U-City 서비스 품질, 장비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품질 개선과 구축 비용 절감 



11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 

개방형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및 핵심기술 개발 

초대규모 실시간 IoT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술개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가상화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관리 도구 개발 

시민중심 서비스고도화를 위한 

UseCase형 실증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공간 공유 지원 기술 개발 

데이터공유를 통한 도시 재해재난 안전 및 사회 안전 긴급구난 기술개발 

데이터 허브센터 및 도시행정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 

시민참여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Use Case 개발 

기술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 

크라우드소싱 기반 도시 대기환경 측정 및 예측 기술 개발 

주택/빌딩/공장/공공 시설물 통합 에너지 관리기술(xEMS) 개발 

독거노인 Total Care System 및 장애인 이동성 보장 시스템 개발 

리빙랩 혁신 모델 기반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산업 경쟁력 혁신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브로슈어와 소개 재구성 

 

2.1.2 한국 스마트도시 국가 종합 계획 

각 국가는 이러한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단위 혹은 도시 단위 스마트도시 계획을 시행한다. 한국은 국토교통부에

서 2009년부터 3차에 걸쳐 국가 단위 스마트도시 계획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스마트도시 계획은 한국에서 가장 상위 단위 스마트도시 계획으로 도시 단

위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구해야할 방향도 함께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국 스마트도시 종합 계획 내용과 계획 시행 이후 정부 평가를 살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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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성장, 혁신 생태계 조성

을 통한 혁신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국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계획 기간 요약 평가 비전과 목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 

2009-

2013 

스마트도시 

목표 설정

과 기술 및 

설비 구축 

U-Eco City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도시 

기본 서비스 및 요소기술, 통합 플랫폼 등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2기 신도시, 행복도

시,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 고속정

보통신망 시스템을 구축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정보도시 구현하

기 위하여 1)도시 관리 효율

화, 2)신성장동력으로 육성, 3)

도시 서비스 선진화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 

2014-

2017 

스마트도시 

설비를 

활용하는 

체계 구축 

구축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활용을 통해 공

공 주도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 추진하

고 지능화 도시 정보시스템 연구개발을 바

탕으로 공공분야 5대 연계 서비스 통합 플

랫폼 보급 시작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창조도

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1)U-

City 확산, 2)창조경제형 U-

City 산업을 활성화, 3)해외시

장 진출 지원을 강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 계획 

2018-

2023 

스마트도시 

본격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신 생태계 등을 포함하는 정책

으로 확대하고 국가 시범도시 조성, 기존 

스마트도시 강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

한 정책 추진 중 

시민 일상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 스마트시티 구현

을 위하여 1)공간과 데이

터에 기반한 서비스로 다

양한 도시 문제 해결, 2)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

용적인 스마트시티 조성, 

3)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

한 글로벌 협력 강화 

출처: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09),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국토교

통부, 2013),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19), Korean Smart Cities(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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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도시 정책 효과 실증 연구 문헌 

2.2.1 유럽 스마트도시 정책 효과 실증 연구 

카랄류와 델보(2019)는 유럽 309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성향 점수 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정책 강도가 높

은 도시일 수록 특허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스마트도시 정책 

강도는 인적 자원, 사회 자본,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천연 자원, 

전자 정부 6개 분야와 관련된 측정치를 선정해 평가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역 업체 수 측정치를 통해 도시가 가진 정

보통신기술 인프라 분야를 평가한다. 이렇게 각종 측정치를 통해 6개 분야에

서 해당 도시의 스마트도시 정책 강도를 평가한다. 특허 활동은 전체 특허 수

와 더불어 고기술 특허 수, 정보통신기술 특허 수 그리고 스마트도시 관련 특

허 수로 세분화하여 측정했다.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스마트도시 정책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집단과 스마트도시 정책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도시 집단 관측치를 맞추었다.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도시 정책 강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도시 집단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허 활동을 보였다. 특히 고

기술 특허 수 측면에서 스마트도시 정책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상대

적으로 낮은 집단 사이 차이가 컸다(Caragliu & Del Bo, 2019). 이 연구는 스

마트도시 정책이 혁신 관련 지표인 특허 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상대적으로 활발한 혁신 활동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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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증 받은 혁신형 기업 수를 통해 혁신을 측정하여 특허 수가 아닌 다른 

혁신 측정 지표 측면에서도 스마트도시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실증

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강도라는 2차적인 평가가 아닌 한국 제1차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하에 시행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를 구축한 처리집단과 그렇지 못한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자 한다. 

 

2.2.2 한국 스마트도시 정책 효과 실증 연구 

김균남 외(2016)는 한국에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이루어진 제1차 유

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에 대한 투자가 국가 생산 증가, 부가가치 증가, 

고용 증가 효과를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실증했다. 더불어 한국 38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투입산출분석을 통해서 스마트도시 기술이 정보통신기술 분

야 산업과 건축 기술 분야 산업을 중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두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에 유리하다는 사

실을 실증했다. 이 연구는 경제 성장 관련 지표인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

용이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에 따라 증가하는 효과를 실증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실증 분석 단위를 국가가 아닌 도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로부터 스마트도시 관련 지

원을 받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제1차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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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종합계획 하에서 시행한 U-시범도시사업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관

련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적합한 도시를 선별하여 지원이 이루어졌다. 따

라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은 도시와 그렇지 못

한 도시 사이 경제, 혁신 그리고 삶의 질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임태경(2019)은 한국에서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

방 이전 등 내용을 가진 혁신도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효과

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실증하고자 했다. 한국 혁신도시 조성사업 중 1단계 추

진 사업이 종료한 시점 이후 지방 경제 성장 효과가 있었는지 추세선 분석, 

이중차분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모형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한다. 지방 경제 

성장 지표는 지역내총생산을 통해 측정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사업 1단계 

완료에 따른 지방 경제 성장 효과를 정책에 대한 기대와 달리 확인할 수 없었

다. 이 연구는 먼저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 성장

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실증하는 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정책 완료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라는 인과 관계를 

실증하기 위하여 크게 3단계를 거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추세선 분석을 통해 정책이 완료한 시점 이후로 혁신 도시 집단과 그

렇지 않은 도시 집단의 지역내총생산 추이가 바뀌는지 살펴본다. 이후 이중차

분법을 통해 그 차이를 수로 확인하고, 나아가 통제변수를 고려하는 이중차분 

모형을 설계하여 회귀분석한다. 

본 연구 분석 대상인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문헌에서 실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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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한국 정부 비전 아래 

전개한 정책이며 도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두 분석 대상이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도시 조성사업 실증 연구에서 활용했던 이중차분

법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대

상 정책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추세선 분석, 이중차분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모형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

구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가진 지역 경제 성장 목표 외 혁신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목표 또한 실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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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스마트도시 정책인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효과 실

증을 위해 대한민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인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

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

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총 

16개 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연구 대상 기간은 제1차 유비쿼터스도

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2013년 전후 흐름을 파악하고자 2008년에서 2018년

으로 설정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와 달리 연구대상 기간 중 2008년부

터 2011년까지는 출범하지 않았던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구 대상에 포

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과거 자료 수집 제약에 따라 2009년에서 2018년 

혹은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3.2 연구 가설 

 한국에서 전개한 스마트도시 정책,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경제 

성장, 혁신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3가지 측면을 나누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제1차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은 유의미한 도시 경제 성장 효과를 보일 것이다. 둘째, 제1

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유의미한 도시 혁신 증가 효과를 보일 것이다. 

셋째,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유의미한 도시 삶의 질 향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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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이다. 

 

[표 5]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 

연구 가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도시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도시 혁신 촉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도시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3.3 이중차분법을 통한 스마트도시 정책 효과 분석 

3.3.1 이중차분법 

 본 연구는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방법론으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했다. 세부

적으로는 이중차분법에 기반해 설계한 모형을 회귀분석하기 위하여 추세선 분

석 그리고 이중차분 분석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중차분법은 마치 실험처

럼 특정 처리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은 집단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준실험 방법론으로 여겨진다(World Bank). 처리 효과분을 알아내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기간1에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이 보인 결과값 차분인 

(Y10 – Y00)과 기간2에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이 보인 결과값 차분인 (Y11 – Y01) 

사이에 차분을 구한다. 즉 이중으로 차분한 값인 (Y11 - Y10) - (Y01 – Y00)를 

구한다. 이러한 이중차분 과정을 거치면 집단 내 차분 값인 (Y11 - Y10)나 (Y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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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00)가 고려하지 못하는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할 수 있고, 집단 간 차분 값인 

(Y10 – Y00)나 (Y11 – Y01)가 고려하지 못하는 집단 내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 

순수한 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분을 알아낼 수 있다. 

 

[표 6] 이중차분 표 

분류 기간1 기간2 차분 

처리집단 Y10 Y11 Y11 - Y10 

통제집단 Y00 Y01 Y01 – Y00 

차분 Y10 – Y00 Y11 – Y01 (Y11 - Y10) - (Y01 – Y00) 

 

 이러한 이중차분법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면 다음 식과 같다. 

 

Yst = 상수항 st + B1·(처리집단 여부)st + B2·(처리시점 여부)st + B3·(처리집단이면서 

처리시점 해당 여부)st + B4·(통제변수)st + 오차항 st ·········································· 식 (1) 

s= 처리 혹은 통제 대상, t= 시점 

 

 처리집단 여부, 처리시점 여부 그리고 처리집단이면서 처리시점 해당 여부는 

0과 1 값으로 표현한다. 처리집단이면서 처리시점 해당 여부 변수 회귀계수는 

이중차분효과를 나타내므로 이 변수는 이중차분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값

에 미치는 다른 요인은 통제변수로 모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중차분

항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양의 값을 보인다면 모형이 실증하고

자하는 정책에 따라 결과 값에 양의 효과가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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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중차분항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음의 값을 보인다면 모형

이 실증하고자하는 정책에 따라 결과 값에 음의 효과가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중차분항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는다면 실

증하고자하는 정책 효과가 존재했다고 할 수 없다. 

 이중차분 모형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처리시점 이전에 결과값이 평행한 추세를 보여야한다(Abadie, 2005; Lechner, 

2011; 손호성·이재훈, 2018; 임태경, 2019). 만약 두 집단이 보이는 결과 값 

추이가 처리 시점 이전까지 서로 다르지 않고 평행하다면, 실증하고자하는 정

책 이전에 이미 향후 결과 값에 영향을 줄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음

을 일차적으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2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본 연구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하에 시행한 ‘U-시범도시사업’ 대

상 지역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했다. ‘U-시범도시

사업’은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구축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최

적 조건을 갖춘 지역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국토교통

부, 2013)이었다. 본 연구가 설계한 이중차분법 모형에서 처리집단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하에 이루어진 U-시범도시사업 대상 지역을 보유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이고, 통제집단은 U-시범도시사업 사업 대상 지역을 

보유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처리집단에 

속하는 도시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1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9개 도시였다.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사업 대

상 지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는 통제집

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7]과 같이 ‘U-시범도시사업’ 대상 지역은 국가로부터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 재정, 기술 지원을 받아 지역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서비스, 설비 등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도

시에 스마트도시 관련 설비와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계획 뿐만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7] U-시범도시사업 대상 지역 기준 도시 분류 

도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집단 구분 

강원도 2010년 강릉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처리집단 

경기도 

2011년 안산시 시민체감형 U-City 서비스, 자녀 행사 스마트 방송 구축 

2011년 남양주시 U-안전서비스, U-통합민원처리 시민소통서비스 구축 

2012년 남양주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구도심 재생형 U-City 구축 

2013년 남양주시 표준 플랫폼 도입을 통한 시민체감-UP U-City 구축 

처리집단 

경상남도 2012년 양산시 사람중심의 U-Eco 그린시티 구축 처리집단 

경상북도 2012년 영주시 U-기술 적용을 통한 도심 재생 U-후생 커뮤니티 창조 사업 처리집단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U-시범도시) 대상 지역 미보유 통제집단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U-시범도시) 대상 지역 미보유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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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U-시범도시) 대상 지역 미보유 통제집단 

부산광역시 

2009년 U-방재 통합 플랫폼, 배수펌프장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2010년 스마트폰 기반의 U-시민 서비스, 인프라 기반 확장 

2011년 U-방재 상습침수지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2년 도심 재생을 위한 U-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처리집단 

서울특별시 

2009년 마포구 아현 뉴타운 U-커뮤니티센터, U-Park 애비뉴, U-Street 구축 

2010년 마포구 U-마포안전존, U-정보보안 체계, 통합운영체계 구축 

2011년 은평구 Smart 재난 취약 지역 관리 및 재난 비상 경보 서비스 구축 

2013년 은평구 은평 Smart City 3D 지능형 CCTV 통합 관제 구축 

처리집단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U-시범도시) 대상 지역 미보유 통제집단 

인천광역시 

2009년 송도 지능형 상황인지 방범 서비스, 공공 주차장 서비스 구축 

2010년 송도 지능형 상황인지 방범 서비스, U-모바일 서비스 구축 

2011년 송도 어린이케어서비스, IFEZ 스마트앱 확장 

2012년 송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수익형 민관 서비스 모델 구축 

2013년 IFEZ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단계 조성사업 

처리집단 

전라남도 

2010년 여수시 U-Bike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2011년 여수시 여수-Market 포털 시스템, U-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 

2011년 나주시 Green Smart City 시범운영센터 구축 

처리집단 

전라북도 2012년 전주시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처리집단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U-시범도시) 대상 지역 미보유 통제집단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U-시범도시) 대상 지역 미보유 통제집단 

충청북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U-시범도시) 대상 지역 미보유 통제집단 

출처: U-시범도시사업 개요 및 현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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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지역 보유 여부를 표시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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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0
0

U-시범도시사업 대상 지역 보유 여부

0 1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지역 보유, 0=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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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점 

  한국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이었다. 따라

서 2014년부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시점으로 보았다. 

 

3.4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에 따라 스마트도시 시범도

시 구축 지원을 받은 도시에서 경제 성장, 혁신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 효

과가 있었다는 연구 가설을 가진다. 따라서 각 세가지 연구 가설별 세 가지 

모형을 설계했다. 

 

3.4.1 도시 경제성장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이중차분 모형 

3.4.1.1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유의미한 지역 경제 성장 효과를 보였는

지 분석하고자 지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삼았다. 지역내총생산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는 총 세 가지 이다. 첫번째 독립변수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하에서 국가로부터 행정, 재정, 기술 등 지원을 받는 스마트도시 시범도

시사업 대상 여부이다.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인 도시는 1, 그렇지 않

은 도시는 0으로 표시하였다. 두번째 독립변수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 완료 시기 여부이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하에 스마트도시 시

범도시 지원 사업 등이 진행 중인 2013년까지는 0, 완료한 2014년부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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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였다. 세번째 독립변수는 분석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중차분항

으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2013년 이후 시기이면서 스마

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인 도시는 1, 해당 시기가 아니거나 스마트도시 시

범도시사업 대상 도시가 아닌 경우는 0으로 표시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을 설명

하는 통제변수는 도시별 재정자립도, 인구 수, 경제활동참가율,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등을 활용하여 설계했다. 스마트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 혁신 도시 사업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 재정자립

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 수록, 도시 인구 수와 사업체 수가 많을 수록 도

시 내 총생산이 높았다(임태경, 2019).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은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경제 st = 상수항 st + B1·(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st + B2·(제 1 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st + B3·(이중차분항)st + B4·(도시 재정자립도)st + B5·(도시 인구 수)st + B6·(도시 

경제활동참가율)st + B7·(log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st + 오차항 st ··························· 식 (2) 

 

3.4.1.2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종속변수 선정 근거 

종속변수로 설정한 지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한 최종생산물가치 합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시

도별 지역내총생산으로 연구 대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에서 이루어진 경

제활동에 따른 결과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알려주는 경제지표이

다. 지역내총생산이 의미하는 지역내 경제활동에 따른 최종생산물가치 합이 

높아졌다면 지역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한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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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경제 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지역 경제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어왔

다. 임태경(2019)은 한국 혁신도시 정책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효과를 실증

하는 연구에서 지역 경제 변수를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제1

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지역내총

생산을 종속변수로 선정해 분석한다. 

 

3.4.1.3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독립변수 선정 근거 

독립변수는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제1차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그리고 앞선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

부 총 3개 변수이다. 먼저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여부는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와 다른 도시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설

정했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기간 중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

상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U-시범도시사업 개요 및 현황’을 토대로 

판단했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시기 여부는 정책 완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이는 제1차 유비

쿼터스도시 종합계획 문헌을 토대로 판단했다. 그리고 앞선 두 독립변수 기준

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차분항을 세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했다. 

 

3.4.1.4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통제변수 선정 근거 

통제변수는 도시 재정자립도, 인구 수,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사업체 수 

총 4개 변수이다. 통제변수는 본 연구와 같이 한국 도시 경제 성장을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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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삼고있는 이전 연구에서 활용한 통제변수를 참고했다. 먼저 도시 재정자

립도, 인구 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 지역 경제 

성장을 분석 기간으로 삼는 기존 연구에서 지역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유의미

한 변수라는 결과를 보였다(임태경, 2019). 더불어 인구 규모가 한국 지역내총

생산에 유의미한 변수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지역내 인구 중 지역 경제에 더욱 

관여하는 정도를 볼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함께 고려하였다. 

 

[표 8] 스마트도시 경제 성장 모형을 이루는 변수 

변수 측정 

도시 경제 실질 지역내총생산(백만원)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0=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미보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1=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한 시기 

  0=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미완료한 시기 

이중차분항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시기 

0=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 시

기가 아닌 경우 

재정자립도 도시별 재정자립도(%) 

인구 수 도시별 주민등록인구 수(명) 

경제활동참가율 도시별 경제활동참가율(%) 

사업체 수 log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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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도시 혁신 촉진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이중차분 모형 

3.4.2.1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스마트도시 계획은 지역내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다. 혁신에 관한 다양한 변

수 가운데 혁신형 기업 수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혁신형 기업은 중소벤처기업

부가 선발하고 지원하는 혁신 역량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도시 

혁신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는 앞서 지역내총생산을 설명하는 모형과 마찬가지

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여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그

리고 앞선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변수로 설정했다. 도시 혁

신 수준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는 도시별 대학교 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설계했다. 설명한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도시 혁신 st = 상수항 st + B1·(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st + B2·(제 1 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st + B3·(이중차분항)st + B4·(대학교 수)st + B5·(인구밀도)st + 

B6·(재정자립도)st +오차항 st ············································································ 식 (3) 

 

3.4.2.2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종속변수 선정 근거 

혁신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측정되고 있다.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혁

신으로 보기도 하고, 신제품과 신공정으로 이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등록 수 등을 혁신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경제 성장 추이의 획기적인 

변화를 혁신으로 보기도 한다. 본 연구 이러한 혁신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

을 종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혁신형 기업 수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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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수준 측정 값으로 활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역량 체계, 지식재산

권, 안정적인 매출, 건전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혁신형 기업 수를 인증하고 

금융, 인력, 연구개발, 수출 등 부문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혁신형 기업은 새

로운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과 신공정을 창출

하며, 나아가서는 획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에 관한 다

양한 관점에 부합한다. 

 

3.4.2.3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독립변수 선정 근거 

독립변수는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제1차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그리고 앞선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

부 총 3개 변수이다. 앞선 스마트도시 경제 성장 모형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혁신 촉진 효과를 실증하

는데 필요한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3.4.2.4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통제변수 선정 근거 

 통제변수는 혁신형 기업 입지와 연관이 있는 인적환경, 기업환경, 지원환

경을 고려할 수 있는 측정값을 선정하였다. 인적환경을 측정하는 값으로 도시 

내 대학교 수를 활용하였다. 한국 벤처기업 주요 입지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

학교 등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을 갖춘 노동력이 많은 도시일수록 벤처 창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정훈, 2007). 또한 혁신 생태계에서 강

조하는 산학협력을 구현하고 지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내 대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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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Maryann Feldman, 1994).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값으로 인구밀도를 

활용하였다. 한국 혁신 기업 생태계 입지 요인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인구밀도

가 유의미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결과(정수연, 2008; 정미애 외, 2018)를 참

고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대상으로 입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서울에서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경

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수연, 2008). 지원환경을 측정하는 값으로는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한국 지역혁신역량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일

종의 도시가 가진 경제력 수준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이루는 주요 요소라는 연

구 결과 참고하였다(허동숙, 2014).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기업 

입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한국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한 실증 연구 결과

에 기반한다(정재진 & 임채홍, 2008). 

 

[표 9]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을 이루는 변수 

변수 측정 

도시 혁신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0=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미보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1=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한 시기 

  0=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미완료한 시기 

이중차분항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시기 

0=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 시

기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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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 도시별 대학교 수(개) 

인구밀도 도시별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도시별 재정자립도(%) 

 

3.4.3 도시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이중차분 모형 

3.4.3.1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스마트도시 계획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선 두 모형

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지역내총생산과 혁신형 기업 수가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인 생산, 고용, 소득 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가 

측정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 지표에 해당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도시 삶의 질 수준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는 앞서 지역내 총

생산 그리고 혁신을 설명하는 모형과 마찬가지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여부, 제1

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그리고 앞선 두 기준을 모두 충

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변수로 설정했다. 도시 삶의 질 수준을 설명하는 통제

변수로 지역별 평균 연령, 인터넷 이용률,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 자연재해 

피해액,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활용하여 설

계했다. 설명한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도시 삶의 질 st = 상수항 st + B1·(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st + B2·(제 1 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st + B3·(이중차분항)st + B4·(평균 연령)st + B5·(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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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st + B6·(스트레스)st + B7·(자연재해)st + B8·(여가활용 만족도)st + B9·(가족관계 

만족도)st +오차항 st 식 (4) 

 

3.4.3.2 스마트도시 삶의 질 종속변수 선정 근거 

삶의 질은 객관적인 측정 방법과 주관적인 측정 방법으로 나뉜다.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 방법은 사회지표나 경제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삶의 

질을 구성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족, 건강, 교육, 고용, 임금, 소득, 소비, 자

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등 분류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질 좋은 삶이라는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개념을 객

관적인 지표 구성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주관

적인 삶의 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 지표 등은 삶의 질 요소로 여기지는 객

관적인 측정값과 더불어 삶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얻은 주관적인 응답 값을 

삶의 질을 추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는 주관적

인 삶의 질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주관적인 삶의 질 변수 측정은 대한

민국 통계청에서 실시한 5척도로 이루어진 도시별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3.4.3.3 스마트도시 삶의 질 독립변수 선정 근거 

독립변수는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제1차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그리고 앞선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



33 

 

 

부 총 3개 변수이다. 앞선 스마트도시 경제 성장 모형 그리고 스마트도시 혁

신 모형과 마찬가지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3.4.3.4 스마트도시 삶의 질 통제변수 선정 근거 

통제변수는 도시 평균 연령, 인터넷이용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

는 비율, 자연재해피해액,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했다. 평균 연령은 높을 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아졌다(정명숙, 2005).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비율, 여가활용에 대

한 만족도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별 통계 조사에서 총체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이루는 주관적인 삶의 질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외부요인으로 설정한 인터넷 이용률 그리고 자

연재해는 국제협력개발기구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한국 ‘국민 삶의 질 지

표’ 등이 도시 기술기반 접근성과 안전 수준에 관한 지표가 좋을 수록 총체적

인 삶의 질도 좋아진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해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표 10]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을 이루는 변수 

변수 측정 

도시 삶의 질 도시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0=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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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1=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한 시기 

  0=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미완료한 시기 

이중차분항 

1=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시기 

0= U-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 시

기가 아닌 경우 

평균연령 도시별 평균 연령(세) 

인터넷이용률 도시별 인터넷이용률(%) 

스트레스 도시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자연재해 -실질 자연재해피해액(천원) 

여가활용 만족도 도시별 여가활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도시별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3.5 분석 자료 

본 연구가 설계한 스마트도시 경제 성장 모형,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그리

고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을 이루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 출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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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수별 측정 자료와 출처 

변수 측정 자료 출처 

종속변수 

실질 지역내총생산(백만원) 통계청 지역소득 

혁신형 기업 수(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현황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독립변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국토교통부 U-시범도시사업 개요 및 현황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국토교통부 제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U-시범도시사업 개요 및 현황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국토교통부 제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U-시범도시사업 개요 및 현황 

통제변수 

재정자립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 

(세입과목개편전 기준 값) 

주민등록인구 수(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 

log인구 천명 당 사업체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대학교 수(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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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도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평균 연령(세) 통계청 지역통계총괄 

인터넷이용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연재해피해액(천원)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여가활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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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효과를 실증하고자 추세

선 분석, 이중차분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모형 회귀 분석을 단계적으로 진행

했다. 먼저 추세선 분석을 통해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 혁신형 기업 수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추세를 파악하고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이 보이는 추세를 비

교해 두 집단 사이 특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추세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차분 분석을 진행했다.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서 시

각적으로 확인했던 추세선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확인

한 결과값이 다른 통제변수도 고려한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

기 위해서 이중차분 모형 회귀 분석을 진행했다. 

 

4.1 추세선 분석 결과 

 한국에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에 따라 경제성장, 혁신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존재한다면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2014년 전후로 경제성장, 혁신 그리고 삶의 질 

값 추세에서 변화가 발견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2014년 이전에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지원 사업 대상이었던 도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 경제성장, 혁신 그

리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값 추이가 평행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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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die, 2005; Lechner, 2011; 손호성·이재훈, 2018; 임태경, 2019). 분석에

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기점 이전에 다른 요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석에서 주목하는 기점 이전에 평행

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추세선 분석을 통해 2014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그리고 도시별 삶 만족도 추세에서 특별한 변화가 존재하는지 시각적

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2014년 이전에는 평행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검

증했다.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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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도시별 지역내총생산 추세선 분석 

 

[그림 2]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도시별 지역내총생산 집단 평균값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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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지역내총생산 집단 평균값 추세선을 살펴보면 분

석 기간으로 설정한 2008년에서 2014년 전까지 대체로 평행한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외에 두 집단 사이 지

역내총생산 추세 변화를 야기할 만한 다른 주요 요인이 2014년 이전에 존재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이 완료한 2014년 무렵부터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지역내총생산 집단 평균값 

사이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추세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으로

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이중차분 분석을 하고, 나아가 통제변수

를 고려한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에 근거

한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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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추세선 분석 

 

[그림 3]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집단 평균값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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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집단 평균값 추세선

을 살펴보면 분석 기간 중 2010년에서 2014년 전까지 대체로 평행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외에 두 집단 사이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추세 변화를 야기할 만한 다른 주요 요인이 야기할 만

한 다른 주요 요인이 2014년 이전에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2014년 무렵부터 처리집단

과 통제집단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집단 평균값 사이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추세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으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

은 결과인지 이중차분 분석을 하고, 나아가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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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도시별 삶 만족도 추세선 분석 

 

[그림 4]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도시별 삶 만족도 집단 평균값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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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도시별 삶 만족도 집단 평균값 추세선을 살

펴보면 분석 기간 중 2009년에서 2014년 이전까지 거의 동일한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더불어 2014년 이후에도 이러한 동일한 추세가 이어진다. 따라서 

앞선 지역내총산과 혁신형 기업 수 추세선 분석 결과와 달리 제1차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이 완료한 2014년 이후로 도시별 삶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추세선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면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별 주관적인 삶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

다. 이러한 추세선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자 이중차분 분석과 이중차분법에 근

거한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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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중차분 분석 결과 

4.2.1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효과 이중차분 분석 결과 

앞서 도시별 지역내총생산 추세선 분석을 통해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

합계획이 완료한 2014년 기점으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

유한 처리집단 도시에서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도시에 비해 지역내총생산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추세선 분석 결과를 이중

차분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효과 이중차분 분석 표 (단위: 백만원) 

 2008 – 2013 2014 – 2018 차분 

처리집단 124190377.41 146823542.84 22633165.44 

통제집단 46510389.62 54439568.51 7929178.90 

차분 77679987.79 92383974.33 147039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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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8년에서 2013년 기간 지역별 평균 지역내총생산 색 구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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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지역별 평균 지역내총생산 색 구분 지도 

© GeoNames, Microsoft, TomTom
Powered by Bing

42
403

106

104

70

47

17

105
58

2014-2018

13 208 403
평균지역내총생산(조원)



48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한 처리집단 2008년에서 2013

년 기간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약 124조 1903억 7741만원,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약 146조 8235억 4284만원이었다. 

즉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약 22조 

6331억 6544만원 증가했다.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하지 않은 통제집단 2008년에서 

2013년 기간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약 46조 5103억 8962만원, 2014년

에서 2018년 기간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약 54조 4395억 6851만원이었

다. 즉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약 7조 

9291억 7890만원 증가했다. 

두 집단 모두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

이 증가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한 처리집단

이 그렇지 못한 통제집단에 비해 평균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약 14조 7039억 

8654만원 더 증가했다. 즉 이중차분하고도 남은 증가분이 존재했다. 이는 앞

서 추세선 분석에서 살펴본 처리집단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통제집단 실질 지

역내총생산에 비해 2014년을 기점으로 더욱 증가하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즉, 추세선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분석 결과 확인한 처리집단 도시 평균 실

질 지역내총생산이 통제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결과인지 다른 통제변수를 고려하는 이중차

분 모형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49 

 

 

4.2.2 스마트도시 혁신 효과 이중차분 분석 결과 

앞서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추세선 분석을 통해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

합계획이 완료한 2014년 기점으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

유한 처리집단 도시에서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도시에 비해 혁신형 기업 수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추세선 분석 결과를 이중

차분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3] 스마트도시 혁신 촉진 효과 이중차분 분석 표 (단위: 개) 

 2010 – 2013 2014 – 2018 차분 

처리집단 2366.29 2900.58 534.29 

통제집단 814.84 1019.83 204.99 

차분 1551.45 1880.75 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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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지역별 평균 혁신형 기업 수 색 구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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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지역별 평균 혁신형 기업 수 색 구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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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한 처리집단 2010년에서 2013

년 기간 평균 혁신형 기업 수는 약 2366개,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평균 

혁신형 기업 수는 약 2900개였다. 즉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평

균 혁신형 기업 수가 약 534개 증가했다.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하지 않은 통제집단 2010년에서 

2013년 기간 평균 혁신형 기업 수는 약 814개,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평

균 혁신형 기업 수는 약 1019개였다. 즉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평균 혁신형 기업 수가 약 204개 증가했다. 

두 집단 모두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평균 혁신형 기업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한 처리집단이 

그렇지 못한 통제집단에 비해 평균 혁신형 기업 수가 약 329개 더 증가했다. 

즉 이중차분하고도 남은 증가분이 존재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추세선 분석에

서 살펴본 처리집단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가 통제집단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에 비해 2014년을 기점으로 더욱 증가하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즉, 추세선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분석 결과 확인한 처리집단 도시 혁신형 

기업 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 제1차 유비쿼

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결과인지 다른 통제변수를 고려하는 이중차분 모형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4.2.3 스마트도시 삶의 질 효과 이중차분 분석 결과 

앞서 도시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추세선 분석을 통해 스마트도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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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한 처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추세가 분석 대상 전 기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양상

을 시각적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추세선 분석 결과를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4] 스마트도시 삶의 질 향상 효과 이중차분 분석 표 (단위: %) 

 2009 – 2013 2014 – 2018 차분 

처리집단 74.1222 83.2644 9.1422 

통제집단 74.9143 84.0571 9.1429 

차분 -0.7921 -0.7927 -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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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지역별 평균 삶 만족도 색 구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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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지역별 평균 삶 만족도 색 구분 지도 

© GeoNames, Microsoft, TomTom
Powered by Bing

39
37

38

35

38

36

38
38

2014-2018

23 32 41
평균삶만족도(%)



56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한 처리집단 2009년에서 2013

년 기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평균은 약 74.1222%, 2014년에서 2018

년 기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평균은 약 83.2644% 였다. 즉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평균이 약 9.1422% 

포인트 증가했다.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하지 않은 통제집단 2009년에서 

2013년 기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평균은 약 74.9143%,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평균은 약 84.0571% 였다. 즉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평균이 약 

9.1429% 포인트 증가했다. 

두 집단 모두 2014년 이후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평균 혁신형 기업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약 9.1422% 포인트 그리고 약 

9.1429% 포인트 증가해 이중차분하고 남은 값은 약 -0.0006% 포인트였다. 

앞서 살펴본 처리집단 도시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통제집단 도시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별다른 추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추세선 분

석 결과를 재확인한다. 

추세선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분석 결과 확인한 처리집단 도시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추세 차이가 없는 양상을 통제변수를 고려하는 이중차분 모

형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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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제변수를 고려한 이중차분 모형 회귀분석 결과 

4.3.1 기초통계 

 한국 광역지방자치 단체 도시 16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있는 스마트도시 

경제 성장 모형,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그리고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은 구

성하는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5] 스마트도시 효과 모형을 이루는 변수 기초통계량 

모형 변수 관측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실질 지역내총생산(백만원) 176 11450325 446863723 97569096.9886 101319489.856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176 0 1 0.5625 0.497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176 0 1 0.4545 0.499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이 완료 시기 여부 

176 0 1 0.2557 0.437 

재정자립도(%) 176 19.4000 92.0000 47.9489 19.0467 

인구 수(명) 176 560618 13077153 3178248.3920 3141962.9749 

경제활동참가율(%) 176 56.3000 72.3000 62.0313 2.8306 

log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176 1.7604 1.9741 1.8661 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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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혁신형 기업 수(개) 144 49 11307 1904.3194 2453.3652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144 0 1 0.5625 0.4978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144 0 1 0.5556 0.4986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이 완료 시기 여부 

144 0 1 0.3125 0.4651 

대학교 수(개) 144 4 63 21.2569 14.8445 

인구 밀도 144 90.0000 17037.9300 2283.6360 3956.9384 

재정자립도(%) 144 20.6 90.3 47.8632 18.5510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삶 만족도(%) 160 16.3000 49.4000 32.8281 7.8407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160 0 1 0.5625 0.4976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160 0 1 0.5000 0.5016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

계획이 완료 시기 여부 

160 0 1 0.2813 0.4510 

평균 연령(세) 160 35.3 45.6 40.1656 2.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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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률(%) 160 66.6 97.0 81.9450 7.8688 

스트레스 인지율(%) 160 20.5 33.3 27.5938 2.4960 

-자연재해피해액(천원) 160 -393347483649 0 -21586625677.6562 47773420085.9177 

여가 만족도(%) 160 15.3000 31.0000 23.6575 4.0352 

가족관계 만족도(%) 160 46.6000 66.3000 56.5731 3.8596 

 

본 연구가 설계한 세 가지 모형은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

유 여부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면 처리집단,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통제집단으

로 분류한다. 세 가지 모형은 모두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유

의미한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므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기준은 세 가지 모형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각 모형이 실증하고자하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

시 종합계획 효과에 따라 종속변수는 지역내총생산, 도시별 혁신형 기업 수 

그리고 도시별 삶 만족도로 설정했다.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각 모

형을 구성하는 변수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6]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기초통계량 비교 

모형 변수 

처리집단 통제집단 

관측량 평균 관측량 평균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실질 지역내총생산(백만원) 99 134478179.8787 77 50114561.8442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99 1.0000 77 0.0000 



60 

 

 

모형 대상 도시 보유 여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99 0.4545 77 0.4545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이 완료 시기 여부 

99 0.4545 77 0.0000 

재정자립도(%) 99 48.1606 77 47.6766 

인구 수(명) 99 4444423.1212 77 1550309.4545 

경제활동참가율(%) 99 61.8485 77 62.2662 

log인구천명당사업체수 99 1.8639 77 1.8691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혁신형 기업 수(개) 81 2663.1173 63 928.7222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

상 도시 보유 여부 
81 1.0000 63 0.0000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81 0.5556 63 0.5556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이 완료 시기 여부 

81 0.5556 63 0.0000 

대학교 수(개) 81 27.9383 63 12.6667 

인구 밀도 81 2898.6535 63 1492.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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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81 48.0617 63 47.6079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삶 만족도(%) 90 32.7633 70 32.9114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 보유 여부 
90 1.0000 70 0.0000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 시기 여부 
90 0.5000 70 0.5000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 

도시를 보유했으며,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이 완료 시기 여부 

90 0.5000 70 0.0000 

평균 연령(세) 90 40.6833 70 39.5000 

인터넷이용률(%) 90 80.7100 70 83.5329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고 느끼는 비율(%) 
90 27.9611 70 27.1214 

자연재해피해액(천원) 90 -31315772600.7444 70 -9077722490.8285 

여가 만족도(%) 90 23.5333 70 23.8171 

가족관계 만족도(%) 90 56.5178 70 56.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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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상관관계분석결과 

4.3.2.1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상관관계 분석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을 구성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총 7개를 대상

으로 양측 검정 방식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상관관

계 분석 결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져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높은 변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추후 변수별 분산 팽창 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를 확인해 모형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2차 검증을 하

고자 한다. 

 

[표 17]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을 이루는 변수들 사이 상관관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이중차분항 재정자립도(%) 인구 수(명) 경제활동참가율(%) 

log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1 0.0000 .517** 0.0126 .458** -0.0734 -0.0547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0.000 1 .642** 0.0185 0.0098 .273** .548** 

이중차분항 0.517** 0.642** 1 0.0049 .246** 0.1015 .330** 

재정자립도(%) 0.012 0.018 0.004 1 .618** -0.1430 -.340** 

인구 수(명) 0.458** 0.009 0.246** 0.618** 1 0.0337 -.231** 

경제활동참가율(%) -0.073 0.273** 0.101 -0.143 0.033 1 .191* 

log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0.054 0.548** 0.330** -0.340** -0.231** 0.1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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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상관관계 분석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을 구성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총 6개를 대상으로 

양측 검정 방식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상관관계 분

석 결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져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

은 변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추후 변수별 분산 팽창 계수를 확인해 모형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2차 검증을 하고자 한다. 

 

[표 18]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을 이루는 변수들 사이 상관관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이중차분항 대학교 수(개)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1 0.000 .595** .512** .177* 0.012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0.000 1 .603** -0.014 -0.003 0.028 

이중차분항 0.595** 0.603** 1 .292** 0.101 0.009 

대학교 수(개) 0.512** -0.014 0.292** 1 .404** .314** 

인구밀도 0.177* -0.003 0.101 0.404** 1 .693** 

재정자립도(%) 0.012 0.028 0.009 0.314** 0.6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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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상관관계분석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을 구성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총 9개를 대상

으로 양측 검정 방식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상관관

계 분석 결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져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높은 변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추후 변수별 분산 팽창 계수를 확인해 모

형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2차 검증을 하고자 한다. 

 

[표 19]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을 이루는 변수들 사이 상관관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이중차분항 평균연령(세) 인터넷이용률(%) 스트레스(%) 자연재해(천원) 여가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1 0.000 .552** .259** -.179* .167* -.232** -0.035 -0.016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0.000 1 .626** .551** .661** -0.064 .232** .598** 0.065 

이중차분항 0.552** 0.626** 1 .478** .304** 0.018 0.104 .371** 0.012 

평균연령(세) 0.259** 0.551** 0.478** 1 .163* -0.029 -0.030 .323** .349** 

인터넷이용률(%) -0.179* 0.661** 0.304** 0.163* 1 -0.118 .280** .489** -.251** 

스트레스(%) 0.167* -0.064 0.018 -0.029 -0.118 1 -0.004 -.246** -.184* 

자연재해(천원) -0.232** 0.232** 0.104 -0.030 0.280** -0.004 1 .306** -.163* 

여가 만족도(%) -0.035 0.598** 0.371** 0.323** 0.489** -0.246** 0.306** 1 .196* 

가족관계 만족도(%) -0.016 0.065 0.012 0.349** -0.251** -0.184* -0.163* 0.1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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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모형별 R 제곱, F 검정 그리고 오차항 검정 

 

본 연구에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를 실증

하기 위해 설계한 세 가지 모형인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스마트도시 혁

신 모형 그리고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R 제곱, F 

통계량 그리고 더빈 왓슨 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0] 모형별 R 제곱, F 통계량 그리고 더빈 왓슨 통계량 

모형 R 제곱 F 통계량 더빈 왓슨 통계량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0.9469 428.378*** 2.1946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0.9055 218.933*** 2.0044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0.4722 14.914*** 2.7458 

***p < 0.001 

 

먼저 R 제곱은 설계한 각 모형별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를 얼

마나 설명하는지 알려주는 값이다.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회귀분석 결과 

R 제곱은 0.9469로 종속변수로 설정한 실질 지역내총생산 값을 독립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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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가 약 94.69%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R 

제곱은 0.9055,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R 제곱은 0.4722로 각각 모형을 이

루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를 약 90.55% 그리고 약 47.22% 설명

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과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R 제곱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F 통계량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두 집단 사이 분산이 집단 내 

분산보다 얼마나 더 큰지 알려주는 값이다. F 통계량이 세 가지 모형에서 모

두 유의미하였다. 즉 집단 내 차이보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

인했다.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은 약 428.378,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은 약 

218.933 그리고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은 약 14.914 만큼 집단 간 차이가 

집단 내 차이보다 큰 결과를 보였다. 세 가지 모형 중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F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더빈 왓슨 통계량은 모형 내 오차항 사이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값으로 2에 가까울 수록 오차항들 사이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차항들 사이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추정치가 

실제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왜곡된 분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

다(Damodar Gujarati, 2006). 그러나 본 연구가 설계한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그리고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더빈 왓슨 통계

량 대체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각 모형 오차항들의 자기상관 문제

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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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와 경제성장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 회귀 계수와 통계적 유의

미함 그리고 분산 팽창 계수 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회귀분석 결과 

분류 변수 회귀 계수 분산 팽창 계수 

독립변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9525200.4647 2.3280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2439875.8176 2.9853 

이중차분항 15282251.6910* 3.1445 

통제변수 

재정자립도(%) 240605.7253 2.3063 

인구 수(명) 30.5538*** 2.5826 

경제활동참가율(%) 3046840.6770*** 1.1982 

log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62987202.4609 1.7412 

상수항 상수항 -315057639.4604** - 

***p < 0.001; **p < 0.01; *p < 0.05 

 

분산 팽창 계수는 모형을 이루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값이다. 약 10을 기준으로 10보다 분산 팽창 계수가 

작다면 모형을 이루는 설명변수들 사이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을 이루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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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은 대체로 1과 4사이의 분산 팽창 계수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 문

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독립변수 가운데 이중차분항 계수는 약 15282251.6910이며 이 값은 유의

확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

획은 실질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연구 대상이 대한민

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이고 자료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이라는 

점을 상기해 다음과 같이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2008년에서 2018년 기간 한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

는 스마트도시 경제성장 모형 회귀 분석 결과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

획은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도시별 재정자립도, 인구 수,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log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는 종속변수인 실질 지역내총생산과 양의 회귀 계수 값

을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인구 수와 경제활동참가율 변수는 유의확률 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4.3.5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와 혁신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 회귀 계수와 통계적 유의미함 

그리고 분산 팽창 계수 값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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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회귀분석 결과 

분류 변수 회귀 계수 분산 팽창 계수 

독립변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435.2181* 2.6626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77.7202 2.2934 

이중차분항 523.9627* 3.5406 

통제변수 

대학교 수 129.6482*** 1.6077 

인구밀도 -0.0930*** 2.1081 

재정자립도(%) 64.5721*** 2.0247 

상수항 상수항 -3691.9919*** - 

***p < 0.001; **p < 0.01; *p < 0.05 

 

 모형을 이루는 설명변수들 사이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

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분산 팽창 계수는 대체로 1과 4사이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값 

10보다 낮으므로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진 확률은 낮

다고 판단하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이중차분항 회귀 계수는 약 523.9627이며 이 값은 유의확

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은 혁신형 기업 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연구 대상이 대한민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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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이고 자료 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이라는 점을 

상기해 다음과 같이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한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

는 스마트도시 혁신 모형 회귀 분석 결과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혁신형 기업 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도시별 대학교 수와 재정자립도는 종속변수인 도시별 혁

신형 기업 수와 양의 회귀 계수 값을 보인 반면, 도시별 인구밀도는 음의 회

귀 계수 값을 보였다. 또한 세 통제변수가 보이는 회귀 계수 값은 모두 유의

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4.3.6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완료와 삶의 질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 회귀 계수와 통계적 유의

미함 그리고 분산 팽창 계수 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회귀분석 결과 

분류 변수 회귀 계수 분산 팽창 계수 

독립변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0.0240 2.3949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5.6626** 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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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항 -0.2866 3.4137 

통제변수 

평균 연령(세) 0.1933 1.9295 

인터넷이용률(%) 0.1654 2.4798 

스트레스(%) -0.0241 1.1541 

-자연재해피해액(천원, 실질) 0.0000 1.2920 

여가 만족도(%) 0.4463** 1.9484 

가족관계 만족도(%) 0.3395* 1.5674 

상수항 상수항 -20.7393 - 

**p < 0.01; *p < 0.05 

 

모형을 이루는 설명변수들 사이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

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분산 팽창 계수는 대체로 1과 5 사이 값을 보이고 있

다. 이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값 10보다 낮으므로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진 확

률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이중차분항 회귀 계수는 약 -0.2866이며 이 값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삶에 대한 주

관적인 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 연구 대상이 대

한민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이고 자료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이

라는 점을 상기해 다음과 같이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회귀분석 결과를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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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서 2018년 기간 한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

는 스마트도시 삶의 질 모형 회귀 분석 결과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도시별 평균 연령, 인터넷 이용률, -자연재해피해액, 여

가 만족도 그리고 도시별 가족관계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도시별 주관적인 삶 

만족도와 양의 회귀 계수 값을 보인 반면, 도시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음의 회귀 계수 값을 보였다. 이러한 통제변수 가운데 도시별 

여가 만족도 변수가 보이는 양의 회귀 계수 값은 1% 유의 확률 수준에서, 도

시별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가 보이는 양의 회귀 계수 값은 5% 유의 확률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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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함의 

5.1.1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경제와 혁신 효과 

 본 연구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지역내총생산 그리고 혁신형 

기업 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실증했다. 추

세선 분석, 이중차분 분석 그리고 이중차분 모형 회귀분석 결과, 제1차 유비

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하에서 진행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대상으로 선정

되어 각종 지원을 받은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제1차 유비쿼터스도

시 종합계획 완료 이후 지역내총생산과 혁신형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하에서 시행한 도시별 스마트

도시 시범도시 구축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지원을 받은 도시가 스

마트도시를 이루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도시 설비 

및 서비스 보급을 계획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역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계획 또한 스마트도시 계획 일부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1.2 혁신주체로서 스마트도시 

본 연구는 3차까지 이어지는 한국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문헌에서 도시가 

지역 경제와 혁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또한 제1차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이 지역내총생산이라는 경제 지표와 혁신형 기업 수라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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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음을 실증했다. 이는 혁신이론에서 제이콥(1969), 

플로리다(2017) 등이 제시하는 도시가 정보통신기술 도시 설비 등 혁신 기반

을 제공하고 시민, 기업 등 다른 혁신 주체들을 재조합하여 혁신 성과를 좌우

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지역 경

제와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5.1.3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접근 필요 

 그러나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증가

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2009년에서 2018년 시기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사업 지원을 받은 도시 집단이나 그렇지 않은 도시 집단이나 삶에 대

한 주관적인 만족도 추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2008년 약 20%에서 2018년 약 40%로 향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최근 한국 스마트도시 사업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은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 스마트도시 정책은 리빙랩, 스

마트 챌린지 등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해 정부보다는 시민, 기업, 대학 등 민

간 주체가 도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중심이 되는 기회를 확대하

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도시법이 기존에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을 국

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맡는 내용에서 규제 혁신, 혁신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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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맡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3. 

 

5.2 한계 

5.2.1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분석에 따른 분석 해상도 한계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분석 단위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지역내총생산, 혁신형 기업 수 그리고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했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하

에 진행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지원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단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분석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로 설정했다면 더욱 

해상도가 높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에 필요한 다

수의 자료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단위로 집계되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5.2.2 행정 지역 구분을 넘는 간접적인 효과 존재 가능성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구축에 따른 지역내총생산, 혁신형 기업 수 

그리고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증가 효과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기본 분석 단위를 도시로 설정했

다. 특히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구축 지원을 받아 지역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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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도시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추어 경제 성장 및 혁신 촉진 방안을 세우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지원 효과가 지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시범도시가 동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

하지는 않지만 거리가 인접한 도시는 간접적으로 시범도시 구축에 따른 효과

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국

가로부터 직접적으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구축 지원을 받은 효과를 고려하지

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인접한 도시가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구

축을 지원받아 간접적으로 얻는 효과는 고려하지 못한다. 

 

5.2.3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및 사업과 혁신형 기업 

수 증가 사이 시간차 존재 가능성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하에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구축 지원을 받

은 도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지역 특

성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분석 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그리고 스

마트도시 시범도시 구축 지원이 도시 지역내총생산, 혁신형 기업 수 그리고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도시별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구축이 도시 지역내

총생산, 혁신형 기업 수 그리고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기까지 더 긴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 혁신형 기업 수 증가 효



77 

 

 

과 측면에서 한 도시가 혁신형 기업에 친화적인 도시 정책을 시행했을 때 타 

도시 소재 혁신형 기업 혹은 혁신형 기업 인증 조건을 충분히 가진 기업을 유

치하는 효과는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내 한 신

생 기업이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기술 기반 설비와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을 받아 

혁신형 기업 인증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경우 비교적 더 긴 시

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고자한다면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

획 완료 이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 적절한 시간 차를 두는 모형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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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city us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increase 

competitiveness in economy, innovation, and quality of life. Smart city plan 

is the process by which a city becomes a smart city. Through three 

national smart city comprehensive plans,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smart city vision and promotion strategy and has been 

supported smart city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theory, 

it should be noted that a city with a smart city plan recognizes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and manage an innovative ecosystem in which other 

actors such as citizens,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interact. As 

cities become smart city, they are leading in improving their own 

competitiveness of cities including economy, innovation, and quality of life. 

It was proven whether the first ubiquitous city comprehensive plan in 

Korea from 2009 to 2013 demonstrate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urban 

economy, innovation and quality of life. Trend line analysis, difference-in-

differences analysis, and difference-in-differences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step by step. As a result, the first ubiquitous city 

comprehensive plan in Kore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the number of innovativ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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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ity. However, it was hard to find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life. In light of these empirical results, it is 

reasonable that recent smart city policy in Korea tends to promote 

participation from private sectors. 

Keywords: Smart city, Ubiquitous city, Smart city pla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novative firm, Satisfaction with life, Difference-in-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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