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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 프로필
도시공학박사 김용학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법무법인 한결의 고문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동훈ITECH 고문과 SH공
사 경영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스마트시티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
했으며,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2020년 도시계획 명예의 전당(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헌액되기도 
하였다.

2. 책소개 

  김용학 도시공학박사 책을 내다
  - 스마트시티에 관련한 미래기술 및 국내외 정책 사례를 다루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미래기술 및 적용 사례를 총망라한 책!  
 스마트시티 구현 상의 쟁점과 정책진행 방향의 길라잡이!

■ 주요 내용 
책은 총 4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 미래기술 접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 4차 산업시대의 미래기술과 스마

트시티의 개념 및 흐름을 비롯해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미래도시에 대한 수
요, 미래세대의 도시와 주거 등 수요 패턴 변화를 주로 다루었다.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선진 사례와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세계 각국의 스
마트시티 동향과 추진 사례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추진현황을 개관하고 시사점을 
다루었다. 정책 동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미국, 아시아권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분석에서는 추진 동향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구조, 주요 솔루션, R&D 등을 다루고, 국제적 동향 중 EU 사례에서는 암스테르담 ASC, 영국 
Future Cities Demonstrator Competition, 핀란드 Smart Kalasatama 등 구체적인 선진 사
례를 들었다.

*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최신 기술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 다양한 미래기술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사회 제반 기능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성
공적 기술 적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 스마트 건설, 스마트 에너지, 디지털 트윈, 드론, 블록체인, 그리고 리빙랩을 비
롯한 스마트 시민시대 등을 다루었다.

* 스마트시티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획·개발, 플랫폼구축, 운영·관리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  정책 입안자나 실무자들이 스마트시티 계획의 추진 방향별로 언제, 어떤 기술을,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공기업의 실무지침 등을 활용하여 
구체화하였다.

■ 출판사의 추천의견
 * 저자는 40여 년간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실무경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민

간·외국기업, 학교에서 강의 및 연구를 해온 도시공학박사이다.
저자는 그간의 실무경험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스마트시티를 먼저 경험한 국가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기술·사
회적 요소들을 실무차원에서 재정리하고, 정부 및 공기업에서 추진한 정책과 실무지침 등을 
참고·보완하여 이 책을 출간했다.

 * 이 책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역개발, 행정 등 스마트시티 계획을 전
공하는 학생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 계획, 개발, 운영･관리 등의 산업과 건설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
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