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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스마트시티 개요

SMART CITY
도시 운영에 기술적인 솔루션을 적용해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를 결합

▲도시의 효율성 제고 ▲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도시의 패러다임



실시간 교통 상황을 수집해
운전자에게 정보 제공

도시의 환경 상태를 감지해
주거지와 건물의 온도 조절

자연 재해를 예측하고
물리적인 위험 감지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 현황 파악 및 효율적 사용

스마트시티 통합
인프라 및 보안센터 구축

인프라
도시인프라
ICT인프라

공간정보인프라

데이터
IoT

Big Data
AI etc.

서비스
알고리즘
도시 혁신
도시 서비스

IoT
Big Data

AI
Cloud 

Platform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융합생태계 조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실현



02 | 스마트시티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필요성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영역별 도입 수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도시 단위의 데이터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

향후 과제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각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다

관계, 분포, 비교, 변화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의 이해를 돕는다, 아주 쉽게!

그 해답은 바로



기대 효과

시정 데이터 공유

시민 커뮤니티 참여 용이

에너지 비용 관리 및 절감

도시 브랜딩 구축

투명한 데이터 관리

도시 안전관리 및 사고대처

도시별 효율적 정책 수립

선제적 의사결정 가능

주요 시책사업 성과 점검

정책 입안자 도시 담당자 시민

방대한 양의 도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

도시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공
통



03 | 스마트시티 데이터 시각화 사례

데이터 시각화 활용방안



03 | 스마트시티 데이터 시각화 사례

데이터 시각화 활용방안

1
공간정보



유동인구 밀집도 시각화 노선별 시뮬레이션 최종 노선도

구분 세부 내용

참여 그룹 서울시, KT(통신회사) 

이해당사자 택시업계, 버스업계, 대리운전업계, 시민

진행 과정 시민요청으로 시작되고 민·관 협력으로 서비스 상품 개발

시각화
활용방법

한달 간 사용된 KT 휴대전화 통화이력 데이터 30억 건과 심야택시 승하차 데

이터 500만 건을 결합하여 지역별 심야 유동인구를 파악

한국ESRI의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지도상 유동인구 패턴을 시각화

성과 시행된 지 50일동안 총 30만 4천명, 하루 평균 6079명이 이용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개발



인천시 Smart GIS Incheon

구분 세부 내용

참여 그룹 인천시

이해당사자 도시 공무원, 일반 기업, 시민

진행 과정 공무원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해 시작한 GIS플랫폼을 시민 체감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시행(2020년까지 스마트GIS인천 구축)

시각화 활용방법 방대한 도시 위치 정보를 GIS 플랫폼에서 융합, 시각화하여 시민, 기업, 공무원에게 공유,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활용

텍스트 형태의 일반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시각화하고 방대한 위치정보가 실시간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역할 확대

기대 효과 업무 동시 수행 지원, 시공간 분석을 통해 숨겨진 패턴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시민 체감 서비스 발굴

시민체감형 서비스 모델 예시



캔자스시티 개방형 데이터 포털

구분 세부 내용

참여 그룹 캔자스시티, Sprint, Cisco, Think Big Partners, 지역교통국, 전철관리국

이해당사자 정부, 공공기관, 시민

진행 과정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시작, 최근 1570만 달러 규모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개방형 데이터 포털을 발표

시각화
활용방법

데이터 포털에 디지털 연결률과 빈곤율을 시각화한 자료를 게시, 대중교통

의 실시간 위치를 맵핑하여 공개

기대 효과 도시의 집중자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을 확인, 빈곤을 벗어나는 도구로 작용

실시간 교통 및 주차 정보 맵핑 정보 격차와 빈곤률의 상관관계



2
에너지



영국 글래스고 Warmth System

구분 세부 내용

참여 그룹 글래스고, IBM, 시스코

이해당사자 정부, 도시 의사결정자, 시민

진행 과정 글래스고가 영국 최초 스마트시티로 선정되고 IBM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자로 선정됨

시각화
활용방법

글래스고를 지속 가능한 맞춤형 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해 IBM 자체 운영 웹사이트인 City Forward로 도시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 SAP앱을 통해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

성과 시행 첫해에 전년대비 연간 약 33만 파운드의 에너지 절감 효과

SAP 개선 정도 평가데이터 결합을 통한 리스크 예측

연료 빈곤 지역 예측 다양한 지도에 적용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Issy Grid

구분 세부 내용

참여 그룹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분야별 전문 민간 기업(부이그텔레콤, MS, 슈나이더일렉트릭, TOTAL 등)

이해당사자 정부, 도시 담당자, 참여 기업, 시민

진행 과정 프랑스에서 13개 도시에 Eco City Zone을 지정하고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에너지 소비 절약 위해 스마트그리드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솔루션 개발(2012-2016) 중, 글로벌 기업 10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250만유로 공동 투자(민간투자 100%)

시각화
활용방법

각 가정과 기업체에 부착된 에너지 수요파악 센서가 매달 데이터센터로 5000만개가 넘는 에너지 정보를 전송,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분

석과 시각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현황 모니터링 및 조정

기대 효과 리빙 랩의 활성화 및 매년 20% 이상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ISSY GRID CITY DASH BOARD지역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3
행정



브라질 City Operation Center

구분 세부 내용

참여 그룹 리우데자네이루, IBM

이해당사자 도시 의사결정자, 관련 공공기관, 시민

진행 과정 IBM 스마터시티 프로젝트에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 기술 지원

시각화
활용방법

30여 개 재난 관련 기관 정보를 단일체제로 통합하고 도시 곳곳에 설치한

센서와 400여개 CCTV로 수집한 영상 및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해 24시간

모니터링함

성과 기상, 움직임, 에너지 등 도시 내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관리가 용이
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

리우데자네이루 시티 오퍼레이션 센터1 리우데자네이루 시티 오퍼레이션 센터2



싱가포르 Virtual Singapore

구분 세부 내용

참여 그룹 싱가포르, 다쏘시스템

이해당사자 국립 연구재단, 싱가포르 토지 기관, 싱가포르 정부 기술기구, 그 외 다양한
공공기관

진행 과정 국립 연구재단에 의해 시작된 R&D 프로그램으로 최근 다쏘시스템과 기술
협업

시각화
활용방법

다양한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와 3D 모델링기술

을 적용, 3D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상 도시를 구현

기대 효과 디지털 트윈 가상 테스트를 통한 복잡한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및 연구 개발

3D 모델링 시각화를 통한 가상 도시1 3D 모델링 시각화를 통한 가상 도시2



04 | 뉴스젤리의 데이터 시각화 사업

데이터 활용에 가치를 더합니다

뉴스젤리는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기술로

데이터에 숨겨진 INSIGHT를 발굴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빅데이터 시각화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의 전기 사용량 파악 및

비교, 전력 소비행태 분석 등이

가능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 구축



서울시 재정 포털 시각화 대시보드

서울재정포털

서울시 재정 관련 데이터 현황 파악

및 데이터의 시각화에 기반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구현



서울시 소비자 인포맵 시각화

서울시 &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소비자 피해 관련

지역별, 월별, 피해별, 항목별, 연령

별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현황 측정



태안군 유동인구 분석 데이터 시각화

태안군

태안군 관광 키워드, 유동인구, 

매출 등 태안군 관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해양항만공사 광양항만 데이터 시각화

해양항만공사

화물처리실적통계, 컨테이너 수송

실적 통계 등 항만 데이터의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구현



성남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선정 시각화

성남시

성남형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과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우선 지역 선정 지원



인천시 외국인 유입량 시각화

인천시

외국인 유입 및 이동 행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관련 관광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및 마케팅 방안 모색



SKT 매장내 유동인구 분석 시각화

SK Telecom

매장 내 유동인구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고객 특성 및

방문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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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출기술
실제 데이터 영역의 추출을 위한 데이터 영역 분리
각기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비정제데이터 자동 변환

데이터 정제기술
날짜, 주소, 위치정보 등 특수 타입 데이터의 자동 표준화
데이터 구조, 필드타입 자동인식 및 시각화를 위한 자동 변환

시각화 추천기술
데이터 타입 분류, 조합에 따른 최적의 시각화 유형 추천

시각화 라이브러리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수의 시각화 차트 제공

실시간 데이터 검색 및
데이터 업로드

자동시각화 추천 시각화 선택 시각화 편집 대시보드 제작 및 관리

DAISY 프로세스

DAISY 핵심기술



DAISY 차별화된 장점

패키징 상품으로 1~2일 이내 설치 완료
기본 상품은 1천만원 미만

외산 솔루션에 비해 비용 부담 감소
상시적 솔루션 지원 가능

실시간 원격 기술/업데이트 지원
솔루션 사용법은 30분 이내 교육 완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13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인증 완료



FUTURE SMART CITY WITH NEWS JELLY

뉴스젤리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시각화 전문 기업으로서

증가하는 데이터 시각화 요구에 맞춰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