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DC, 제 7회 스마트 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개최

2020년 12월 09일 - IT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
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 http://www.idc.com/kr)는 제 7회
스마트 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Smart City Asia Pacific
Awards, 이하 SCAPA)를 개최하고 후보군 모집을 진행 중이
라고 금일 밝혔다. SCAPA는 IDC의 스마트 시티 개발 지수 프
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기능별로 구분한 14개의 스마트 시티
eService 영역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
간 기업의 도시 혁신 사례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올해 SCAPA
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도시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성공적으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실행한 국내
사례를 찾을 예정이다.
IDC 아태지역 공공부문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제럴드 왕
(Gerald Wang)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태지역 스마트 시티
의 우선순위가 급속도로 변화했다"며,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도시 인프라 자동화 확대, 필수 서비스 유지, 혁신 및 시
민 참여 촉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
지털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아태지역 스마트 시티
의 주요 우선순위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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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정책 ▲스마트 빌딩 / 스마트 테
크 파크 ▲스마트 워터 ▲지속 가능
한 인프라 ▲운송: 커넥티드&자율주
행 자동차, 대중교통 차량 호출 / 승
차 공유 ▲운송 – 운송 인프라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 등 총 14개로 각
부문별 최고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
다.
2020년 SCAPA 에서는 호주 퍼스
정부, 중국 선전, 홍콩 계획부처, 인
도 뉴델리 정부, 인도네시아 자와바
랏 주, 말레이시아 말라카 정부, 뉴
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싱
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 등이 최우
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국내에
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IoT 기
반 열수송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
템’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플랫폼
기반 범죄안전 도시서비스’가 각각
스마트 워터 및 공공 안전 – 스마트
치안 부문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
되었다.
자치기관, 시 또는 지방 기관, 솔루
션 제공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기관
은 도시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추
천이 가능하며, 공공부문과 함께 일
한 기술공급업체도 추천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추천 기간은 2021년 2
월 05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 사
이트(bit.ly/SmartCitiesKR2021)에
서 프로젝트 추천이 가능하다.
SCAPA는 총 6단계의 IDC 스마
트 시티 개발 지수(Smart City
Development Index) 프레임워크
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프로젝트 선정 기준은 아태지역
IDC연구원의 평가(50%), 공개 투표
(25%), IDC 월드와이드 연구원, 산
업 리더 및 전문가로 구성된IDC 국
제 자문 위원회(25%)의 평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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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 공개 투표를 위한 최종 후
보자들은 IDC 스마트 시티 웹사이
트 에서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IDC에서 스마트 시티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 수석 연구원
은 “국내 역시 올해 코로나 상황에
서 다시 도시를 재정비하고 회복탄
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변화
될 사회, 경제, 문화 환경에서 경쟁
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팬데믹으
로 인해 국내 도시들 모두 교육과
의료시스템에서 경제와 치안시스템
까지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변화에
맞춰 최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
이 아니라 도시 시스템 전반의 프로
세스와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금번 IDC SCAPA는 이러
한 도시들의 새로운 도약과 도전을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DC 스마트 시티 리서치 및 자문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IDC 정
부 인사이트 : 아태지역 정부 및 스
마트 시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IDC Government Insights:
Asia/Pacific Government and
Smart Citie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에서 확인 가능하다.
IDC 정부 인사이트는 I DC 퓨처
스케이프 : 전 세계 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 2 021 전망 ( IDC
FutureScape : Worldwide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2021
Predictions) 보고서 를 통해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전망과 전략적
예측을 발표했다. 또한, 스마트
시티 퓨처스케이프(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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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cape) 스마트 시티 퓨처스
케이프 (Smart City FutureScape )
웨비나 에서 공공부문을 위한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가
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끝>
IDC Government Insights
IDC Government Insights는 정확
하고 시의적절하며 통찰력 있는 사
실 기반의 리서치와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
사 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IT 리더들을 비롯
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 업체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IT
산업 분야에 대한 수십 년간의 경
험을 보유한 연구원들을 기반으로,
IDC Government Insights의 글로벌
리서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비즈니스 및 기술적
인 문제에 대해 분석 및 전략을 제
안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idc-gi.com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About IDC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 및 통신, 컨수머
테크놀로지 부문 세계 최고의 시
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입니다. 현
재 전세계 110여개 국가에 1100
명 이상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두
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IDC의 분석 정보와 인사이
트를 통해 고객들은 시장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최신 이슈들을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하며, 사실
기반의 의사 결정 및 마케팅 전략
을 효과적으로 수립합니다. IDC는
1964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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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 부문의 미디어 및 리서
치, 이벤트 그룹인 IDG의 자회사입
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IDC 웹
사이트(http://www.idc.com)와 소
셜미디어(Twitter, Linked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산업 소식과
인사이트는 IDC Blog(http://bit.ly/
IDCBlog_Subscrib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IDC (http://www.idc.com/kr)는
1997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해외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정
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시장조사 모델
을 채택, 여기에 GLOCAL(Global
+Local) 모델을 효율적으로 적용함
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
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연구원
및 폭 넓은 시장 조사와 수년간 축
적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양질의 정
보를 제공함은 물론, 전세계 110여
개국에 걸친 IDC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리서치
서비스에서부터 커스텀 컨설팅, 이
벤트를 포함한 마케팅 솔루션에 이
르는 종합적인 어드바이저리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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