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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CT활성화 추진방향
- 서울디지털재단(가칭) 설립 추진 -

   최근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과 ICT를 기반으 

로 한 온-오프라인 연결(O2O) 트렌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제품개 

발 기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 

름에 따라 해외 선진화된 창조도시들은 디지털 

의 핵심 기술 인프라인 ICT를 도시의 핵심전략 

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급변하는 최신 ICT 환경 및 기술을 시정 정책 

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 

다.

   이에 서울시는 급변하는 ICT와 서울시 시정정 

책 간의 갭(GAP)을 해결하여 시민의 편익과 안 

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를 마련하고 

자 공공성과 민간 의 전문성이 결합되고, 지속운 

영 가능한 서울디지털재단(가칭)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가칭)은 서울시의 글로벌 디 

지털 경쟁력을 선도하고, 서울시정 활동의 실효 

성을 높이며, 시민의 디지털 기반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2016년 상반기내에 출범 

할 예정이다.

  첫째, 디지털 경제 육성, 사업 발굴, 시민과의   첫째, 디지털 경제 육성, 사업 발굴, 시민과의 

디지털 플랫폼 협업, 소셜 시민생업 지원, 집단 

지성 활용 등의 ‘디지털 시민활동 지원(시민참여 

형 디지털 지원)’ 

   둘째, 디지털 융합관련 시민교육, 연구, 아이디    둘째, 디지털 융합관련 시민교육, 연구, 아이디 

어, 디지털 도구 및 스타트업 지원, 시민참여형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 및 지원을 포함하는 

‘랩(LAB) 지원’

   셋째, 국제사회 홍보 및 타 도시와 협업, 글로 

벌/기업 네트워크, 글로벌 디지털 페스티벌, 

축제 등의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활동’

   넷째, 재단의 재원조달, ICT기업지원을 통한    넷째, 재단의 재원조달, ICT기업지원을 통한 

디지털산업진흥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ICT 중심의 다양한 분야간 융 

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24시간 소통과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하여 강남의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를 활용 

하여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는 IC T 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는 IC T 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솔루션 개발, 이와 동시에 일정 부분 창업공간 

을 확보하여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디지털재단(가칭)이 운영을 할 예정이다.  

   현재 기존 외국인학교의 건축 리모델링을    현재 기존 외국인학교의 건축 리모델링을 

위해 7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입주기 

관 모집 및 선정,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6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개포 디지털 혁 

신파크는 ‘교육 

및 스타트업’을 

주요 콘셉트로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부지>

<서울디지털재단의 가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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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툴로서 인식되고 다 

양한 방식으로 산업적인 가치를 가지는 형태로 

확산되기를 기대된다.

하면서 집에 대한 작은 문제 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또한 NHN Japan에서 근 무시 

동경에서 Tokyu Hands (http://www.tokyu-han 

ds.co.jp/)에서 메이커들을 위한 물건들을 구경하 

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부품과 재료를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수집ㆍ공 

유된다는 것을 보며 시대의 변화와 공유, 나눔이 

라는 인터넷의 가치를 느끼며 사물인터넷을 활용 

한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다고 했다. 

   Project Valve God은 2015년 6월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똑똑한 서울을 만

드는 공공 IoT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 드는 공공 IoT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 

를 통해 사람들의 기대감을 재확인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살펴볼 수 있었던 바와같 

이, Maker운동과 IoT기술은 먼저 난방, 전기 등 

제각기 다른 환경과 요구사항, 형태를 가지기 때 

문에 “one size fits all”방식으로 간단한 해결이 어 

려운 가정과 사업장, 소규모 공장 등의 에너지 관 려운 가정과 사업장, 소규모 공장 등의 에너지 관 

련 부분에서 한 단계 높은 효율화 및 관리수준을 

<Valve God 구성도>

내용은 겨울철 난방의 세가지 문제로 ‘추운 방, 난 

방열 낭비, 난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였다. 센서, 액추에 

이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IoT의 전 

형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를 IoT 기술 

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손에 잡히는 사례로서 메이 

커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했다.

      Valve God을 개발한 김규호 박사는 NCsoft 미국 

법인 근무시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공구 

와 자재를 판매하는 Homedepot (http://www.ho 

medepot.com/)에서 필요한 공구와 재료를 조달

   지난겨울 Valve God 

이라는 명칭으로 Slide 

Share(프레젠테이션 

공유 사이트)를 통해 

공유 된 아파트 난방 

관련한 문제해결사례가 

SNS상에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규호 박사

앱센터운동본부 김규호 전문위원
- Project Valve God 메이커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다! -

화재의 
인물

<손톱두이노와 100원짜리 동전의 크기비교>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Ardui 

no)”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손톱두이노(Nail Duino)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손톱두이노(Nail Duino)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의 대표 제품인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Atmel사 M 

CU(Mticro Control Unit)중 Atmega328에 베이 

직 하드웨어 설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 

프트웨어는 기존 Arduino IDE를 그대로 적용해 

아두이노 우노와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오 

픈소스를 지향하는 아두이노의 정신에 맞추어 

제작된 제품이다. 제작된 제품이다. 

   손톱두이노를 아두이노와 비교하여 기능을 소 

개하면 첫째,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초소형화 

된 아두이노 제품으로 교육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아두이노 우노 또는 나노제품의 모든 

Pin out type 기능이 제공되는 브레드보드에 장착 

이 가능한 형태이다. 

   둘째, ‘라즈베리파이’를 통해 산딸기마을에서 

제공하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 해 ‘아두이노 우노 

(나노 또는 프로미니 제품군)’부트로더를 손쉽게 

올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MC U에 부트로더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AVR IS P(2~3만원)라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아두이노와 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셋째, 아두이노와 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OS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멀티 플랫 

폼 서비스를 지향한다. 하나의 OS에서만 작동하 

는 것이 아니라 Linux, windows 그리고 Mac OS 

X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넷째, 제품군 자체가 단일제품이면서 사용하고    넷째, 제품군 자체가 단일제품이면서 사용하고 

자하는 부트로더에 따라 다섯 가지 모든 제품군으 

로 변형이 가능하다. Atmega328 MCU를 채용한 

아두이노의 제품군을 살펴보면 아두이노 우노, 아 

두이노 나노, 아두이노 프로 미니로 약 5가지 이상 

제품군으로 개별 판매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에 다양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여러 

제품을 개별적 으로 구입해야했지만, 

손톱두이노는 단일제품이고 변형이 가능해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기술동향 손톱두이노( Nail Duino)



시원하게 만들어 두거나, 주변의 조도센서 또는 현재 시간, 날씨 상태에 따라 집안 조명의 밝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엔텔스는 메이커나 스타트업들이 개발 한 디바이스를 ‘AoT’에 쉽게 연결 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비글본 등의 각종 

오픈소스하드웨어용 SDK와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바이스의 제어 및 모니터링, 디바이스 간의 다양한 매시업 서비스를 서버 사이드 코딩 작업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구현 할 수 있다.

   현재 메이커나 스타트업들과 함께 AoT를 통해 발굴 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협력 모델도 추진 중이며, 2015년 하반기에는 AoT를 통해 제품 

화 된 파트너 디바이스들을 지원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도 오픈 할 예정이다.

   Ao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인호 상무는 앞으로 “AoT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다양한 사물인터넷 하드웨어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Ao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인호 상무는 앞으로 “AoT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다양한 사물인터넷 하드웨어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으며, AoT를 미국의 퀄키(Quirky)와 같은 소셜 제품 개발 플랫폼의 한국형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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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메이커

“엔텔스”
- IoT 제품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

   엔텔스(http://www.ntels.com)의 ‘ALL OF THINGS’ (이하 ‘AoT’)는 

메이커,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구현하는 것을 돕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이다. 

   SK텔레콤, KETI(한국전자부품연구원)와 함께 개방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개발 하는 등 업계에서 IoT/M2M관련 기술력을 

인정 받아 온 엔텔스는 다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해 11월 ‘2014 

사물인터넷국제전시회’에서 AoT를 처음 선보였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오픈소스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제작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오픈소스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제작한 

디바이스를 AoT와 연결하면, 디바이스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할 수 있으며, ‘규칙’ 기능을 

이용하여 디바이스를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둔 대로 동작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집과 가까워지면 에어컨을 동작 시켜 집을 미리 

커뮤니티
소개 “공돌이들”

   공돌이들’은 2009년 9월에 동국대학교(경주)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OpenCV, MFC 등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등의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는 로봇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구축된 기술력을 토대로 창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진대회, 공모전,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개발된 여러 시스템들을 출품하여 기술력에 대한 검증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공돌이들’은 동국대학교(경주, 정보통신공학과 반상우 교수)의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공돌이들’만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첫째,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행으로 라즈베리파이를 두뇌보드로 장착한 

(주)미니로봇의 로봇 플랫폼을 사용한 다양한 기능을 갖는 로봇 시스템 개발하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FIRA대회 등 다양한 로봇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수상실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한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한 시스템으로 경진대회 및 공모전 등에 참가하고 있다.

   ‘공돌이들’은 창업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즐겨찾기’ 프로젝트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만들어주어 늘 찾고 싶은 재능기부자가 되자’는 

취지로 2014년 6월부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연합하여 ‘즐겨찾기’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공돌이들’의 로봇관련 기술력과 사회복지학과의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의 자원봉사가 결합하여 어린 

이들에게 로봇공연, 로봇체험,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IT융합기술에 

대한 간접적 기회 제공을 통해 어린이들이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희망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공돌이들’ 프로젝트 활동>

<’공돌이들’ 즐겨찾기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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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창작공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무한 상상실”

 둘째, 미래 차세대 성장산업인 IT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멘토와 함께 실험하고 탐구하며 로봇 및 전자회로 제작, S/W프로그램 개발, 제품 제작 

등을 해볼 수 있는 IT 연구실과 아이디어교실이다. 셋째, 대학생, 직장인 등이 팀을 구성하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등 기술사업화를 실현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클럽이다. 넷째,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꽃인 영상콘텐츠 

제작자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영상제작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상탐구교실, IT 연구실 등 각 교육프로그램은 10명 내외의 소수인원으로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참여 가능한 맞춤식 교육으로 운영되어    상상탐구교실, IT 연구실 등 각 교육프로그램은 10명 내외의 소수인원으로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참여 가능한 맞춤식 교육으로 운영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 외에도 첨단장비사용이나 제품 제작을 위해 학생, 일반인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공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전국민 상상 프로젝트로써, 아이디어의 개발, 아이디어의 구체화, 그리고 구현된 아이디어의 기술가치 활용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전문화, S/W 

교육프로그램 증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장비 구축확장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발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한상상실 예약, 교육 프로그램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한상상실 예약, 교육 프로그램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상상창의공간’이다.

   이 상상창의공간인 무한상상실은 크게 아이디어샘터, 상상공작실, IT-    이 상상창의공간인 무한상상실은 크게 아이디어샘터, 상상공작실, IT- 

Fab Lab, S/W-창의실, 상상놀이터, 장비실, 지원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무한상상실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첫째, 학생, 주부 등 가족 관람객들이 창의적 문제해결법, 

발명기법 등을 배워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목공공작 및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상상탐구교실이다.

<ICT DIY포럼 회원가입 기준>

ICT DIY포럼은 ICT DIY관련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여 ICT DIY 창작문화 조성과 ICT DIY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ICT DIY 포럼」활동에 동참해 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럼 홈페이지(www.ictdiy.org)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모집 ICT DIY포럼 회원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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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개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창작대전
- 최종 14팀 선발 및 총 3500만원 지급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ICT분야의 숨은 창작자와 실력 있는 동호회를 발굴하기 위한 “2015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의 참가자를 

지난 6월 30일까지 모집했다.

   모집된 참가자들은 예선을 거쳐 1차 100팀을 선정해 4개월간 멘토링을 지원한 후 이 중 50팀이 2차 선발 되어 오늘 10월에 개최되는 본 행사에 참가한다. 

1차 선발팀에게는 각 100만원씩, 2차 선발팀은 각 200만원씩 활동비가 지원된다. 본 행사는 10월 20일 부터 22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1000만원) 1팀, 최우수상(500만원) 3팀, 우수상(100만원) 10팀으로 총 3,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re.kr, 02-559-3896)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