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5. 15.(금 ) 11: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일시 2020. 5. 15.(금) 09:00 담당부서
디지털사회기획과
담당과장 박민하(044-202-6130) 담 당 자 박솔 사무관(044-202-6135)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무안군 스마트빌리지 방문
- 스마트빌리지 운영현황 점검 및 직원 격려로 현장 소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5월 15일(금)
무안군청(군수 김산)을 방문해 2019년에 구축한 무안읍 스마트빌리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4차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생산성향상 안전강화
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 및 확산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작년 무안군(무안읍)을 대상지역 중 한곳으로 선정하여
지능정보기술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5종
서비스*를 발굴 및 보급한 바 있다.
·

·

* ‘드론 기반 정밀 농업’,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스마트 쓰레기통’, ‘태양광
안내판 지역정보’, ‘체험관 및 IoT통합관제’

□ 장석영 제2차관은 이날 ① 쓰레기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수거경로 및 주기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쓰레기통‘, ② 독거노인
가정에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스피커를 설치해 복지사와 독거노인
간 원격상담 및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등 주요 서비스의 현장 시연을 통해 사업의 실증 성과를
점검하였다.

특히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시는 독거
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졌다.
□ 장석영 제2차관은 “앞으로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한 도-농간의 격차 해소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주민 수요에 기반하여 농어촌에
적합한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라고 말했다.
ㅇ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 044-202-61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안군 무안읍 스마트빌리지 세부 내용

□ 사업 개요

과 제 명)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ㅇ (사업기간 ) ‘19.6 ~ 12월
ㅇ (사업대상 ) 무안읍 4개 지역(성내리, 성동리, 성남리, 교촌리)
ㅇ (

□ 주요 서비스 현황

구분
스마트
쓰레기통

(현장시연)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현장시연)

태양광
안내판
지역정보

(현장시연)

드론기반
정밀농업
체험관 및
IoT 통합관제

개념도

서비스 내용

- 쓰레기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배출지역

거점화하고 수거경로 및 주기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무안읍 내 23개소, 95개)
- 수거업무 효율 8% 이상 증대 예상
- 독거노인 가정(704가구)에 지능형 IoT스피커를 설치해
복지사와의 원격상담 및 생활편의 지원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IoT리빙랩 실증지원사업”
적용 확산 (`19∼`20)
- 태양광 안내판을 통해 공기질·악취 등 지역 환경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

※ 근거리 위치감지 건물번호판, 환경감지방향안내판,
농업환경정보제공 태양광 안내판

- 자율비행드론으로 측정한 생육정보를 시각화하여
작물생육, 수확량 예측 등 정밀농업정보 제공
- 무안읍 2개 리 → 무안읍 전체 농지(2000ha), 2회
촬영 → 10회 촬영으로 확대
- 읍내 4개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체험공간(무안군
황토 갯벌랜드 내 과학관)을 제공하여 운영비
확보 및 통합관제(무안군청) 서비스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