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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  
스마트 쉼터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성동 스마트 쉼터 

 
차원이 다른 도심 속 공간 

  “스마트 쉼터” 

 

성동 스마트 쉼터 02 

무더위 그늘막 온기 누리소 

폭염, 더운 여름 영하, 추운 겨울 

생활 속 구민 불편 해결   

무더위 그늘막  
 

온기누리소 



성동 스마트 쉼터 

Safe  

Design 

Smart 

안전한쉼터 

쾌적한 쉼터 

똑똑한 쉼터 

쉼터 전경 

쉼터 측면 쉼터 내부 

성동 스마트 쉼터 03 

쉼터 후면 



코로나 19 대책 열화상 카메라, UV 공기 살균기, 손 소독제  

성동 스마트 쉼터 04 

열화상카메라 디지털 사이니지 

UV 공기살균기 

성동 스마트 쉼터 

교통정보를 실시간 안내해주는 디지털 사이니지 



성동 스마트 쉼터 05 

휴대폰 유 · 무선충전 

CCTV 원격관제  
테이블&의자 

성동 스마트 쉼터 
통합관제센터 원격 관리로 안전한 환경 CCTV&비상벨 

카페처럼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유 · 무선충전기 & 의자와 테이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동 스마트 쉼터 

06 성동 스마트 쉼터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07 

Smart  

Safe  

Lighting 

최첨단 8종 기능 

교통사고 예방 

눈에  띄는 횡단보도 

IoT · AI · ICT 기술 적용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08 

LED 바닥신호등 

음성안내장치/ 
CCTV, 피플카운팅 

IoT 정지선 지킴이 

스몸비족 등 안전한 보행 환경 바닥신호등&음성 안내 

정지선 위반을 방지하는 IoT 정지선 지킴이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09 

로고라이트 

집중조명/ 
활주로형 유도등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는 집중조명&활주로형 유도등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 안내 표시 로고라이트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10 

주민들이 알아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주민 만족도 88.4% !  
정지선 위반 차량 83.4% 감소!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11 

도시 안전 지킴이 
스마트도시 컨트롤 타워!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12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도시안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단속 
금연  단속·방범  
 
 

스마트쉼터  
보안등 
원격제어 
 

 
교통사고  
화재 
실종사고 등 

스마트 
시   설 

긴급상황  
관      리  

소방도로 방해차량 관리 청소년 흡연 관리 

자전거 절도 확인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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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청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종합상황실 

소방서  종합상황실 

총 1,034건 범죄 검거&예방  

성동구 5대 범죄 
(2016년 대비)  

2019년 16.7% 감소 

 
 

수사 활용 횟수 43.8% 증가  



14 앞으로 스마트포용도시는 



구민 모두의 삶을 품어 행복을 증진시키는  

21세기 포용적 스마트 도시, 성동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