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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우리 사회는 혁신적인 ICT 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혁명을 통해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CBMS로 불리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정보보호(Security)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화 되어 기술과 인간·사회 상호 간의 창조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CT를 통한 창조경제가 본격화 되고,
정부3.0의 확산 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국민의 창의성 증진과 디지털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2015년 국가정보화백서는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하는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국가 정보화 추진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국내·외 공공·민간
부문의 ICT 접목 및 활용 노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ICT 변화 전망과 미래 사회를 기획하고 적시적인
통합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노력해주신 집필진과 더불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

ICT
대한민국을
실현합니다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ICT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설계에 이번 백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서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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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발전과 미래사회 변화

를 더욱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New 세
대로 주목받고 있다.
ICT 신기술의 보급에 따른 변화의 추세는 당분간 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ICT 기반 미래 전략

속될 것이며,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1. 개요

의 모습이 곧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년대에 일반인에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웹 기

2.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기기로

반의 인터넷에 이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스마
트폰과 모바일 서비스의 대중적 보급은 ICT 발전사에
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2편 ICT 활용 기반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인용 컴퓨터와 1990

현재 ICT 산업의 키 플레이어는 스마트폰이다. 개인
용 컴퓨터와 유선 인터넷이 꾸준히 보급되고 활용되면
서 디지털 정보의 처리량이 급증하였고, 장소의 제약

국에서 포화 수준에 도달했고,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

을 극복한 컴퓨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한편

으로 한 시장이 성숙하면서, ICT 산업은 새로운 도약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유선 인터넷에 버금가는

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송 속도를 가진 통신 서비스가 출현하였고, 프로세

의 기술이 함께 발전함에 따라 ICT의 활용은 다방면에

서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및 모바일 운

서 고도화 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

영 체제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술

한 인간의 모든 활동이 ICT 기술의 영향으로 중대한 변

역시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출현할 수 있는 기술적

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토양이 완성되었다.
스마트폰의 큰 성공은 수많은 창업과 기존 기업들을

이터·사물인터넷 등 ICT 신기술들은 생활 속으로 깊

ICT 분야로 불러들여 ICT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

이 침투하면서 생활방식, 행동양식과 업무처리의 방식

운 기술 및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더불어 새

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로운 기기와 서비스의 출현, ICT 소비의 증대가 선순환

끼쳤다. 디지털 신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접해온 새로

관계를 일으키면서 시장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

운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고 있다. 개인용 모바일 기기는 현재 정형화 된 형태의

보이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일부는 사회적 논란을 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프로세서·디스플레이 및 카메

러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세대들은 우리 사회

라 해상도·저장용량·배터리 등 물리적인 성능의 개

부록

또한 모바일 기술과 함께 발전해온 클라우드·빅데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ICT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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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新) 디지털 세대의 등장

속에 숨은 새로운 사실들을 추출해내고 있다. 지능을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공유 경제’란 내가 가진 재화

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함께 개발

갖춘 컴퓨터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 과정과 유사하게

를 나누어 사용할 용의가 있는 사람과 내가 제공할 수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일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수집하면서 패턴을 찾아내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 나와

ICT와 관련된 미래사회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언급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였던 스마트폰은 앱

정하는 일을 다시 반복하며,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유휴 자원의 활용을 높임

해야 할 내용은 바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다. 돈 탭스

생태계의 출현에 힘입어 다양한 기능과 함께 강력한 소

향상시킨다. 이처럼 머신 러닝(기계 학습)이라 불리는

으로써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콧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태어

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으

지능형 ICT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요소 기술로 자리 잡

며, 미래에는 교육·비즈니스 및 사회 활동의 도구로

을 것이라 예상된다.

써 더욱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재 개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기기는 단연

3. 신(新) 경제의 등장

구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났을 때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이미 존재하는 당

경제학과의 마틴 와이즈만이 제창한 것이었다. 하지

연한 것으로 써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활양식과 사고

만 31년이 지난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글로

방식에서 기성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

벌 비즈니스로 꽃을 피웠다. 여행자들을 위해 룸 쉐어

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세대들을 ‘디

링 서비스로 시작한 ‘에어비엔비’, 개인용 차량 제공 서

지털 네이티브’라 명명하였다.

비스인 ‘우버’는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해 거대 기업으

역사상 어느 시기든지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웨어러블 기기는 손목

ICT 신기술이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은 근본적이고

로 성장하였다. 이후 유사한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면

다른 모습을 보여왔지만, 오늘날의 디지털 네이티브

시계나 글래스, 가상현실 기기 등 몇 가지 형태에 국한

광범위하다. 이미 OECD 등 국제 기구에서는 이러한

서 경제 지형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과 차별화 되는 지점이 바로 ICT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것도 시장에 제대로 안착

추세를 반영해 통신과 ICT를 기반으로 한 모든 경제 활

공유 경제의 영역은 차량이나 집 등 제한적인 재화였지

의 활용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세대’는 필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

동을 ‘인터넷 경제’란 용어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인

만, 미래에는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도 공유 경제

포함한 ICT 정책 연구자들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될 수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이다.

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 상거래는 시장의 글로벌 통

의 형태가 도입될 것이다.

있다. 네트워킹으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

공유 경제의 확산은 향후 격렬한 논쟁으로 떠오를 씨

에 능한 N세대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은 학습하

가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대체

금융 시장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경제 활동의 국가 간

앗을 뿌리는 중이다.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들이 성장하고 사회

할 만큼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성능

결합을 더욱 밀접하게 만들고 있다.

의 기존 제도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에 진출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대체될 미래에는, 보다

전자 상거래는 지난 20년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서 ‘우버’와 ‘에어비엔비’는 불법이다. 숙박업과 택시 영업

유연하고 다양하게 양 방향적이면서 각 개인에게 맞춤

어색한 이용자들에게 친숙해지기까지 이용자의 경험이

과거에는 전자 상거래의 시장 규모를 별도로 측정할 수

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

형인 교육 체계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이다.

축적되어야 하고,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제한적이면서도 오프라인과의 경계

하고 공유 경제는 계속 확산될 것이며, 정책 당국은 혁

또한 기업의 조직 형태도 구성원들이 모바일 기기를

있는 킬러 콘텐츠가 등장해야 한다. 특히 웨어러블 기

가 비교적 명확했었다. 하지만 이즈음 대부분의 오프라

신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존 사업자들의 격렬한 저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

기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장

인 시장들이 온라인 시장을 개설하고, 거의 모든 거래

항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핀 테크와 인터넷

통적인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새로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그룹을 둘러싼 환경

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

은행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

운 세대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철학은 기존의 조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계획한다고

라인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해 많이 늦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작 단계이다. 이 또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표출시킬 위험성이

전자 상거래는 기존 오프라인의 경제 활동이 온라인

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미래에는 경제 활동의 많은 변화

있으며,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을

적인 보급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하지

으로 무대를 옮긴 것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

를 야기할 것이다. 지불 방법과 은행 서비스가 간소화 되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네이티브

만 언젠가 웨어러블 기기가 ICT 생태계에서 스마트폰의

로 한 경제 활동 중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

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

세대’를 맞이할 조직의 ‘미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뒤를 이을 새로운 핵심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될 날

태의 경제 활동이 출현하게 되었다. 최근 가장 구체적

고,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될

ICT 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정

이 올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인 형태로 드러난 것은 공유 경제와 핀 테크, 그리고

수도 있다. 다만 금융 규제와의 갈등과 금융 보안에 대한

치 참여 양상을 변화시킨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

인터넷 은행이다. 따라서 이들이 인터넷 경제의 미래

이슈는 향후 심각한 논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롯한 각종 소셜 미디어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모바일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는 각종 센서와 다양한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인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

를 정의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ICT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서 자스민 혁명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

해내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역시 발전하

일찍이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Age of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후생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면서 데이터 과학이 주요 기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

Access)>에서, 미래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소유

제도적 이슈가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

인터넷 기반의 시민 정치 활동은 주요 선거나 정치적

다.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기술과 서비스는 엄청난 양

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이처럼 공

리고 이 문제를 정책 당국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국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2002년 대통령 선

의 비정형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유 경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그의 예언이 현실에 구현

향후 인터넷 경제의 향방은 바뀔 수 있다.

거는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결

부록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웨어러블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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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지만,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욕

공유 경제의 개념은 일찍이 1984년 하버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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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향상된 하드웨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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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역할을 해, 인터넷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6. 결론

과정에서는 인터넷 토론장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시위

지금까지 ICT의 발전에 따른 우리 미래사회의 모습

현장에서 시민들을 생중계로 제공하는 뉴스 등을 선보

을 기술, 경제, 사회로 나누어 전망해 보았다. 우리나

이면서, 매우 수준 높은 인터넷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

라를 IT 강국으로 이끈 지난 국가 정보화는 고도화된

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스템과 축적된 공공 데이터, 실시간으로 폭증하는

제2장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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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

ICT 융합 정책

이를 통해 현재는 새로운 국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기회가 열리는 시점이다.
새로운 ICT 기술의 출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개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공공 행정 또한

동반하고 있다. 핵심적인 기술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새로운 역할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이로운 변

활용해 사회적 현안이나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공

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공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ICT 신기술을 둘러

다.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빅

싸고 더 활발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또 싸우면서 기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정책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이

술의 발달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정책 당국의 노력과

슈에 대해 대응하려는 시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민간과 시민의 노력이 보다 절실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부 혁신
방안이 논의되면서 자연 재해·안보·치안·의료 등
각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
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
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미래사회의 정치 시스템 또한 최신 ICT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일례
로 지난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캠프의 적극적
인 소셜 데이터 활용이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향후 정책 당국은 유권자들의 여론을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 소통의 채널을 보다 늘릴 것이며, 유권자들은 늘
주의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소통의 증
대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인터넷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이나 조직적인 여론 조작 등
의 행위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성숙한 시
민의식이 요구될 전망이다.

1. K-ICT 전략의 의미

2. K-ICT 전략의 비전과 목표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K-ICT 전략」은

K-ICT 전략이 추구하는 비전은 ‘ICT가 선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

창조 한국 실현’이다. 그간 ICT 산업은 높은 성장률로

의 재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창조 경제 핵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한국경제의

심 성과 창출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대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하며, 경제 성장을

한민국(Korea)의 ICT 종합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경제 위기

이처럼 「K-ICT 전략」은 한류 붐을 일으킨 K-POP과

를 우리의 ICT로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에 앞장서야 한

같이 대한민국의 ICT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

다는 의미에서 비전을 만들었으며, 향후 5년간 총 9조

그림 총론 2-1

ICT 산업의 GDP 성장 기여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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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채널을 활용해 더 활발한 정치 참여와 직접 민주

- Brynjolfsson, Erik, and Andrew McAfee, “Race against the
machine”, 2011.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류 매카피 / 정지훈, 류현정
옮김, “기계와의 경쟁”, 틔움, 2013
- Brynjolfsson, Erik, and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2014.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류 매카피 / 이한음 옮김, “제2
의 기계시대”, 청림출판, 2014
- Don Tapscott,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2008. 돈 탭스콧 / 이진원 옮김, “디지털
네이티브 –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 비
즈니스북스, 2009
- Negroponte, Nicholas, “Being digital”, 1995.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 백욱인 옮김, “디지털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995
- Rifkin, Jeremy,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2000. 제레미 리프킨 / 이희재 옮김, “소유의 종
말”, 민음사 2001
- Schmidt, Eric and Jared Cohen, “The New Digital Age”, 2013. 에
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 이진원 옮김, “새로운 디지털 시대”, 2013
- Weitzman, Martin L. The share economy: Conquering stagf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하자는 의미에서 전략 명칭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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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투입해 ICT 산업의 성장률을 8%, 2020년 ICT 생

4. 2015년도 추진 성과

신설하였다. 또한 주요 기업 R&D Fast-Track을 도입

선, ICT 융합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글로벌 협력 강
화란 3개의 주춧돌과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기둥 위에
9대 전략 산업(소프트웨어·IoT·클라우드·정보 보

3. K-ICT 전략의 철학과 주요 내용

해 과제 신청부터 협약까지 기존 1년이 걸리던 기간을

가. ICT 수출 세계 3위 등극, ICT 발전 지수 1위 탈환,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 ICT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초
중등 SW 교육을 의무화했고, 고려대·성균관대·세종

안·5세대 이동통신·UHD·스마트 디바이스·디지

대·서강대 등 전국의 8개 학교를 SW 중심 대학으로
2015년의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선정하였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지속

K-ICT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미래 ICT 산업

등 잘하고 있는 선도 산업 분야라는 보를 만들었다. 튼

었다. 특히 세계 ICT 산업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적인 ICT 창업·벤처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2015년에

의 전략이다. 즉,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만들

튼한 기둥과 보를 바탕으로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끄

저성장세가 유지 (세계 ICT 성장률 / Gartner : 2011년

는 투자 유치 금액 (2014년 633억 원 → 2015년 1,086

고, 만듦새도 한국적인 철학이 담기도록 한 것이다.

떡없는 탄탄한 한옥과 같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경쟁

8.4% → 2013년 0.5% → 2015년 –4.9%)되고 있으며,

억 원 / 71.5%↑)과 특허·지재권 출원 건수 (2014년

K-ICT 전략을 수립하면서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력을 확보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한옥은 서양의 보

우리나라의 ICT 주력 산업인 HW 분야는 성장률 둔화

273건 → 2015년 762건 / 179%↑)가 대폭 증가하였다.

많이 떠올렸다. 우리의 한옥은 외부 충격에 견고하기

편적 건축 양식인 쌓아 올리는 조적식(組積式)과 달리,

(2013년 5.2% → 2019년 1.1%)가 예상되고 있다.

로 정평이 나 있고, 안팎으로 공기가 원활히 흐르는 소

기둥·도리·보가 맞춤으로 결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의 철학을 가진 건축물이라는 점이 바로 그 이유다.

기둥과 같은 직선재만으로도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도 많이 도출되었는데, 일례로 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 우리나라의 ICT 수출액

이오 텍인 아벨리노는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y

은 중국 (홍콩 포함)·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4위였으

Forum)이 선정하는 올해의 Technology Pioneer로 선

한옥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한 K-ICT 전략의

나, 2015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를 차지 (상반기 기

정되었으며, 스마트스터디(주)는 구글 앱 유아교육 분

리, 보 등 수직 목재들이 서로 떠받치는 독특한 가옥 구

실행도 민·관이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준)하였다. 더욱이 전체 산업의 수출 감소 (2015년 1월

야에서 2014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2015년에는 100억

조로 충격을 분산시키며, 수평 목재들은 기둥 사이에

국가가 갖춘 인프라와 정부의 투자 및 지원 정책을 잘

~10월 △7.6%)에도 불구하고, ICT는 전년 수준을 유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또한 비트패킹컴퍼니는

서 이중 삼중으로 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충격에 강

활용한다면 성공으로 이어질뿐 아니라 ICT 분야에서

지 (2015년 1월∼10월 1,456억 달러)하면서 수출의 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 130억 원 투자 유치에

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 판단했다.

팀목(전체 수출의 33%)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제전

성공하고, 동남아 7개국으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성공

기통신연합(ITU)에서 각 국가의 ICT 발전 정도를 평가

기업이 출현하였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하는 ICT 발전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2위였으

에서 3번째로 구글 캠퍼스를 서울에 개소(5월)하는 등

나, 2015년에는 16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국내 창조 경제 생태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그림 총론 2-2

9대 전략 ICT 산업 육성 계획

C++
SW

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IoT

클라우드

정보 보호

5G

나. ICT 산업 체질 개선
다. ICT 융합 투자 확대

산업 육성

ICT 산업 체질의 개선을 위해 기업에게 ICT R&D 바

UHD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ICT 산업

ICT 융합

글로벌

체질 개선

투자 확대

협력 강화

우처를 지급하고, 출연연 및 대학의 기술 개발을 자유

2015년에는 교통·에너지·관광·도시·교육·의

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를

료의 6대 분야 융합 사업에 2.1조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림 총론 2-3

2.0

2015년 상반기 주요 국가 ICT 수출 성장률

6대 분야 융합 실현

현지 지원 인프라 확대

융합 규제 개선

권역별 특화 전략

창업 벤처 글로벌화

공공 수요 확대

패키지형 상품

-1.1

-4.0
-6.0
-8.0

창의 인재 양성

부록

0.0

기술 혁신 가속화

-5.9

-6.7

-10.0
-12.0

ITU 정보통신 발전 지수 세계 1위 탈환, 세계일보 (2015년 12월 1일)

1.9

0.5

-2.0

그림 총론 2-4

제3편 글로벌 정보화

9대 전략

제2편 ICT 활용 기반

한옥의 건축 방식을 보면 주춧돌을 기반으로 기둥과 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털 콘텐츠, 빅데이터)과 ‘휴대폰·반도체·디스플레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처럼 K-ICT 전략도 ICT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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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또한 잡코리아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타민 성과 등을 패키지형으로 전략 상품화해 수출하는

고, 빅데이터는 2014년 2,013억 원 → 2015년 2,623억

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특히 농업 생산성 증

(예>> 제니퍼소프트 : 사내 수영장 보유, 수영 시간도

‘ICT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원(잠정)으로 30% 성장, 클라우드는 2014년 5,238억 원

대, 마약류 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

근무 시간에 포함, 출퇴근 자유) 가운데, SW 기업이

5G·IoT·UHD 등 신 산업을 평창 올림픽에서 실증하

→ 2015년 7,530억 원(잠정)으로 43.7% 성장하였다.

출되고 있다. 그리고 ICT 관련 기업 환경 개선 및 국민의

64%를 차지(2015년 6월, 25개 중 16개)하며 SW는 ‘어

고 국내 장비 업체 등의 수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평창

이밖에 문화·ICT 융합형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도

불편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으로 규제 개선 역시

렵고 힘든 것’이란 부정적인 인식에서 ‘새로운 기회와

ICT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평창 ICT 올림픽 추진협의

글로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최대 K-pop 한류 행사

추진하였다. (전년 대비 이행 완료 88% 증가, 9건→17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란 긍정적인 인식으로

회를 발족하였다.

인 KCON과 연계해 국내 우수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해

이처럼 SW 업계의 불편하고 부당한 환경을 해소해

전환되고 있다.

외 진출 확대를 위해 전시관을 운영 (LA, 8월)했으며,

마. 9대 전략 산업 육성

SW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중소 SW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2012년 55.5% → 2013년

라. 글로벌 협력 강화

이로써 국내 디지털 콘텐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
벌 경쟁력을 제고 (방문객 1만 2,000여 명)할 수 있었다.

ICT 관련 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스마트 시

SM타운 극장 (2015년 1월∼ 101억 원 수익, 105만 명),

청 계약 기준))되고, 불법 복제가 감소(2012년 대비 33%

KIC(Korea Innovation Center)를 워싱턴·실리콘

티 실증단지 조성 사업,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

디지털 파빌리온 (21만 명) 등 국내 홀로그램 전시·공

감소 (987건 → 658건))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과 제

밸리·브뤼셀에 개소하였으며 이를 통한 ICT 분야의

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

연장의 중국·동남아 등으로의 진출 역시 가시화 되었

값 주기 문화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였다.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창조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리라 예측된다.

다. 더욱이 ‘K-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 (9월)’을

SW융합 Industry 4.0S는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조
선·해양 산업에 SW를 융합시켜 중소기업 기반의 산업

표 총론 2-1

ICT 관련 기업 환경 개선 및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

규제 개선
우수 사례 1

-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 부여
: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서비스를 시행, 임차인이 동사무소 등 확정 일자 부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서비스 가능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66.6% → 2014년 69.0% → 2015년 상반기 80.6% (조달

통해서는 우수 ICT 기술과 문화·한류 콘텐츠의 우수성
을 국내외에 확인시켰다 (누적 방문 객수 30만 명).

생태계를 조성할 ‘ICT 융합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

규제 개선
우수 사례 2

민원 종류
사업자 등록 증명 (영문)
휴업 사실 증명 (영문)
폐업 사실 증명 (영문)

서비스 시간
변경 전

변경 후

평일 (9:00~19:00)
토요일 (9:00~13:00)

매일, 24시간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클라우

2015년 3월에 수립해 발표한 K-ICT 전략은 창조 한

드 산업의 글로벌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건축·의료

국 실현을 위한 전략이며, ICT가 중심이 되어 이를 선

등 개별 법령에서 클라우드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하는 정책이다. K-ICT 전략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

개선하고,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사업

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ICT를 마중물로 우

(SW 교육, 지자체 대민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다.

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이러한 노력으로 사물인터넷의 시장 규모는 2014년
패키지형 전략 상품 수출

평창 올림픽 ICT 성공 추진

글로벌 협력단 파견

전자정부, 비타민 성과

IoT, 5G, UHD

ICT 수출액

3.4조 원 → 2015년 3.9조 원(잠정)으로 14.7% 성장하였

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평창 ICT 올림픽 추진협의회 발족 과정

지역별 맞춤형 수출

5. 향후 계획

육·환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영농의 의사 결정을 지

제2편 ICT 활용 기반

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팜 고도화를 추
진했으며, 원격으로 수동 제어하던 방식에서 농작물 생

- 홈택스 전자 민원의
이용 시간 연장 (2월)

그림 총론 2-5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20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총 44개 과제에 대해 창조경

2,085억 달러
1,739억 달러
그림 총론 2-6

현재

극장 다면 영상 시스템 관련 중국-CGV MOU (11월)

그림 총론 2-7

K-ICT와 함께하는 K-POP 슈퍼콘서트 (9월)

2019년

부록

KIC 를
(워싱턴, 실리콘벨리, 브뤼셀)

통한 해외 진출 지원
＊KIC 북경 12월 개소 예정

신 시장 전략 국가 선정
및 개척을 위한
‘ICT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글로벌 협력단을 통한
국내 ICT 기업의
중국 스마트 시티
진출 지원

평창 ICT 추진 계획
수립 및 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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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총론 2-2

실적 및 성과

IoT

•스마트 시티 실증단지 (부산, 대구) 구축
•가전·스포츠·제조 등 7개 사업 실증 추진

SW

•SW 스타 랩 구축 (서울대, 성대, 고대, 포항공대,
KAIST, 과기대)
•SW 융합 클러스터 (경북, 전북)

구분

UHD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시행
•공공 부분 클라우드 도입

정보 보호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수립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선정 (고대, 아주대, 서울여대)

5G

•국제 표준화 중·EU 공동 연구
•5G 전략추진위 운영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실적 및 성과

•UHD 공동 펀드로 제작 및 수출
>> 2014년 460만 달러 → 2015년 719만 달러
•지상파 UHD 표준 방식 결정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제3장

창조경제 지원

•K-ICT 스마트 디바이스 랩 구축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 방안 수립

•K-ICT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 수립
>> 중국 (북경 등 3곳)에 K-Pop 홀로그램 공연장 개소

제1절

ICT 융합과 창조경제

•산업 선도형 시범 사업 추진
>> 기업·대학 5개 컨소시엄
•빅데이터 R&D 및 생태계 확산

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
비자가 느낄 수 있는 경험, 감성 등 무형의 가치에 의해
창출되는 경험경제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클라우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구분

9대 전략 산업 주요 실적 및 성과

서 창조경제는 지식 자산이 핵심인 경제로 전환하는 사

1. 창조경제 추진과 ICT

회 변화의 비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
존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융·복합해 전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을

존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새롭고 나은 방법의 과정이나

사업화해 창업이 활성화 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다.

상생 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이뤄지는 경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 국가의

제를 의미한다.
특히 정보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시작된 디지털 경

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제 시대에는 문화, 예술, 창작 등 기존의 문화 산업에

저성장 요인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박근혜 정부는

ICT가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지식·

창조경제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정부는 2014년 11월 호

정보를 기반으로 ICT가 사회경제 부문의 효율화 및 생

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

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글로벌 개방경제의 심화 등 사회

의에서 전 세계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창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 요소와 함께 핵심 자산

조경제’를 제시했다. G20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회원국

및 역량에 대한 성격의 본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즉

간 창조경제 경험 공유(Peer-Learning)에 합의했다.

창조경제에서 새로운 정보화의 역할은 지식·정보의

제를 담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행정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추격으로 한국 기업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

정부는 창조경제 추진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추진 과

제2편 ICT 활용 기반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발굴 또는 기

창조적 활용과 개인의 창의성, 융합을 촉진시켜 신 성
장 동력 및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관 간 창조경제 주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위
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을 설
치하고, 기업과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프

부록

한 범부처 기구로 창조경제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의

2. ICT 기반의 창조경제 추진 실적 및
성과

로젝트를 발굴·추진하였다.
창조경제 시대는 경험, 감성, 협력, 상상력, 창의성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에 관계 부처 협동으로

등 무형의 가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3년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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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분야 정보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다. 기술 효과가 검증

2~3월)하여 산업계 비즈니스 창출 지원과 우리나라 기

접목·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협

되어 정착된 과제는 ‘확산 사업’으로 부처가 자체적으

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DB를 발굴하고,

업 기반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와 연계한 국가 정보화

로 추진하며, 범부처의 확산 사업은 기본 계획, 각 부

중소·벤처·인 창조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창

창조경제의 허브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 중

를 추진하고 있다.

처의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

업 희망자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

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에서 전문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제공하여 산업계 등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반

원스톱 지원, 지역 협력의 모델 창출, 가치사슬 단계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2013년 15개 (115억 원 규

을 마련하였다.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초연결 디

적절한 지원 제공 등 종래와는 차별화된 구체적인 역할

모), 2014년 1차 23개 (600억 원 규모), 2014년 2차 19개

지털 혁명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을 2014년 5월

을 수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창

(470억 원 규모)의 과제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

에 발표하며, 정부는 사물인터넷 관련 추진 성과를 위

조경제 실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검토하고 ‘2014년

였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해 4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창조경제 주요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2014년 5월 29일

도 반영되며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할 융합

에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분야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종래의 융합 프

가.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학, ICT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없이 기술부처 주도로 추진되면서 성과 달성이 미흡했

해당 사업의 고도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행복, 창

다는 반성에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부처 협업’에 우

조경제 실현의 정책 브랜드를 의미한다. 창조경제 생

선순위를 두었다. 그 결과 20여 중앙 부처, 청 및 지자

태계 조성 가속화, 신 산업·신 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체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 ‘협업(칸막이 제거)

동력 창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 등의

을 통한 융합’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2015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1차 14개 (177억 원 규모), 2차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ICT와 과학기술을 사회 전
반에 내재화하고 접목시켜(비타민 역할) 기존 산업을

30개 (836억 원 규모) 과제를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괄목할 만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중인 것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그림 총론 3-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 현황 (일정, 분포와 특성)

서울 (도시라이프) 2015년 7월
•민간 창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도시 생활 스타일 분야 사업화 지원
•전국 혁신센터 연계 거점

경기 (게임·핀테크) 2015년 3월
•ICT융합 신산업 창출
•창조경제의 글로벌 진출 허브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중소·벤처 육성

인천 (물류) 2015년 7월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관계 부처 협업의 ‘창조

•빅데이터 산업회 요람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
•관공, 헬스케어, 농업 등 혁신 지원

•K-뷰티, 의료 기기 등 바이오 창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산업화
•특허 지원 창구 설치 및 확산
경북 (스마트 팩토리) 2014년 12월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전국 혁신센터의 무역 허브
•농수산품의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지원

나. ICT 인프라의 고도화

강원 (빅데이터) 2015년 5월

충북 (바이오·뷰티) 2015년 2월

•첨단 물류 기반 신 산업 창출
•중소·빈차 수출 물류 지원
•중국 진출 플랫폼 구축
충남 (태양광 에너지) 2015년 5월

고도화하고 신 시장 창출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다. 신기술 적용의 위험요소가 크거나 시급성이 높은

형 창조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로 설립을 추진

•노후 단지의 창조 산업단지 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신 사업 영역 개척 지원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화 지원

세종 (스마트 농업) 2015년 6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ICT 인프라의 고도화가 추진

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정보화 계획에 반영하여 각

되었다. 국가 DB 사업 발굴 수요 조사를 실시 (2015년

대구 (전자·섬유) 2014년 9월

•농업 + ICT ‘창조마을’ 고도화
•중소·벤처 수출 물류 지원
•중국 진출 플랫폼 구축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 기계 등 지역 산업 지원
•창조경제 단지 등 창조경제 공간 조성
•C-lab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지원

대전 (ICT) 2014년 10월

창조경제위원회
•정책 방향 협의
•중장기 전략 경정

자문단 또는 실무추진단
회장 : 미래부 장관 / 위원 : 각 부처 차관
전담 기관

비타민 추진협의회

과제 주관 기관

회장 : 미래부 장관 / 위원 : 각 부처 실·국장

유관 출연연
과기 특성화 대학

PM
농축수산 식품

PM
소상공업/창업

PM
문화관광

PM
주력 전통 산업

PM
보건의료

PM
교육 학습

PM
재난SOC

업계
엑셀러 레이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재도약
•첨단 의료 자동화를 신 산업으로 육성
•지역 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전북 (탄소섬유) 2014년 11월
부산 (유통·영화) 2015년 3월

•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전통문화-농생명 자산 활용 창업 및 사업화
•기술 금융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기획·마케팅 등 상품성 제고 및 유통 판매량
지원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스마트 시티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광주 (자동차) 2015년 1월
•자동차 산업의 창업 중심지로 육성
•수소 경제 진입의 주도적 역할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사업 추진
제주 (IT·관광) 2015년 6월
•문화와 SW가 융합한 창조 허브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 산업 육성

전남 (농수산물) 2015년 6월
•기획·마케팅 등 상품성 제고 및 유통 판매량
지원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스마트 시티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경남 (스마트기계) 2015년 4월
•메카트로닉스 허브
•대체 수자원 산업 육성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부록

•예산 협의 조정
•과제 협의

울산 (조선) 2015년 7월

•벤처 육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ICT, 에너지, 반도체 등 지역 산업의 첨단화
•출연연, 대학, 전담 기업 보유 기술 공개 및 사업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체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비타민 프로젝트’로 중점 발굴·추진한다. 이렇게 발굴

그림 총론 3-1

제2편 ICT 활용 기반

로젝트가 해당 주무부처의 의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혁신센터는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맞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각 부처의 현안 사업에 과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사회 각 분야의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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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75개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투원 케어

경제 사슬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 금융 기관 등의 재원으로 총 5,150억 원 규모의 창

(one-to-one care) 지원으로 약 300억 원 규모의 투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창조경제 확산의 모멘텀을 마

업·벤처 펀드를 만들었고, 8,6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

자 유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 보육 기

련하였다. 특히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2013

원 계획도 마련했다. 총 53개 기업에서 235억 4,000만

업 수도 지난 1월 45개에서 7월 250개로 증가했다. 같

년 5월), 중소기업 재도전 (10월), 한국형 히든 챔피언

원 규모의 창업·벤처 투자를 성사시켰다. 멘토링·

은 기간 멘토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도 105

육성 (2014년 10월) 등 기업 성장 단계별 활성화 대책

컨설팅 4,548건, 시제품 제작 698건, 교육·강연 2만

건에서 5,086건으로, 114건에서 962건으로 각각 늘었

마련 등으로 창조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확충하였다.

6,458명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활동도 본

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센터별 창업 벤처기

또한 구글캠퍼스 유치 (5월), SAP 디자인싱킹 혁신센

격화 되고 있다.

업 투자 지원 현황도 증가세다.

터 유치 (9월) 등 해외 유수 기업이 우리의 창조경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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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 기업, 지자체, 정

태계 조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 무한상상실 운영

정부는 첨단 ICT 인프라·기술을 핵심 분야에 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볼 수 있는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실험·창작공간인 ‘무한상상실’ 17곳을 추가로 선정하

를 추진 중이다. 2015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2015년에

였다. 무한상상실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 기관·전시

는 가전·홈,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도로, 병원,

관·과학관 등에 실험·공방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도시, 제조·공장 등 7개 사업에 337억 원이 투자된다.

평소 상상해오던 물건이나 제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크게 실험·공방 시설이 갖춰진

책 역할에만 주력한다. 각 사업별로 유관 부처와 공동

거점 센터와 시나리오·대본 창작 등 스토리텔링 작업

추진단을 구성해 테스트베드(시험장)를 구축하고 연

이나 각종 토론, 아이디어 회의 등 프로그램 단위로 운

구·개발(R&D)부터 기획·운영·성과·평가까지 사

영되는 소규모 무한상상실 등 두 유형으로 나뉜다.
무한상상실은 기관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를 뽑아내 법·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형태로 운영된다. 일례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열린 창작

사업 종료 후에도 테스트베드 시설과 장비를 기관·기

미술 교육의 일환인 ‘예술공작소’를 새롭게 선보인다.

업에 양도해 지속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

또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디어 세

이다. 또한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

상’을 주제로 지역에서 창의 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

소기업의 R&D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창의력 증진을 위한

이를 통해 개방형 스마트 홈 국내 시장을 오는 2017년

교육 프로그램과 제작 실습·스토리텔링 등 참여형 프

까지 18조 원 규모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2020년까

로그램을 확대·보급하고 초소형 컴퓨터를 이용한 프

지 42조 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질환자

로그래밍이나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등 정보통신기술

사후 관리, 스마트 카톡(Car-Talk), 글로벌 스마트 시

기반의 창작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티, 커넥티드 스마트 공장,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 산업통상
자원부가 지원하는 ‘창의공작 플라자’등을 포함한 전국

2015년 7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마지막으로

의 무한상상실을 활용해 창작 활동이 궁극적으로 창조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완료되면서 본격적

경제에 기여하는 연계 체제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

무한상상실의 창의 활동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창조

력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간에 긴밀한 협력을 추진

경제타운의 멘토링을 통해 숙성되고 창조경제혁신센

해 나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7월 기준으

터에서 투자 유치 등을 거쳐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조

부록

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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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 주기를 한꺼번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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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부터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맡기고 정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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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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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추진 전략

위주로 하던 것에서 상향식 방식과 범정부 선도 방식

이다. 단기적으로 정부3.0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top-down)을 혼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각 부처

있는 일에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국민

별로 정부3.0 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더해 민간 전문가

과 공무원에게 정부3.0의 가치를 보여주는 단계이다.

의 주도 아래, 정부 전체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단계는 2017년까지로 확산 및 정착 단계이다. 정부가

다. 우선순위도 그동안 정부 내부의 혁신을 우선하던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정부3.0의 사상을 적

것에서 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우선하는 것으로 바꾸었

용한다. 1단계에서 몇몇 선도 부처가 정부3.0을 이끌었

고, 성과 관리도 외형적인 양적 목표 달성에 주력하던

던 것과 달리 2단계에서는 모든 부처가 정부3.0의 주

것에서 국민이 공감할 제대로 된 질적 성과 달성에 주

물렀다.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이 4명 중 1명에도 못 미

관 부처가 된다. 3단계는 2018년 이후로 정부3.0 내재

력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화 단계이다. 정부3.0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추진 체계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3.0의 추진

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 성과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이고, 공무원과 국민의 행정 문화까지 바꾸어 새로운

계획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2013년 6월 19일 발표된 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정부가

정부 패러다임이 굳건히 뿌리내리는 단계이다.

초의 정부3.0 계획은 정부3.0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알

7월 11일 대통령 출마 선언 후,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

리는 데 주력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기본원

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

칙을 정부 내에 뿌리 내리게 하여, 전자정부보다 한 단

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

2. 추진 체계와 추진 계획

계 더 발전한 정부를 만들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특
히 정부3.0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하고, 데

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었다.

3.0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정부를 새롭게 쇄신하는 것

그래서 ‘정부3.0’은 현재의 정부를 서비스 정부, 유

정부3.0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모든 다른 공약을

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3대 목

추진 체계를 구성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중심 부처로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였다. 이후 대통

표로 잡고 있다. 첫째, ‘서비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

정부3.0을 이끄는 한편,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공

2014년 9월 23일에는 정부3.0 추진위원회 주도로

령인수위원회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 6월 19일,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기존 정부처

공 기관에서도 정부3.0 책임관을 지정해 부처와 기관

두 번째 계획인 ‘정부3.0 발전 계획’을 마련해 국무회

정부3.0의 비전을 선포했다.

럼 국민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부가 아니라, 국

차원의 정부3.0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의에 상정하였다. 첫 번째 계획과 가장 큰 차이는 혁신

정부3.0은 한마디로 기존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제시하는 선제적 정

마련했다.

의 수준을 높인 것이었다. 기존 정부3.0 계획은 이전부

혁신적으로 바꾼 ‘미래 지향적인 국민 중심 정부’를 의

부로 변하는 것이다. 둘째, ‘유능한 정부’는 어떤 문제

2014년 5월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그간의

터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

미한다. 학계에서 정부 혁신의 유형을 정도에 따라 ‘개

도 확실히 해결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 내 협업을

정부3.0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정

다. 때문에 정부3.0은 기존 전자정부 사업과 별로 다르

선(reform)’과 ‘변혁(transform)’으로 구분하기도 하는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부 주도의 기존 추진 체계를 민·관 합동 추진 체계로

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정부

데, 정부3.0은 이중 변혁을 지향한다. 기존 정부 운영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해결의 역량을 갖

전환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민간이 방향을 결정하고

3.0 발전 계획’은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

의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

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셋째, ‘투명한 정부’는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었

신하려는 당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기존 제도와 절차

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모습의 정부로 재탄생

국민과 더불어 행정 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다. 이를 위해 동년 7월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정부3.0

를 과감히 바꾸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시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정부는 ‘개선’

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범정부 추진 체계를 새롭게 재

구체적으로 ‘정부3.0 발전 계획’은 국민 맞춤형 서비

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부3.0은 전자정부와 확실히

부의 공공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편하였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에서 운

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믿음을 주

차별화 된다.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과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기여

영하도록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

는 투명한 정부 등 3대 목표 구현을 위해 8대 핵심 과

하는 친시장적 역할도 한다.

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

제와 25개 단위 과제를 제시했다. 8대 핵심 과제로는

지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 정부를 위해 1.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정부3.0 계획의 성과였다.

정부3.0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

가 2012년 발표한 주요 국가의 정부 신뢰도를 보면,

도와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

정부3.0추진위원회 출범은 정부3.0 추진 방식에 있

해소, 2.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3. ‘민간 참여'

OECD 국가 평균이 40%인데 비해, 한국은 23%에 머

무원의 인식,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 등이 결합되

어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먼저 추진 체계가 행자부 중

로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등 3개 과제가 포함되었고,

부록

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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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을 추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정부

이터 개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이룬 것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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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혁신 전략이다. 2012년

추진 방식도 부처 중심의 상향식 방식(bottom-up)

1단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성과 가시화 시기

정부3.0

정부3.0 추진 현황

3.0은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심에서 민관 협력의 범정부 추진 체계로 전환되었고,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4장

어야 비로소 완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때문에 정부

046

047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3.0 발전 계획’의 전체

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생활불

부 구현, 5.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 역량 제고,

사업 중 7대 핵심 과제는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직접

정부가 나중에 이를 조사하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편 스마트폰 신고 및 국민 참여 치안 서비스 등 온라인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이 제시되었다.

관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정부3.0 추진위원회와 행자

먼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국민에게 제시하면 국민이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 투명한 정부를 위한 과제는 7. 정보 공개 제도

부가 공동 관리하는 형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아울러 신용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국가 및 사회 문제에 선제

전면 재정비, 8.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 등

부처별 추진 계획은 행자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절세 계획을 수

적으로 대응하는 협업·소통의 ‘융합 행정’, ‘데이터 기

이었다.

부처별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3.0 기반 쉬운 연말정산

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도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서비스를 2015년의 정산분부터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복지·고용·

하지만 ‘정부3.0 발전 계획’은 과제 범위가 넓어 조
기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기적 정
부 혁신 과제로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정부3.0이 초
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민원 등 국민의 복합적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

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찾아보고, 내가 받

해 일자리·복지·서민 금융·문화 서비스를 한곳에

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민이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 해결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구축해 지원하

본격적으로 정부3.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3.0 발

맞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5년 4월부터는 행복e음

고 있다. 2014년 10개소, 2015년 31개소를 오픈하고,

목표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지만, 단기적 성과를 내는

전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은 746개 기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 후 받

2016년에는 전국 7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

데 불리한 점이 있었다.

관별 실행 계획을 수립·제출하였고 (2014년 11월), 이

을 수 있는 부가 서비스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스요

업을 통해 취업 건수 평균이 25.7%에 걸쳐 증가 (전국

그래서 정부3.0 추진위원회는 2015년 9월 15일 ‘정부

를 통해 2014년 정부3.0 사상이 반영된 정부 혁신과 변

금 등 공공 요금 감면 등)를 읍·면·동에서 일괄 대행

평균 8.5%)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3.0 7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25개 단

화가 시작되었다. 2015년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

하여 신청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일일이

또한 행정 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줄

위 과제 중에서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국민

이 가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기 시작하는 해로 이후 정

부가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민이 제

체감도가 높고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효과가 큰

부3.0의 확산 및 정착, 내재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누락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아울러 사각지

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2012년 135종에서 2014년

과제를 7가지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래 표

착실하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공 기관 보유 잠재 위기 정보

147종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제출

<총론 4-1>은 7대 핵심 과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등을 분석·활용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위기 학

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서류가 국가기술 자격증,

‘정부3.0 7대 핵심 과제’ 발표를 계기로 추진 체계에

2015년 11월 4일 정부가 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제도

생, 건보료 체납 가구, 기초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본인 서

잠재 위기 가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복지 사각지

명 사실 확인서 등이다. 아울러 정부 기관 간 정보를 공

대를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유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외국

표 총론 4-1

정부3.0 7대 핵심 과제
과제명
핵심 행정 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칸막이 없는
정보 공유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 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 부처 지식 공유 정착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강화

국가 재정 정보 공개 내실화

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신고가 있다. 고용노동부 혹은

계 신청 서비스와 사망 신고 시 재산 조회 등의 통합

법무부 한 곳에만 신고 (법무부 신고 76.8% 감소)하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

록 해 국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

는 2만여 개의 행정 서비스 목록을 만들어 임산부, 농

다.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 시

어민,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행

신체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실시, 장애인·유공자 등 증

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수혜자 중심 시범 서비

빙 서류 없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아이들의 안심

- 중앙 부처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
- 온나라 시스템 및 지식 관리 시스템(KMS) 클라우드 기반 구축
- 정부, 공공 기관 민간 클라우드 시범 사업 추진 (2016년)

스를 실시하였고, 2015년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다. 또

먹거리를 위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도 정

한 민원24를 통해 과태료·미환급금·건강검진일·운

부3.0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행정 정보

- 국민이 원하는 공공 데이터 전수 조사 실시
- 36대 분야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 조기 개방 완료 추진 (2016년)
- 데이터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등 범정부 원스톱 지원

전면허 갱신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21종의 정보를 한

공동 이용 실적은 2012년 1.6억 건에서 2014년 2.1억 건

번에 조회하는 생활민원 정보 안내 등 선제적 서비스를

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한 해 동안 사회적 비용 7,376

- 사업 총액 기준에서 다양한 세부 기준 재정 정보 공개 추진 (2016년)
- 지역별·분야별 재정 사업 비교 등 국민이 직접 분석 가능한 환경 조성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권·국제운전 면허증 원스

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수요가 많은 핵심 행정 정보 공유 확대
- 빅데이터 기반 협업 지도 구축해 협업 기반 강화
- 행정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법 제도 정비
- NDMS 재난 기관 및 지자체 전체 활용 확대 (2017년)
- 복합 재난에 대응한 범정부 재난 안전 정보 공유 실현 (2017년)
- 재난 정보 대국민 공개 원칙 수립 및 확대 방안 마련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 추진

- 찾아가는 서비스 신규 발굴 (양육 수당, 중소기업 관세 환급 등)
- 나홀로 소송, 출생·사망 신고 등 맞춤형 서비스 추진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 부문별 서비스 포털을 연계해 범정부 서비스 목록 제공
- 개인별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2017년)

국민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톱 발급 서비스, 혼인 신고·전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정부 부처가 서울·대전·세종 등으로 분산되는 시

등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

대가 도래함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과 원거리 이동을 줄

정책 과정에 전 계층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

이려 영상회의를 활성화시키며 회의로 인한 출장을 줄

민이 정책을 직접 만드는 국민 디자인단 활동과 스마트

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기울였다. 나라e음

부록

데이터 개방

행정자치부에서는 출생 신고 시 양육 수당 등의 연
세부 과제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구분

제2편 ICT 활용 기반

‘정부3.0 발전 계획'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달성해야 할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3. 주요 성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받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는 4.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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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통해 영상회의 이용 기관이 2013년 58개에

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조

서, 2014년 292개(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

치를 취하였다.

대되었고, 2015년에는 공공 기관까지 확대되었다. 또

「공공데이터법」에 기반한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

한 정부 내 영상회의 개최 건수는 2013년 1만 3,452회

2,260개에서 2014년 9,677개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에서 2014년에는 3만 1,092회로 전년 대비 2.5배나 증

는 1만 3,000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대

가하였고, 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부터 영상

비 2014년 개방 실적은 2.5배, 국민 이용은 11배, 서비

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

스 개발은 9.4배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아울러 찾

를 통해 정부 내 장거리 출장의 20%가 영상회의로 대

아가는 현장 대응반,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84개 데

체되었다고 전제하면, 연간 372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

이터 활용 유망 기업을 발굴해 창업 활성화의 기반을

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련해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OECD

‘투명한 정부’를 위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3년 제정(7월)하고, 시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30개국 중 오픈 데이터 평가 세계 1위를 기록(2015년
7월)하게 되었다.

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행(10월)해 정부와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

이러한 정부3.0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국민에게

이터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알리기 위해 2014년 현장 토론회 3회 (10월, 11월, 12월),

된 각종 후속 법률인 「기상산업진흥법」, 「공간산업진흥

기관별 우수 사례 경진대회 (46회), 성과 점검 회의·벤

법」, 「위치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개정하였다.

치마킹 투어 (12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에는 4월

제3부 산업 정보화

또한 2003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을 정부3.0 사상에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그간의 성과를 모두 모은 정부3.0

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맞도록 개정 (2013년 8월)해 정보 공개 대상 기관 중 공

체험마당을 개최해 4만여 명의 국민이 정부3.0을 이해

공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하고, 그 성과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

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제1장 중앙행정 정보화 추진 현황
제2장 중앙행정 정보화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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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의 정보화 저력과 역량은 2014년 10월 20일
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나타났다. 총 171개국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중앙행정 정보화 추진 현황

2,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ITU 운영 효율화부

1. 추진 현황

터 ICT를 통한 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75건의 결
의·결정이 제·개정되고 7건의 기존 결의가 폐지되었

를 보여주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에

다. 이번 회의는 ICT 인프라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르는 기간 동안 선진국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나타내

큰 호평을 받았는데, 백본스위치, 무선AP, 보안 장비

며, 정보를 삶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정

등의 경우 순수 국산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ICT 인프라

보통신기술의 경쟁적 개발 및 활용으로 생활양식과 경

구축에서부터 운용까지 한 차례의 장애도 없이 완벽하

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정보화가 국가 사회 전반의 효율

게 운용함으로써 ICT 강국의 위상을 높였다.
ITU 전권회의의 특징은 종이 없는(Paperless) 스마

도의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이 추진되어 세계 최고 수준

트 회의로서 각 세션마다 유·무선으로 스위스 제네바

의 ICT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다.

의 ITU 본부 서버에 접속하여 회의 자료를 내려받았
다. 회의 참가자들이 사용한 스마트 단말기의 종류는

활용하는지 분석한 ‘2015 컨슈머 바로미터(구글)’에 의

460종 5,900대에 달했으며 최대 2,500대가 동시에 접

하면, 명실상부 ‘모바일 퍼스트’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

속하였다. 특히 이번 전략 계획에는 ICT를 통한 인류

지하고 있다. 전 세계 56개국 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ITU 회원국과 사무

진행된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국을 포함한 모든 ICT 이해 관계자들에게 성장, 포용

88%가 매주 적어도 한 번 이상 모바일에서 검색을 한다

성, 지속성, 혁신·협력이란 4가지 목표 달성을 촉구하

고 답했다. 56개 국가 중 2위인 중국(73%)이나 23위 미

는 ‘Connect 2020’ 결의안이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제

국(50%), 49위 일본(35%)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

안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89년 처음 이사국으로

치다. 주지하듯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ITU의 ICT 발전

진출한 이후 7회 연속 ITU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성과

지수 4회 연속 1위, UN 전자정부 평가 지수 3회 연속 세

를 거두고 있다.

계 1위 등 국제 지표에서 수위를 점하며, 세계 속에 ICT
강국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부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어떻게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화 및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

제2편 ICT 활용 기반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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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2. 특성

한편,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서 6개 추진 전

→ 2014년 60.7%)하였으며, 특히 인스턴트 메신저와

난해에는 기가 인터넷 상용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략을 수립하였다. 이 중 ‘신 산업·신 시장 개척을 위한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났다.

창조적 활동과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기존 초당 100메가비트(Mbps)

성장 동력 창출’과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SNS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유형은 카카오스토리, 네

창조경제 시대에는 정보화의 활용 범위 및 역할이 더욱

급 초고속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10년이 채 안돼 그보

ICT 혁신 전략 강화’가 정보화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 서비스 (95.0%)인

확대될 것이다. 현재 IC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

다 10배 빠른 인터넷이 등장한 것이다. 고화질(HD) 영

다. 특히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카페·클럽 등 커뮤니티

는 전환점이자, ICT를 마중물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화 한 편(1.2GB)을 단 10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기

전략·강화 전략은 ICT가 양적 수준 못지않게, 질적으

(31.5%),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순

지속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우리 정부는

가(Giga)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

로도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및 인프라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이 전 연령층에 보편화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대에 불과한 기가 인터넷의 인구 커

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조경제 가속화

층 고도화 된 정보화의 기반을 창조적으로 운용하여 개

버리지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

를 위한 ICT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00Mbps)보

한편, 201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스마트폰 사용 시

인의 창의성,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신 수요 창출과 사

는 등 지원에 나섰다. 2014년 상반기에 선정된 과천,

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현재 LTE (25Mbps)보다 40배

간은 하루 1시간 16분으로 전년보다 10분 늘었다. 반면

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 사회의 경쟁력 제

춘천, 천안, 남원, 목포, 포항, 진주 등 23개 기가 시티

빠른 무선 인터넷 등 세계 최고의 유·무선 네트워크

컴퓨터 이용 시간은 하루 7분가량 줄었고, TV 이용 시

고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정 정보화

지역 8,200여 가구는 최대 1Gbps 속도의 기가 와이파

구축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

간은 정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무선 기기를 이용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

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용한 나라로서 초고속 통신망 보급은 한동안 세계 1위

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

면 전후의 미디어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디어

원은 기가 시티 시범 사업과 함께 ‘농어촌 지역 광대역

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6시간 43분으로 전년과 비교

가입자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50세대 미만 소규

정보 공간의 확장에 따라 생활 세계와 사회·정치

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미디어별로는 뚜렷한 변

모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해 도시와의

적 소통 방식이 정보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 정보 기

이용 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이다.

화를 보였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섬. 전라남도 신안군

기 활용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011년 21분에서 2012년 46분,

랑한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까

임자도가 그 주인공이다. 기가 토피아 사업을 진행하

노력에서 비롯된다. 인터넷 및 이동전화 이용자 수가

2013년 1시간 6분으로 대폭 늘었고, 작년에는 1시간 16분

지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는 KT가 2014년 10월에 제1호 기가 아일랜드로 임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

에 달하였다. 반면 컴퓨터 이용 시간은 2011년 1시간 16분

CDMA 방식의 이동통신을 상업화함으로써 이동통신

도를 선정, 관련 기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기가 인터

넷 이용률은 83.6% (2013년 대비 1.5%↑), 이용자 수는

에서 2012년 1시간 10분, 2013년 1시간 7분, 2014년 1시간

및 휴대폰 강국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 저력의 바

넷, 광대역 LTE-A 등 최신 유·무선 인터넷망과 KT

4,112만 명 (2013년 대비 104만 명↑)으로 나타났다. 모

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TV 이용 시간은 3시간

탕에서 유·무선, 통신·방송·인터넷 등의 융합이 새

가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자도는 교육·문화 등

바일 인터넷을 포함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지속적으

6분으로 수년째 사용량이 정체되었다.

로운 정보화 추세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기존 초고속 정

정보 격차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농업으로

로 증가 (2013년 98.1% → 2014년 98.5%)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는 정보화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보통신망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통신·방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원국 간 비교에서도 우리나

기 위해 농어촌 등 네트워크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송·인터넷의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차세대

전남·광주 지역의 KT IT 서포터즈가 한 통의 편지에

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지원 정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계획인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담은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낮

기본 계획 (2004∼2010년)’과 ‘방송통신망 중장기 계획

은 전남 도서 지역에 ICT 기반의 최신 서비스를 갖추게

(2009~2013년)’을 마련하고, 브로드밴드 멀티미디어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가 인터넷과 5G(5세대 통신)는

축하여 방송통신 인프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를 유지

현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편화, 데이터 통신의

실현의 핵심 인프라다. KT는 2014년 5월 ‘기가 토피아

비중 증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단말 기술의 발전 등

(Gigatopia) 실현’을 선언하고 기가 인터넷 확산에 노력

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유·

하고 있다. 현재의 광랜보다 최대 10배 빠른 인프라를 기

무선 통합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다.

반으로, 초고화질 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사물 연동 등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후로 ADSL(비대칭 가입자

체감형 융합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게 목표다.

표 1-1-1-1

도 병행하고 있다.

인터넷 및 이동전화 이용자 수 현황
(단위 : 만 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3

2014

가입/이용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

1.38(1998)

387

1,219

1,722

1,874

1,942

-

인터넷 이용자 수

37

1,904

3,301

3,701

4,008

4,112

83.6%

이동전화 가입자 수

164

2,632

3,834

5,077

5,468

5,800

108.9%

스마트폰 가입자 수

-

-

22.5(2008)

721

3,752

4,167

-

※ 인터넷 이용자 수 : 조사 대상, 조사 범위 등이 기간별로 다소 상이함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 정보 (통계 사이트)

부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

SNS 이용률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2013년 55.1%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를 유지했으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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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사

이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령대별 수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K-ICT 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회선)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한 이후, 지

056

057

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다. ICT 산업 육성

으로 개최하였으며, 표준화 총국장 당선 등을 통해 ICT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애플은 아이폰6 출시를 통해

대비 3% 성장한 2조 7,600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다.

외교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26개 국가와 양자 회담 및

2014년 세계 주요 50개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우리

2015년에도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따른 회선 증설

15건의 ICT 협력 MOU를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나라 기업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8개인 것으로

요구,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신 사업 영역 활성화로

수출 계약으로 3,0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중소형 액정(LCD) 패

3.4% 성장이 예상되며, 오는 2019년에는 3조 1,080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반면 2014년 2, 3분기 삼성전

지금까지 ICT 산업 부문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

널과 리튬이온 전지 등 ICT 부문의 선전에 힘입어 우리

자의 어닝쇼크, 우리나라의 글로벌 휴대폰 수출 및 시

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4년까지 ICT 부문의

나라는 2014년 사상 최대 ICT 수출 (1,739억 달러)을 달

장점유율 하락 등 국내 ICT 대표 기업의 실적 저조로

부가가치는 약 126조 원(GDP의 8.5%)으로 2005년 이후

성하였다. 또한 ‘SW 중심 사회 원년’ 선언 (2014년 7월)

ICT 산업 전반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더구나 주력 수

GDP의 8% 이상을 담당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

을 통해 SW 붐업(Boom Up)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출품이자 국내 ICT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이 2008년 2.8%, 2009년 0.7%

동안 노력한 결과, SW 생산액 (13.8%), SW 수출액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가 ICT 기

PC,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들은 중국 기업

로 저조할 때, ICT 부문은 2008년 9.4%, 2009년 4.0%

(130%), SW 창업 기업 수 (4.7%) 증가 등 SW 산업의 외

술이 진보함에 따라 급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스마

을 포함한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

형이 확대되고, 세계 1위 SW 전문 기업 (건축 설계 해석

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확보

고 있어 ICT 시장의 여건이 국내 업계의 성장에 호의적

다. 2005년 ICT 산업의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달성하

SW: 마이다스아이티, 자동 번역 SW: 시스트란인터내

한 통신 사업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소비

이지 않은 실정이다.

였는데, 1996년 412억 달러에서 연평균 8.7% 증가하여

셔널)도 등장하였다. 2013년 대비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에게 직접적으로 단말기·콘텐츠·서비스를 공급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ICT 산업의 고도화

2014년에는 1,7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매출액이 각각 34%, 23% 증가하였으며, 사물인터넷 중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콘

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먼저 ICT 최상위 의결 기

(ICT) 수출은 2013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소·중견기업의 매출액도 40% 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텐츠·서비스가 중요하게 되었고 콘텐츠·서비스의

구이자 컨트롤 타워로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8.3% 증가한 875.4억 달러, 수지는 863.5억 달러로 흑

SW 기반 융합 신 산업도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OS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무총리)를 신설 (2014년 5월)하여 ‘ICT 진흥 및 융합

자를 기록하였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정보

국내 통신 산업 부문 IT 시장은 모바일 LTE, 기가

CPND 생태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등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통신 산업은 전체 산업 수출 (5,731억 달러)에서 30.3%

인터넷,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3년

라 OS와 디바이스, 콘텐츠·서비스 분야 간 경계가 사

ITU 전권회의 (2014년 10월 20일~11월 7일)를 성공적

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

SW 생산액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9.4

1,485.1

79.6

81.8

86.6

92.0

96.8

109.4

114.8

117.5

124.5

125.8

성장률

8.6

10.2

10.3

9.4

4.0

12.5

14.8

3.1

6.6

3.9

비중

8.7

8.5

8.3

8.3

8.4

8.6

8.6

8.5

8.7

8.5

SW 수출액

(단위 : 조 원)

SW 창업 기업 수

(단위 : 억 달러)

28.8

42.0

(단위 : 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권도

3,070

강화된 것으로 열린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국가

2,933

25.3

나 플랫폼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콘텐츠·

18.3
13.8%

2012.10

130%

2014.10

2012.10

서비스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플랫폼 시장의

4.7%

2014.10

2012.10

2014.10

변화로 주요 사업자의 범위가 통신 사업자로부터 OS

자료 출처 : 한국은행

ICT 수출 및 무역수지

그림 1-1-1-3

국내 통신 산업 부문 IT 시장 전망 (2014~2019년)

(단위 : 억 달러)

ICT 수출
1,739

1,552

751

863

4

3.0%

3.4%

2014

2015

2.7%

2.5%

2016

2017

Growth

1.8%

1.5%

2018

2019

3

773

부록

1,566

Telco

886
783

(단위 : 조 원)

5

ICT 무역수지
1,694

2
1,301

1,312

604

1,209

576

589

2008

2009

1
0

2007

2008

2009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0

2011

2012

2013

2014

2007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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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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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했던 개발자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이 어느 플랫폼에서나 동일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

ICT 부가가치 추이

구분

그림 1-1-1-1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표 1-1-1-2

라. 정보화 환경의 변화

라진 융합 서비스 플랫폼이 부상하였고, 기존 OS에 따
그림 1-1-1-2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현재 샤오미, 알리바바 등 중국 ICT 기업들이 크게

자 달성에 이바지하였다.

2012

2013

2014

자료 출처 : ID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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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4

C-P-N-D 가치사슬의 변화

규모 ICT 융합 사업의 추진 여건의 마련과 함께 지역

다 다양화·가속화 되고 모바일 기기의 상호 연결을 위

의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을 완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

P

P

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빅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신기술 정

Contents

Platform

Platform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 되고 클

책 추진, 국민행복을 위한 정보 사회 구축, IT 복지 시

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속

스템 활성화, 사회 안전과 ICT 위기 관리 역량 확보 노

화되는 것과 동시에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통한 응용 시

력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다.

C

N

Contents

Network

D

N

D

Device

Network

Device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바일화는 보

장의 확산과 기술 적용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

•산업별/부문별 가치사슬에 집중
•상하 참여자 간 일방향 관계

플랫폼 전략

•개방형 생태계 조성
•참여/공유를 통한 경쟁과 협력 관계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2017

서 정보통신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히 기술적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플랫

사회적 수요, 기술 혁신에 따라 영역과 지세가 확장되

폼의 개념이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 또는 다수의 사람들

면서 그 특성과 가치가 현실로 투영되었다. 우리나라

이 모여서 플랫폼을 형성·진화해가기에 스마트 플랫

는 경제 성장률 하락, 빈곤한 중산층 증가, 경제 양극

폼 시장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화 심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CT 역량을 활용한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IT 강국의 위상은 정보화

한국형 창조경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의 노력이 누적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원리

보화 정책의 변화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이었다. 도입기

를 수용하여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환경 형성

와 성장기를 지나 2008년 이후 융합기를 거쳐 성숙기

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을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보화의 성숙 과정에

중심의 혁신과 융합이 확산되면서 2020년까지 이들

서 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과 업무 처리의 기본 도구로

기술의 전 세계 지출 규모가 전체 ICT 지출 성장분의

인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4년 5월 8일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

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처럼 각 부처의 현안 사업에 과

고, 12월에는 따뜻한 정보 기술이 널리 인간을 행복하고

학과 ICT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해

이롭게 하는 ‘인간 중심’ 사회, 나이·소득·계층·국경

당 사업의 고도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브랜드를 의

등의 장벽이 극복되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

미한다. 농업, 문화 등 기존 산업 및 사회 이슈에 과학기

고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창조’ 사회 실

술과 ICT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편익

현을 위한 정보화 비전으로 ‘인간 중심의 초연결사회 실

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1월 12일 추

현’ 계획을 수립·제시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박근혜

진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3월 17일 1차 과제로서 농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창조경제 핵심 성과 창출을 앞

수산·식품, 문화·관광 및 교육·학습 등 7대 분야의

당기고, ICT가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만

2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드는 ‘K-ICT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일련의

발굴을 위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노력을 통해 정보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시하였다. 2차 과제는 1차 과제를 보완하여 융합 신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의 전개를 주목하고 있다.

산업 창출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상향식(Bottom-up) 공모 외 하향식(Top-down) 기획
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대표성 및 상징성
이 있는 대형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에 다다른 2013년부터는 ICT를 기반으로 창조적 혁신

1. ICT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

다수:다수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보

제2편 ICT 활용 기반

사업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넓어지고 있다. 단순

물, 사물과 사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1:1 혹은 1:다수,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독립 제품/
산업 육성 전략

을 두고 2014년 7월 2일 19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1-1-1-3

정보화 단계

국가 정보화 추진 변화

이어 2015년 3월 시장 유망 ICT 품목을 선정했으며,

도입기
1987~1994

성장기

성숙기

1995~2000

2001~2007

기본 DB 구축

ICT 기반 구축 및 인터넷 이용 확산

ICT 활용·고도화

수단

자동화·효율화

네트워킹 생산성 향상

융합 서비스 혁신

전자정부

정보 기반

국가 기간
전산망

부처별
정보화

e-Korea Vision 2006
u-Korea 기본 계획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자정부
11대 과제
전자정부
31대 과제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 계획

스마트 전자정부
정보 자원 통합

차세대 전자정부
(데이터 중심 전자정부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광대역 통합
Wibro, RFID/USN, DMB, IPTV

4월에는 혁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
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R&D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긴 K-ICT 소프트웨어 글

국가 정보화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

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7월에는 유망 융합

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

지원하는 ‘신 산업 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건창

고자 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

호의 ‘초에너지 절감형 진공 단열 강화 유리’와 한국전

다.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대외적 성과뿐만 아니라 교

자통신연구원의 ‘차세대 고효율 3D 융합 전력 변환 모

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에서 대

듈’ 등 7개 과제를 유망 융합 기술로 선정하였다. 과학

부록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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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와 전망

2008~현재

목표

주요 계획

제2절

060

061

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벌 스타 기업을 현재의 181개에서 2019년까지 300개로

또한 빅데이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술

실증(5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추어 ‘사물인터넷으로

사업으로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8개 과제에서 투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K-ICT 9대 전략 산업과 국

열어가는 창조경제, 창조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자 유치 68억 원, 기술 이전 11건, 창업 5건, 상품화 4

글로벌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

가 13대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기술 중 하나를 선정하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민·관 협력의 필

건 등 단기간에 사업화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고 있다.

보다 빠르고 예지적 판단이 가능한 세계 최고 기술 확

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산·학·연·관 전문가들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벤처 및 창업 관련 생

첫째, 다양한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술 개발

보를 위한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2020년 3대

로 구성된 ‘K-ICT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 실무추진단’

태계 환경이 개선되고,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분위

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생산 가능한 부품 개발을 통

핵심 제품 및 서비스로서 고성능 빅데이터 플랫폼, 예

을 발족하여 실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기가 고조되는 등 여건을 조성하였다. 창업 동아리 수

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웨

측형 분석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국가 수요 대

협력 강화를 결의하였다.

확대 등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 및 출연

어러블 기기, 가상·증강현실, 헬스 케어, 레포츠 스마

응형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연), 특성화 대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 이전 등

트 기기 등 10대 디바이스를 선정해 이에 필요한 상용

계획이 담겨 있다.

지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창조경제의 주역인 도전적인

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의 성능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

의되었다.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은 사물인터넷 인프

중소·벤처기업도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합한 초소형 IoT 모듈, 융합 센서 등 10대 핵심 부품을

복하는 고성능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확보는 해외 기

라·기술을 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시티, 공장 등

선정해 개발한다.

술 대비 부족한 국내 빅데이터 기술 경쟁력의 열세를

핵심 업종에 융합하여 ICT 융합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

또한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사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이 심도 있게 논

둘째, 스타 제품을 발굴하고 전통 산업 또는 타 산업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국가 차원 빅데이터 활

고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는

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된

상품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기존 일반 체중계에 스

용 가능 분야로는 의료·건강, 소비·거래, 교통·물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로서 지자체 협력형 사업(실증단

‘K-ICT’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ICT 환경의 체질 개선

마트 기능을 접목한 스마트 체중계가 등장하였으며,

류, 에너지, 재난안전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지, 2개)과 기업 협력형 사업(융합 실증 사업, 5개) 등

을 도모하고 있다. 인재 및 벤처 양성, 국내 ICT 생산

안전성을 중시하는 레저용 헬멧에 블랙박스와 통신,

교통·주차·에너지 등 시민 체감형 도시 문제 해결 서

총 7개 신규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

증가율 향상, 융합 서비스 확산, 전략 산업 집중 육성,

증강현실 기능을 장착한 스마트 헬멧이 소개되면서 세

비스 시범 사업 추진, 정부3.0과 연계해 개인정보 등의

총 1,085억 원 (2015년 33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해외 진출 확대 등 ICT가 선도하는

계 레저용 헬멧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문제가 없는 핵심 공공 DB 제공, 중소·벤처나 1인 창

이외에도 UHD 서비스를 지상파 방송으로 확장해 국

새로운 창조한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ICT

된다. 이렇게 스마트 기능을 첨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업 등 희망하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의 분

민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UHD 서비스를 제공하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 ‘K-ICT 평창 ICT 동계올림픽

가치를 증대시키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

석을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지속 확대

는 UHD 서비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초로 지상

추진 계획’, ‘산업 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업체에 웨

등 다양한 촉진책이 동반될 예정이다.

파 UHD 방송을 도입해 고품질 UHD 콘텐츠를 안정적

시범 사업’, ‘K-ICT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 전략’ 등

어러블, IoT 등 최첨단 기능을 접목해 고부가가치화 할

을 들 수 있다.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고성능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이고 풍부하게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를 처리 및 저장·관리하기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서 빅

각종 미디어를 통한 UHD 콘텐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가장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UHD(Ultra High Definition)

개발·서비스·유통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기

성화이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을 강화해 중소·벤처

중요한 특성은 대규모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콘텐츠는 FHD(Full-HD) 콘텐츠에 비해 가로와 세로

회인 동시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실례로 2015년 1월

창업을 지원한다. 인큐베이팅, 디자인 및 제작 지원과

있는 성능을 갖추는 것이다. GPGPU, 매니코어 등 병

해상도가 각각 2배씩 향상된 화면들로 구성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15에서는 스마트 홈, 스마

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K-ICT 디바이

렬 처리 기술 활용, 40~100Gbps급 IO 가속기를 활용

한편 케이블과 위성 등 유료 방송의 경우에도 2017년

트 웨어러블, 스마트 카, 스마트 스쿨, 스마트 오피스, 스

스랩을 판교와 대구 지역에 구축했다. K-ICT 디바이

한 입출력 성능 향상 개발, 차세대 메모리 활용 기술 개

말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까지 UHD 채널을 10개 이상

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트리트, 스마트 시티 등 가까운

스랩과 더불어 모바일 융합센터 등의 지역 거점을 확충

발 등이 포함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확보해 전체 가입자의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미래의 생활과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 주었다. 이제는 아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시제품 제작소 등과 연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6월 24일 판교글로벌연구

창조과학부는 UHD 서비스 확산에 따른 콘텐츠 수요를

날로그 시대의 국가 간, 지역 간 보호 장벽이 무너지고

해 기획부터 판매까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 중이

개발(R&D)센터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

고려해, UHD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지

세계 최고 지식과 서비스를 소비자인 각각의 개인들이

다. 정보 가전과 스마트폰 등 대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자 창조경제 핵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K-ICT 사물

원을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UHD

접속만 하면 공유·소비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제품과 중소 ·벤처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

인터넷(IoT) 실증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착

서비스를 계기로 글로벌 실감방송 서비스를 선도해 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 창조경제의 활성화

로 한 소량 생산의 롱테일 제품이 상생하는 스마트 디

수 보고회에서 정·관계 인사들과 실증 사업 주관 기관

업 혁신을 이루고 방송 분야 R&D의 퍼스트 무버(First

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K-ICT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

바이스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 디바

및 기업, 실무추진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사물인터넷

Mover)로 도약하는 2-트랙(Track) 목표를 설정했다.

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이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비전을 공유하였다. K-ICT

트랙1은 2018년 미국지상파방송표준(ATSC) 3.0 기반

의 창업 및 벤처기업 양성의 허브로 도약시키면서 글로

초연결사회로 이끌어주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전략의 핵심 동력인 사물인터넷 실증단지(2개) 및 융합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HDR) UHD 본 방송 추진을 통

부록

셋째,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의 활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주지하다시피 ICT의 발전은 생활, 문화와 함께 콘텐츠

제2편 ICT 활용 기반

후발 국가 추격 등 세계 ICT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진입, 중국 등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062

063

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는 사회 안전, 국민 복지, 국가 경제, 국가 인프라, 산업

저해하는 규제 개선도 병행하였는데, 범부처 협업 과

수요 분석 대상 항목 가운데 국민행복기술과 기술 공급

실증 추진을 통한 R&D 퍼스트 무버 도약이다. 이를 통

지원, 과학기술이며 대상 과제별로 관련 주관 부처를

제 추진 시 제안 단계부터 법·제도의 정비를 병행하도

방식 및 성과 지표 등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있

해 눈앞에 다가온 기존 해상도 경쟁의 UHD 방송 서비

선정하였다.

록 하여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다. 분석을 위해 생물학적 개념인 표현형과 유전자형

스를 화질 경쟁으로 옮기고, 차별화된 UHQ 방송 서비

2013년 말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산업

자 하였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표현형으로는 크게 창조형

스를 실시해 선도적인 기술 주도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ICT 인프라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신기술

서비스 산업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통신, 문화예술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장 밀접한 관계가

강국에 이은 빅데이터 활용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중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의 적기

등), 융·복합 기술형 제조업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

있는 TV 및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우위를

장기 비전 아래 수요 측면에서 초기 시장 창출 및 확대,

도입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신규 기준, 가이드라인을

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원전 및 해양 플랜트 수출, 항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산업 육성 기반 확충, 인프라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

공 우주 산업 등), 생활형 복지 사업 (사회복지, 의료 건
강 등)의 산업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전자형의 개

과제에 포함시켰다.

념으로 보면 이들 산업군을 관통하여 융합적, 창의적

2014년 1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클라우드 산업

3. ICT 기반의 국민행복 실현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계 각국 정부의 국가 차원

인 경제 창출이 핵심인 관계로 ICT 기반의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클라우드 프로젝트 및 정책 추진 경향을 반영하여, 수

국가 정보화는 ICT를 통해 적은 비용을 들여 과학

또한 정부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CT 신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기가 인터

요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공

적·효과적으로 국가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인간

의료·건강 정보를 축적·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

넷, 5G 등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급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클라우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

원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

(IPv6)를 확산하는 한편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였다. 또

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운영·관리하며 인프

다. 특히 교육, 교통, 에너지, 재난재해, 의료·복지,

련하였다. 응급의료 제공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한 범부처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공공

라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G-클라우드 플랫폼

환경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각 분야에 ICT를 접목함으

국민들에게 통합 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기관 대상 수요 예보제를 시행하는 등 ICT 장비 산업을

구축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하였다.

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 기반을 제공하

위한 응급의료 통합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매

고 있다.

체로 실시간 응급의료 기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응급

육성하였다. 이밖에도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본 계
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3월 3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환자 이송 시 최적의 응급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5월 ‘정보통신전략위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을 넘어

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수요에 따라 CT 등

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다. 사물인

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

고가의 영상 정보를 병원 간에 교류하는 시범 사업을

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민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는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행복기술을 통해 본

추진하는 등 환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 제

간 협력으로 추진해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

다(제12조). 이는 정부3.0 발전 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은 기술·지식 확보가

공을 확대하였다.

을 주도할 중소 전문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주

의 지능 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 부문의 클라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 산업 창출을 위한 일

이와 더불어 ICT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 분야

요 추진 과제는 3대 분야 12개 과제로 나눴다. 3대 분

우드 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

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시

의 신수종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의료 취약지 및 거동

야는 창의적인 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클라

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행복기술 (과학기술 및

이 불편한 주민,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 진료 추진 등

IoT 전문 기업 육성, 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

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생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

미래 헬스케어 분야의 신 산업을 육성하였다. 법적 제

라 조성이다.

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

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및 일자리를

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원격 건강 관리(Wellness) 분야

2011년 11월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융합 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 정보

에서 상용화 모델을 실증·확산시켰으며, 스마트폰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마련하였

비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어 2015년 4월 17일 「위치

의 체계적 수집·개방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창의와 활

통해 체계적인 건강 상태 측정 및 운동·식이요법 처방

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 방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법

력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등이 가능한 예방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산시켰다.

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스마트

적 지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한다. 그 필수적인 전제는 방대한 지식 정보의 체계적

생애주기별 원스톱 통합 복지 서비스도 개선하였는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규정하는 입법으로서 신기술의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

분류, 과학적 분석 등 빅데이터(Big-data) 분석을 활성

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생애주기 또는 유형에

6개 분야에서 대상 과제 16개를 제시하였고, 유용성을

한 조치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화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는 미래 전략 시

따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고려하여 3개 과제를 2013년도에 우선 추진한 후 2017년

를 위한 법적 기준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까지 수행할 단계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6개 분야

새로운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융·복합을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 과제 중 국민행복기술의

보육료·양육 수당·무료 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

부록

박근혜 정부의 화두로 부상한 ‘국민행복기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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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장차 국

제2편 ICT 활용 기반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이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 신기술 기반의 정보화 추진

지속 발전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을 중점 추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한 산업 혁신, 트랙2는 UHQ 핵심 기술 및 표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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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정부는 특히 예방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 사고 시

속화할 계획이다. 2015년 상반기에는 건축물, 지자체

‘공공 정보의 개방·공유 정책’ 등을 국제 사회에서 인

족연금 등 18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장 중심의 모든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위험사항

인·허가, 국가 재정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하반기

정받은 것이다. 특히 UN이 2014년 평가에서 공공 데

2014년에는 복지 정책 및 주요 뉴스 서비스 정보 등

을 파악하는 스마트 빅 보드(Smart Big Board: 위성,

에는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을 새롭게 강조하

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사회

CCTV 및 무인 헬기 영상, 기상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되

앞으로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 효과가 높은 교육, 건강

고 있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 가치로 적극

복지 시스템을 연계·구축하였고, 관련 포털인 ‘복지

어 재난 및 안전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적으로 추진해온 정부3.0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정

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공공보건’, ‘아이사랑 보

응할 수 있는 첨단 재난 상황실)를 도입하였다.

계획이다. 또한 신규 창업자를 위한 해커톤과 창업경

운영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육’을 단일화하였다. 모바일 복지 서비스 채널도 확대

한편 정부는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운영 패러

진대회,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자금 및 공간 지원 등도

하였다. 현재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 스스로 신청해야

다임의 혁신을 위해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대

6월 정부3.0 비전을 선포하였고, 이 자리에서 ‘국민 모

관으로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논스

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

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

톱으로 처리(생활 민원 일괄 서비스)하고 있다. 또 생활

제가 발생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복지 정보와 서비

비스 제공’과 ‘일자리·신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불편 민원 신고 서비스, SOS 국민 안심 서비스 등 모바

스를 모바일 기반의 다매체(N-Screen)와 연동하여 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와 SNS 등을 통한 정

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책 정보 제공 등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였

복지 제도·서비스를 손쉽게 검색하고, 서비스 제공 기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범정부 협업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써 출생·취업·이사·사망 등 주요 민원을 해당 기

정보화 수준

으며,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UN의 전자정부 평

관을 편리하게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가 6대 주안점에 부합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바우처 사업을 수용하

표 1-1-1-4

고 한 개의 카드로 여러 바우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하도록 바우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확대하였다.

운영 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핵심 가치

효율성

민주성

관 주도·동원
방식

행정
서비스
수단(채널)

정보 보호, 재난재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민이 편리

참여

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는데, 특히 의
료-ICT 융합을 활성화하고, 민간 자율 정보 보호 준
비도 평가 제도 시행 등 선제적 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

우리나라의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은 국제기구의

발전 지수(ID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66개

국민 개개인 중심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보화

국 중 2위를 차지했다. ICT 발전 지수는 ITU 회원국의

확장된 민주성

에 관한 국제 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

ICT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국가 간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
소통·협력

는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와 UN에서 발표하는 전자정

ICT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ICT 발

부 준비 지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4월에 발

전 지수는 크게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 능력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표한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에서 세계 148개국 가운데

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 능력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1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ICT 이용도 (3위)와 접근

19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해 2010년, 2012년에 이어

성 (8위)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의 ICT 접근성 강화로 다함께 누리는 정보 사회를 구현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세부 지표별로는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위), 인구

하고 교통·기상·공간 정보 등의 데이터 개방으로 창

정부3.0 추진의 결과, ‘공공 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100명당 유선 전화 가입 건수 (3위), 인구 100명당 유

업을 지원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제정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

수상한 것은 정부3.0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수요

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6위), 인구 100명당 무선

추진하였다.

구(OECD)가 2015년 7월 6일 발표한 ‘2015년 정부 백서

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9위), 고등교육 기관 총 취

(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 우리나라가 공

해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

공 데이터 개방 지수 0.98점 (1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다. 즉 재난재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는 각국 공공 데이터 개방 전략

선제적인 재난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의 수립 및 이행을 돕기 위해 OECD에서 개발하여 올

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규모를 2012년 1조

해 처음 발표하였으며,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

900억 원에서 2017년 7,600억 원으로 70% 수준까지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절감할 계획이다.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은 선제적인 예측, 피해에 대

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OECD 1위 달

한 신속한 복구와 사후 관리라는 세 단계가 모두 중요

성을 계기로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

그림 1-1-1-5

우리나라의 UN 전자정부 지수
지수 종합 순위

15

2002

5

5

2004

2005

1

1

1

2010

2012

2014

6

13

2003

자료 출처 : 통계청 e-나라 지표

2008

부록

정부는 이에 ICT 기반의 국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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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 대상 교육 확대, 장애인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2014년 ICT
제2편 ICT 활용 기반

또한 국민생활 속 ICT 활용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아울러 우리나라는 공공 서비스를 연계·통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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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번에 제공하며, 사망신고 시에는 상속 처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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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정보화 분야에 대한 국제 평가 결과

발표
기관

지수명

ITU
UN

한국 순위 (조사 대상 국가 수)

주요국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ICT 발전 지수
(IDI)

-

-

-

-

-

-

2
(154)

1
(159)

1
(152)

1
(155)

1
(157)

2
(166)

스웨덴 2위
아이슬란드 3위

전자정부
준비 지수

13
(191)

5
(191)

5
(191)

-

-

6
(192)

-

1
(190)

-

1
(193)

-

1
(193)

호주 2위
싱가포르 3위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14
(82)

20
(102)

24
(104)

14
(115)

19
(122)

9
(127)

11
(134)

15
(133)

10
(133)

12
(142)

11
(144)

10
(148)

핀란드 1위
싱가포르 2위

국가 경쟁력 지수
(기술 준비도 부문)

-

-

11
(117)

12
(125)

7
(131)

13
(134)

15
(133)

19
(139)

18
(142)

18
(144)

22
(148)

-

스위스 1위
싱가포르 2위

국가경쟁력 지수
(기술 인프라 부문)

27
(59)

8
(60)

2
(51)

6
(53)

6
(55)

14
(55)

14
(57)

18
(58)

14
(58)

14
(59)

11
(60)

8
(60)

홍콩 1위
미국 2위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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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IT 산업 경쟁력 지수

-

-

-

-

3
(64)

8
(66)

16
(66)

-

19
(66)

-

-

-

미국 1위
핀란드 2위

디지털 경제 지수*
(구 e-비즈니스 준비도)

16
(60)

14
(64)

18
(65)

18
(68)

16
(69)

15
(70)

19
(70)

13
(70)

-

-

-

-

스웨덴 1위
덴마크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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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랜드 (6.99%), 스웨덴 (6.81%), 헝가리 (6.08%), 미국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9년에 2위를 기록한데 이

(5.89%), 체코 (5.74%), 핀란드 (5.59%), 영국 (5.53%)

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축적된 정보화 수준의 바탕에서 창조적

하여 8.85점이 되었지만, 덴마크가 0.08점 상승하여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실도 드러나고 있다.

8.86점이 되면서 0.01점 차이로 2위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창조적 생산성 능력이 아시아 (오세아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ICT

니아 포함) 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부문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2014년 9월 1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발표한

‘2015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창조적 생산성 지수(Creative Productivity Index·CPI)

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부가가치에서 ICT 분야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조적 생산성 지수(산출/

차지하는 비중이 10.7%로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나

투입)는 아시아 22개국 중 2위로 나타났다.

타났다 (OECD 평균 5.5%). 이어 일본 (7.02%), 아일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편하고, ‘R&D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 중심의

IMF, 금융위기와 같은 시기마다 한국 경제의 회복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Fast-Track’ 제도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ICT 산업은 ICT 분야

도입하여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

에서 세계 2위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전 산업 고용의

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0%를 창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주력 산업이자 경제의

둘째, ICT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적인

수요를 창출한다. 2019년까지 총 2.1조 원을 투자하여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에 대

면서, 다시금 ICT를 통한 국가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이

해 대규모 ICT 융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강조되는 시점이다.

한 수요자 관점에서 융합 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현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을 갖춘 우리 선도 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아

온라인포털 등), 기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

울러 뛰어난 벤처 생태계, 거대 내수 시장, 핵심 기술

할 계획이다 (2014년 52건 → 2019년 70건). 또한 ICT

등으로 무장한 미·중·일 3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

장비·SW의 공공 부문 계약·사용 현황과 불공정 조

어가는 이른바 새로운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달행위를 매년 공개하여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국제 인

다. 특히 바이두, 알리바바, 샤오미 등 중국의 ICT 기업

증 대행, 공동 A/S 등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CT 장비

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세계 시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셋째, 중국과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 다변화를 통
한 판로 개척이다.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패키

이러한 국가 정보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

지형 전략 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하

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K-ICT 전략 사업

여 시장 맞춤형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평창 ICT

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 ICT

올림픽 성공 개최 (5G 시범 서비스, IoT 맞춤 서비스

산업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 240조 원, 수출

등)로 우리 ICT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을

넷째, SW와 신 산업 분야의 9대 전략 산업 육성이

부록

ICT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종합 점수가 0.04점 상승

기업 지원의 3대 축으로 R&D 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

제2편 ICT 활용 기반

학률 (2위) 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첫째, 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 벤처 환경 등 ICT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다. 기초 원천-공공 융합-

EIU

자료 출처 : 1)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UN산하 정보통신 전문기구
2)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
3)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국제경영개발원, 스위스 제네바 소재 경영대학원
4)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Economist 그룹 산하 컨설팅 기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IMD

068

069

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규제 최소화

을 구축하고, VC가 투자한 창업 성장 기업에 R&D를

(자율·사후)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2. 추진 현황 및 성과

추진 계획

지원하는 한편, GCS 사업의 자유공모형 전환, 중소·

스마트 디바이스 부문에서는 10대 디바이스·10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과 K-ICT 전략의 구체

벤처 M&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거점 (창조 ICT 디바

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세계 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

1. 주요 계획

다음과 같다.

IoT는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

력하여 2019년까지 1,000개 제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 디바이스 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K-ICT

(헬스케어·스마트 시티, 2015년 126억 원), 7개 전략

더불어 판교 창조 ICT 디바이스 랩을 대구로 확대하고,

역대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에 이어 2015년부터 추

디바이스 랩’을 2014년 12월 판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업종별 대규모 실증 사업 (2015년 232억 원) 등을 통해

해외 통신 사업자의 국내 인증 랩을 설치하여 해외 진

진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시행 계획을 정리해보면 다음

2015년 4월 3일 대구에 개소하였다. 창의적인 아이디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IoT 글로벌 민·

출을 지원한다.

과 같다.

어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실제로 시제품을 구현하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창조 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첫째,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국내 IoT 스타트업·벤처 등을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설립(상암)하여 콘텐츠 산업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3D 모델링 SW, 디자인·설계실, 전시관, 와이파이/지

육성한다.

통합하고 전국으로 확대(부산, 제주)한다. 또한 유망

지원한다. 둘째, ICT 신기술 확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피에스(WiFi/GPS) 테스팅 장비, 환경 시험 챔버 등 디

콘텐츠 및 원천 기술 개발, 중국과의 펑요우 프로젝트

범정부적으로 ICT 신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바이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빅데

고 있다. 디바이스 랩에서 시제품 디자인, 특허 등록,

클라우드는 공공 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2019년
40개),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적용 (2019년 50개) 등으로

빅데이터의 경우 제조, 건강, 기상, 스포츠, 재난, 유

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사업 등 ICT 신기술

창업 및 국·내외 투자 등을 위한 컨설팅 등 스타트업을

민간 40%)하고,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

통, 금융 등 유망 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을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셋째, 정보 보호 분야에의 지

위해 일원화 된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15년

제 개선을 추진한다.

추진 (3년간 350억 원, 민간 매칭)하고, 빅데이터로 시

속적인 투자로 민간·공공의 정보 보호 투자를 확대하

8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기 K-정보통신기

정보 보안은 정보 보호 서비스 제 값 받기 (유지 보수

민 체감형 도시 문제 (교통, 주차 등) 해결 시범 사업을

고 사물인터넷 보안 실증 등 신규 보안 위협에 대한 선

술(ICT) SW 프로슈머’ 공식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프로

대가 외에 10% 추가), 사이버 안전 대진단 (주요 기반

추진(2017년까지 6곳)한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SW 산업 활성화를

슈머란 SW 이용에 흥미를 가진 소비자로서 SW 이용

시설 지정 확대 : 2014년 292개 → 2017년 400개) 등으

와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

목적으로 공개 SW 도입을 촉진하는 것인데, 정부는 특

만족도·편의성, 기능 완성도 등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10대 보안 기술 등 글로벌

련 법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정 SW 의존성을 극복하고 국가 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제시하는 등으로 SW 개발에 참여하는 일종의 평가단

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 SW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을 의미한다. 발대식은 ‘SW 프로슈머 평가’ 프로그램의

다섯째, 경쟁력 있는 선도 산업 분야의 지원이다. 그

처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 조성 등을

간 우리 ICT 산업을 이끌어온 3대 선도 산업이 앞으로

추진하여 정보 보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

20~30년 후에도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축한다.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형 반

5G는 2020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입하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

표 1-1-2-1

역대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추진 현황

구분

연도

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

-

1987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계획

계획

1987~1996

기간
주요 국가 전산망 구축

비전

대 원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995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1995~2005

정부의 선도적 투자와 민간 참여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초고속
통신망 구축

1차

1996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1996~2000

201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

정부는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

를 추진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

2차

1999

Cyber Korea 21

1999~2002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

신규투자 유도 등으로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

업 생태계 혁신 주체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전략 산

3차

2002

e-Korea Vision 2006

2002~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용화를 추진한다.

업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 과제 추진

3차 (개정)

2003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003~2007

Broadband IT Korea 건설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해 나갈

3차 (연동)

2006

u-Korea 기본 계획

2006~2010

세계 최고 수준의 u-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u-사회 실현을
통해 선진 한국 건설에 기여

4차

2008

의 15%까지 UHD 시청 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방송 콘

4차 (수정)

2012

2008~2012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50%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5차

2013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2013~2017)

201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 계획

2014~2016

인간 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

2015

K-ICT 전략

2015~2020

ICT가 선도하는 창조한국 실현

UHD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 (2015년
UHD 주파수 분배)하고, 2017년까지 유료 방송 가입자

투입한다. 또한 미디어 벤처 육성을 위해 ‘창조 ICT 스
마트미디어 센터’를 확대(경기북부, 대경권)하고, 혁신

계획이다.

-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부록

제 공동 연구를 통해 중·EU 등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보안 기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연구소·대학·벤

제2편 ICT 활용 기반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 (2019년 공공 20%,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기업·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8대 SW 기초 분야별 연구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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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출범을 알리고, 일반인들도 프로슈머로서 스타트

이 신청할 수 있다.

업 생태계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리기 위해 마

아울러 사업 통합 및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 벤처 발

련되었다. SW 프로슈머 평가단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

굴에서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벤처 지원 역량을

업은 총 30여 개로 이들이 개발한 SW를 프로슈머들이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 및 단일 브랜드화)하는 한편,

직접 사용해보고 품질과 사용성·만족도 등을 평가해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

SW의 완성도와 시장 성공률을 높여주게 된다.

조경제밸리에 창업 지원 기능을 집적(오픈형 창의공

특히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은 SW 교
육 필수화 (2018년)에 대비하여 SW 선도 학교를 확대

간 및 스타트업 입주 공간(100개사)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해외에서 4,000억 원 투자 유치).

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20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

또한 정부는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파워의 결합을

육 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교육은 Grand ICT 연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와

구센터 확대 (2017년 3개), SW 중심대학 운영 (2017년

ICT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10개)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며,

계획’을 수립 (2015년 5월 27일)하였다. 동 계획 실천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

일환으로 2015년 7월 22일 제주 ‘케이팝(K-POP) 디

제1장 스마트 도시 추진 현황 및 특성

로그램 확대 (20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 인재 채용 지

지털 테마파크: 플레이 케이팝(PLAY-KPOP)’이 제주

제2장 자치단체 주요 정보화 추진 사업

원 (2015년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문관광단지에 개소되었다. 플레이 케이팝 제주(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하 케이팝 제주)는 지상 3층, 총 4,008㎡(1,230평) 규

SW 분야에서 초급 인력은 6,000명 과잉 공급되는 반

모의 공간에 한류스타 빅뱅 등의 ‘홀로그램 공연장’, 코

면 중·고급 인력은 1만 1,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

믹한 싸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라이브 360 3D’를 비롯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인력 공급 불균형을 해

해,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시대별 흐름을 체험하는 ‘음

소하고자 SW 중심 대학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악 박물관’, 관람객이 케이팝 스타와 같은 옷을 입고 춤

2015년 SW 중심 대학 8곳을 선정하여 최장 6년간, 연

과 노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나는 스타다’ 등 케이팝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별 혁신 수준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류와 정보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한다. 2019년까지 SW 중

통신 기술의 동반 진출 및 디지털 콘텐츠 국제 협력을

심 대학 20개를 운영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 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문 인력 5,5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타 전공 지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되는 ‘케이콘(KCON) 2015

식과 SW 소양을 겸비한 SW 융합 인재 5만 5,000명도

LA’에서 디지털 콘텐츠 전시관(K-ICT Dream Zone)

확보할 예정이다. SW 중심 대학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을 운영하였다. ‘KCON’은 국내 콘텐츠 기업인 씨제이

반영한 교과 과정 전면 개편, 타 전공 지식과 SW 소양

이엔엠(CJ E&M)이 2012년부터 개최 중인 한류·한국

을 겸비한 융합 인재 양성, 인재 선발·교원 평가 개선

문화(K-Culture) 페스티벌로서, 문화·정보통신 기

및 SW 가치 확산 지원, SW 중심 대학 교육 확산을 위

술 융합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동반 진출을 목표로

한 협력 강화 등 운영 원칙에 부합한 국내 4년제 대학

‘K-ICT Dream Zone’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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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전략

는 데 첨단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가 해답
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스마트 도시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스마트 도시 추진 현황 및 특성

2004년을 전후해 추진하기 시작한 u-City 사업은 스

1. 개요

마트 도시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부산과 송도 경
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u-City 사업은 당시
국가적으로 추진하던 ‘유비쿼터스 코리아’ 정책을 도시

시가 하나의 전략 요소로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도시 경제의

우하는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활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다.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화율은 2009년

부산은 2005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50%에서 2050년에는 70%로 뛰어오를 것이라 한다. 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송도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

울러 이렇게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를 u-City로 개념화하고 KT·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

앞으로 40년간 인구 20만 규모의 도시가 1만 3,000개

의 투자를 받아 u-City 건설을 추진했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이상 건설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만 해도 향후 15년
안에 3억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할 것이 예상된
다. 미국의 도시 인구가 대략 2억 6,000만 명 정도이니
까 미국의 전체 도시를 15년 안에 중국 안에서 새로이
만드는 셈이다.
이러한 도시화의 큰 물결 속에서 각광을 받게 된 개
념이 바로 스마트 도시이다. 도시 건설에 첨단정보 기
술을 활용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시 기능을 높일
설 때문에 나온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의 개념
을 활용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들을 보존해
야 하는 선진국에서는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
거나, 주차 문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부산 u-City’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05~2012년
■ 추진 계획
- 1단계 (2006~2010년) _ 4개 분야, 39개 전략 사업
: u-Port, u-Traffic, u-Convention, U-Health
- 2단계 (2008~2010년)
: u-School, u-안전, u-Complex 센터 건립
- 3단계 (2008~2012년)
: u-환경, u-EXPO
■ 투자 계획 : 8,000억 원 규모 → 인프라 (2,500억 원) +
서비스 (5,500억 원)
■ 추진 방식 : 민관 협력 방식 (PPP) → 부산시 + 민간 IT
기업 공동 추진

부록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가 신도시의 건

제2편 ICT 활용 기반

최근 도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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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다. 그리고 현재는 정보 기술의 적용 범위가 도시 단위로

이런 점에서 스마트 도시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고 활용할 수 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넓어져, 한국에서 u-City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

(City as a Platform)’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 자체

이런 창조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가

트 도시가 유행하게 되었다.

가 여러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공유할 수

지향하는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는 정보화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도시

있도록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 스마트 도시로 간주

념의 범위가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 달리 말해 스마

는 생활의 단위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고,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스마트 도시에

트 도시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u-City는 스마트 도시

물론 전국 단위의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다. 중앙 부처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데이터 공유와 지능형 서

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u-City’는 2000년대 초반

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시민들의 입

비스 측면에서는 기존 도시에 존재하던 칸막이가 사라

당시 유행했던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에 입각해 도시

장에서도 기상기후와 같은 전국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져버린 도시가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에 센서를 비롯한 여러 컴퓨팅 기능을 입히는 것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지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한국이 추진한

을 지향했다. ‘도시 자체가 컴퓨팅 능력을 가질 수 있도

역 단위의 정보를 활용하며 살아간다. 소상공인들도

u-City 사업을 보면, 한 가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록 하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다. 이에 비해 스마트 도

가게를 내거나 하루하루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전국

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종 영역 간 데이터와 서

시는 어떤 형태로든 도시 자체 혹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적인 정보보다는 지역 상권의 동향에 더욱 주목하게 된

비스 공유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u-City

시민이나 기업들이 스마트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다. 그만큼 스마트 도시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역으로

는 u-교통, u-안전, u-환경 등 도시 기능별로 따로따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u-City와 같은 접근법을

스마트 도시는 생활 중심의 정보화에서 중심적 위치를

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개별 기능면에서 보

사용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차지하게 된다.

면 u-City 사업을 통해 분명히 도시 기능이 개선된 것

제2절

스마트 도시 추진 현황

1. 국가별 현황
가. 한국

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기능 간 융합이 어려워

한국의 입장에서 스마트 도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성이 높아진 데에서 비롯되었지만, 보다 깊은 속내를 들

정의가 존재한다.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의에서부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발견

수 없다. 한국은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요

여다보면 정보 기술의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

구성 요소, 목적, 시스템에 각각 초점을 맞춘 정의까지

하기 어렵다. 예컨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건립된

소에서 모두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

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정의의 문제

도시통합운영센터처럼 소방차 출동을 지령하면서 교

나는 건설 능력이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이래로 건

주요 활용 대상은 문서 업무였다. 군대에서 포탄의 탄도

점은 스마트 도시와 기타 도시 사이에서 명확한 경계선

통 통제를 함께하거나, 도로 공사 상황에 따라 이동 경

설은 언제나 한국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 축이었다. 다

를 계산하거나 전 국민의 세금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과

을 정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기존 정의들

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여러 부문의 정보를 통합

른 하나는 정보 기술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망 구

같이 대규모의 계산과 문서 업무를 대체하려는 것이 최

은 정보 기술이 사용되는 정도를 가지고 스마트 도시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u-City 사업으로는 어려

축에서부터 정보 서비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많

초의 목적이었다. 이후 정보 기술은 적용 범위를 더 넓혀

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도시이든지 크든 작든

운 실정이다.

은 경험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u-City 구축

책상을 정보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다음에는 사무

다양한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현 시점에서 모든 도시가

을 다른 나라보다 일찍 서두르게 된 것도 한국이 이 분

실을, 다음은 빌딩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혀왔

스마트 도시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표 1-2-1-1

Smart City Council1)
Frost & Sullivan2)

EU4)

정의
모든 도시 기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도시
여덟 개 핵심 영역이 스마트화 된 도시 (1. 스마트 거버넌스, 2. 스마트 에너지, 3. 스마트 빌딩,
4. 스마트 이동성, 5. 스마트 기반, 6. 스마트 기술, 7. 스마트 헬스, 8. 스마트 시민)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 도시 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도시
전통적 관계망과 서비스가 디지털과 통신 기술에 힘입어 더 효율적으로 된 곳

특징
기능 중심 정의
구성 요소 중심 정의
목적 중심 정의
시스템 중심 정의

1) http://smartcitiescouncil.com/smart-cities-information-center/definitions-and-overviews
2) http://ww2.frost.com/news/press-releases/frost-sullivan-public-private-sector-collaboration-opportunities-key-successful-smart-cities/
3) ITU-T, Smart sustainable cities : An analysis of definitions (10/2014)
4)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smart-cities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려면 도시에 대

u-City 사업들이 활력을 잃은 후, 이렇다 할 대형 프로

한 기존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 도시는 더 이상 서로

젝트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2011년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이 단순히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스마트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서울 2015’를 추

공간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들이 긴밀히 연계되고 융

진한 것이 그나마 스마트 도시의 최근 성과라고 할 수

합되어 끊임없이 혁신이 이뤄지고 서비스가 창출되는

있다. 2011년 6월 발표된 ‘스마트 서울 2015’는 기존의

공간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u-City형 접근법에서 탈피해 지능형 서비스 창출을 강

본래의 도시에 대한 의미가 다른 곳보다 인프라가

조한 한국 최초의 스마트 도시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

잘 갖춰져 있어 어떤 활동이든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을

다. ITU는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사서 2013년

의미했듯이, 앞으로 스마트 도시는 지능화를 위한 인

서울을 스마트 도시의 모델로 소개하는 공식 보고서를

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스마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하

발간하기도 하였다. 2015년 7월에는 부산시가 스마트

부록

ITU-T3)

태에 빠져 있다. 2010년 이전까지 활발하게 추진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

기관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 도시 사업은 현재 정체 상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스마트 도시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다양한

제2편 ICT 활용 기반

스마트 도시가 대세로 등장한 것은 최근 도시의 중요

3. 맺음말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한국의 u-City와 현재 논의되는 스마트 도시는 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2.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한국의
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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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도시를 선포하는 등 여러 도시들이 뒤를 잇고 있다.

라. 인도

되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중

한국에서 u-City 사업이 활력을 잃게 된 근본적인

정부가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16억 달러에

국 당국은 이러한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으로

원인은 u-City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유럽 연합도

스마트 도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스

인도는 현 모디 총리의 집권을 계기로 스마트 도시

데 실패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당초 u-City는 첨단 지

이미 2020년까지 스마트 도시에 120억 유로를 투자할

마트 도시는 신도시 구축 못지않게 기존 도시의 스마트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4년 7월 인

능형 정보 기술의 활용을 통해 주민들에게 기존 도시와

계획을 밝혔다.

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산업을 비롯

도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

한 전 산업의 지식 산업화를 이루려는 일석이조의 포석

해 100개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

도 깔고 있는 것이다.

국이 했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인다. 실

다. 2005년 이후 12개 u-City가 이러한 기대를 안고 건

서고 있다. 2014년 말 총리 직속으로 ‘스마트 네이

설되었다. 하지만 실제 u-City를 접한 주민들은 기존

션’(smart nation) 담당관을 지정해 정부 내 업무 분

중국의 스마트 도시 사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제로 언론들은 인도 정부가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할

도시와의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부분 u-City들

장과 상관없이 스마트 도시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

하나는 분산적 추진 방식이다. 중국 전체에서 스마트

때 중국과 싱가포르의 정책을 많이 연구했다고 전한다.

이 도시 기반 시설의 정보화와 도시 운영자의 관점에

다. 여기에 새로 신설되는 ‘싱가포르 디자인기술대학

도시 발전 방향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

하지만 인도는 중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u-City를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을

고,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다. 중국은 산업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된 산업화

통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CCTV가 설치되기도 했고,

통해 스마트 도시에 관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원받고

스마트 도시를 위한 협회도 몇 개 있으나, 실제 각 도시

국가인 반면, 인도는 아직도 농업 국가에 머물러 있다.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잘 구축되기도 했다. 도시 운영자

있다. 싱가포르의 대표 통신사인 싱텔(Singtel) 등 기업

들이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스마트 도시 입장에서 이 둘은 큰 차이를 불러온다. 중

관점에서는 큰 변화였다. 하지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의 역할도 적지 않다. 싱텔은 싱가포르 정부가 투자한

못한다. 대신 도시들은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들

국의 경우 스마트 도시 이전에 이미 도시 개발이 많이

는 크게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u-City가

기업으로 스마트 네이션 사업의 주관 기업의 역할을 수

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추진한다.

진행되어, 스마트 도시가 구도시와 신도시 모두를 대

분양가만 올린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행한다. 여기에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마이크로 소

둘째, 도시 전체 아키텍처보다는 핵심 기능의 스마트

상으로 추진된다. 반면 인도는 도시화가 초기 단계에

프트, IBM 등 글로벌 기업이 가세해 외견상 가장 탄탄

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중국의 스마트 도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는 대부분 신도시에

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될 예정이다. 구자랏(Gujarat) 금융지역이나 돌레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의 경우에는 아주

라(Dholera) 특별투자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책을 새
롭게 정립하고 투자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u-City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 지능화의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관련

다. 중국

법과 제도를 손보는 일에서부터 투자 사업을 개발하는

정교한 도시 개발 플랜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 이 경

문제는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가 인도의 사회경제

우 한국의 송도나 동탄의 u-City 추진 경험이 많이 활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대부분 인구가

개도국 중에서 스마트 도시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

용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구도시의 기능 개선을 위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스마트 신도시는 국민의 반

정부가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스마트 도시

라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2011부터 시작된 제12차

해 부문별 스마트 도시 전략에 관심이 많다. 특히 물류

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구자랏 지역 등 아주 일부에서

구축 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해 해외 진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90조 원을 투자

와 교통은 많은 중국 도시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만 스마트 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대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 320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셋째 해외 기술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이다. 중국

분은 사업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실정이다. 인도의 국내

한국은 u-City 사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바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중국 정부가 목표

은 세계적인 표준이나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

여론도 스마트 도시보다는 ‘스마트 마을(smart village)’

도시 구축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성공 사례뿐 아니

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경을 포함한 몇몇 도

려는 암묵적 방침을 갖고 있다. 예컨대 GPS의 경우 중

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상황

라 실패의 쓰라린 경험은 한국이 스마트 도시에서 더

시에서 스마트 도시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은 자체 GPS를 활용하려 한다. 그래서 민간은 국제

전개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앞으로

애초 목표한 것처럼 300여 개 도시 구축에는 한참 못

적으로 통용되는 GPS 활용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공공

정부, 지자체,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얼

미칠 전망이다.

부문에는 중국 고유의 GPS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한

마든지 스마트 도시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기타 지역

국 기술을 받아들일 때도 여러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

극적이다. 중국의 거시적 발전 방향과 스마트 도시의

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외국 기술을 직접 도입하기보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도 스마트 도시에 많

가치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부적으

다 중국의 대학에서 이 기술을 전수받고, 이를 중국의

은 관심을 기울인다. 수도인 자카르타뿐 아니라 빙탄

로는 ‘도시 현대화’란 과제를 안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기술로 전환해 적용하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그

이나 슐라위시 등 지방 도시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진

스마트 도시는 선진국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

‘첨단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까지 극

러다 보니 자칫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만 제공해주

채, 스마트 도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규모가

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스마트 도시의 선도 국가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의 매연 문제만 하더라도,

고, 정작 중국 시장에는 이를 중국화한 기술이 적용되

중국이나 인도에 미치지 못한다. 나라 전체에서 진행

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를 만들고 있

2015년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최대 쟁점이

어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되는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부록

하지만 중국이 스마트 도시에 쏟는 열정은 아주 적

나.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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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까지 긴밀한 협조를 약속한 상태이다. 대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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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스마트 도시에 적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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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실히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다. 최근 동향으로는 2015년 9월 14일 미국 오바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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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콩그레스를 남미 지역 최초로 개최한 바 있다. 이

터넷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로

행사는 원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하던 것

등장한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환경이 좋

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었다.

지 않지만, 새로 건설되는 스마트 도시가 충분한 규모

중동에서는 두바이의 활동이 눈에 띈다. 두바이는

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 첨단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스마트 도시를 브랜드로 활용해 도시 개발의 가치를 끌

데 어려움이 없다. 반면 인도네시아 등에서 추진되는

어올리려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규모 스마트 도시 사업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큰 부담

특정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보다 도시 기능의

으로 작용한다.

우수성을 홍보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도시 어디에서나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

미 브라질은 2010년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시통합운용

다든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음

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월드컵과

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절

17개 시도 자치단체 주요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전으로 삼아 참여·공유·개방을 지향하는 ‘Web2.0’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

두바이를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종족 및 국가

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IBM의 전폭적인 지

지도자들의 강력한 후원이 있어 스마트 도시 사업이 꾸

을 통한 시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바

원 하에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IoT 방식의 가장 포괄적

준히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 기업들이 시

일 환경과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

인 도시 운영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 안에서도 유럽의 전문가들

서울특별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을 시정에 도입하였고,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온라인

일 포털 m702를 구축해 도시 안전을 위한 공간 정보

콜롬비아도 일찍이 스마트 도시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 채용되어 있어 한국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대중교통 시스템 등 콜롬비아

국가 간 스마트 도시 협력이나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울’ 구축을 위한 무선 인프라를 시범 조성하였고, 보안

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한국 기업들이 직접, 간접

우선 전략 부문에 진출하고 점차 서비스 영역으로 활동

관제센터를 구축해 365일 24시간 사이버 침해 사고에

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주변국들에도 콜롬비아는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향력을 발휘한다. 2013년 보고타에서 스마트 시티

기반의 지능형 도시 관리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u-서

대응할 수 있는 선진 체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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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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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활발한 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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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주요 정보화 추진 사업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도 크지 않다. 그 결과 초고속 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서
울」을 비전으로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전자정부를

문가 CIO 제도를 도입해, CIO 리더십 체제 아래 강력

표방하며 공공 정보 개방, 시민 맞춤형 서비스, 모바일

한 전자정부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 인

시정 추진 등 양방향 시민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였다.

프라 구축, 행정 업무 시스템화, 웹 서비스 등 정보화

일례로 민관 협력을 통한 융합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로 심야버스 노선 수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추진하였
으며, 다양한 문서와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면서

계 및 시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다수의 홈페이

개방·공유된 서울의 공공 데이터와 공간 정보 데이터

지를 시민의 관점에서 단일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통

가 민간으로 널리 확산돼 다양한 앱, 서비스 개발 및 활

합하였고, 서울시 데이터센터를 개관(2004년)해 기관

용 사례들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2003년

에 산재된 전산실을 통합하는 등 서울시 정보 자원 통

미국 행정학회와 UN의 후원으로 미국 럿커스대학교

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시 및 35

(Rutgers University)에서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

개 주요 기관을 183km의 초고속 광케이블로 연결한

자정부 평가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1위에 선정된 이

자가망 e-Seoul Net을 구축해 개통하였으며, 서울시

후, 6회 연속(2년마다 평가) 1위 도시로 선정되어 세계

EA(Enterprise Architecture) 기반 프로젝트 방법론 완

최고 전자정부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서울

성, 통합 정보 보호 체계 수립 등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이 전자정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 도시 전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 협의체(WeGO)’를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2006년~2010년까지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는 2008년 서울시가 주도

부록

2003~2006년까지 「정보 서비스와 자원의 통합 연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서울시는 199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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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모바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

터를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지속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

도시 시장(대표)이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통해 협의체

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

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직

할 계획이다.

창립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CIO 포럼,

화를 위해 모바일 서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접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며,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도 시민의 집단

2010년 창립 총회를 통해 최종 설립된 이후 현재 94개

시민들은 오픈된 IT 자원을 활용해 시정에 필요한 콘텐

유도하고 있다. 2015년 7월 현재까지 10개 분야 4,092개

지성을 활용해 기존 민간 주도 하에 산발적으로 운영

회원 도시가 가입되어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분야 도시

츠를 만들어 소통 및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데이터 셋을 개방하였으며, 2015년 현재 일 평균 67만

되었던 개발자 커뮤니티를 정례화하도록 지원하고, 간

간 국제 기구로 발전하였다.

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새로운 공공

건이 이용되고 있다.

담회나 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서울시의 데이터를 개방

이제 디지털은 행정·도시·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가치를 생성하고 제공해 나가고 있다.

확대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

마. 사물인터넷 (북촌 IoT 시범 사업)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존재하는 일

일례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 디지털 시정의 역할도, 새로운

방안으로 모바일 전자 투표(엠보팅)를 개발해 운영 중

서비스를 만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에 있다. 엠보팅은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과 정책을 공

‘북촌’은 고궁 사이에 한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서

생산해 유통하고, 이를 또 분석해 활용할 수 있을까를

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으로, 시민들의 의

울의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밖에도 서울의 디지털 전략이나 사례들을 세계 도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빅데

견을 받아들이는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많이 오는 박물관·식당·한옥들이 밀집해 있다. 이로

시와 공유 협력하려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며, 세계 도

이터와 사물인터넷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리라 여겨진

가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인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쓰레기·

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향후 5년에 대한 서울의 디지

고 시민들도 다른 시민들에게 자유로이 의견을 물을 수

소음·주차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WeGO 사무국에 국제 전문가

털 비전과 방향을 담을 「서울 디지털 기본 계획 2020」

있도록 소통 네트워크를 구현하였다.

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개
발자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

서울시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이러한 북촌의 다

를 영입해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이

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관광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실

끌어내고, 타당성 조사에만 머물렀던 전자정부의 해외

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모델 및

하고 항상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 공공

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중앙 정부(미래창조과학부),

진출 사업도 본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실행 과제를 정립하고, 세계 1위 전자정부의 성과를 지

WiFi를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공원·공공

민간 기업들, 북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북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속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행사장·공공 기관 등에서 스마트폰 무료 충전

IoT의 혁신 사례는 기존 공공 주도 사업 방식을 탈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공공 콘텐츠 등 필수 인프라만 구축하여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관련 인프라

다. 공간 정보

를 융합해 도시 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의 ‘북촌’ 지역은 시민 참여를

부산광역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행정 정보의 80%는 위치(공간)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반으로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민들의 위치 기반 서비스

와 기술력이 결합된 하나의 테스트 베드이자 리빙랩화

빅데이터는 최근 2~3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문제해

욕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축적해

된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관

결 방법이었지만, 지금까지 행정 기관에서 활용한 사

놓은 GIS DB를 기반으로 장소와 관련이 있는 행정 정

협력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장(場)이 될

례는 별로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KT와 협력해 유동

보에 위치 정보를 결합한 ‘서울형 지도 태그’를 단계적

전망이다.

인구,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심야버스 노선을

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전 역사 및 공공 건축

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정보화 목표를 ‘ICT와

개선하면서 호평을 받았고, 교통·복지·경제·문화

물, 민간의 주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간 3D

문화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실현’으로 정하였다.

등 다양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GIS(3차원 공간 정보 모델링)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과제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와 시민 대피 안

나. 모바일 행정
라. 공공 데이터 개방
모바일 행정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
준을 넘어설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

2012년 5월부터 활용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 데이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서
병수 시장의 비전인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

이에 따라 시민 중심의 공감형 생활 정보화, ICT를 활
용한 도시 기반 정보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라

새로운 서울시 디지털 정책의 근간은 공유·개방·

이프,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 및 정보 복지 구현, 정보

협력이며, 그간의 디지털 전략이 시 행정 중심에서 시

화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추진 전략으로 삼아 6개

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중심

분야, 81개 과제, 45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지속적

시정 프로세스를 만들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인 부산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 IT 기업, 전문가, 공무원

그동안 부산시가 이뤄낸 지역 정보화는 지역 경제

부록

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 계획

1. 개요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가. 빅데이터

제2편 ICT 활용 기반

서울시는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을 시민들이 잘 활용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록 할 것이다.

을 수립 중에 있으며, 초연결 디지털 세상에서 급변하

2. 추진 현황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해 추진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 모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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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활성화와 첨단 IT 산업의 발전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스

벌 스마트 시티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울여왔다. 특히 2014년에 개최한 ‘ITU 전권회의’에는

자동 순찰 및 해상 구조를 지원하는 해상 안전 서비스,

193여 개 나라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3천여 명이

스마트 가로등 설치, 지체장애인·유치원·어린이집

참가했을 뿐 아니라, 3주 동안 진행된 특별 행사와 문

각 1개소에 위치 관리, 통학 차량을 모니터링하는 사

화 행사에 연 인원 6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글로벌

회적 약자 안심 서비스, 공영·소규모 주차장 53개소

ICT 허브 도시로서의 부산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렸다.

에 스마트 파킹 서비스, 보행자 및 차량을 감지해 차단

또한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ATMAS) 구축, U-산복도

기·가로등이 작동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스마트

로 르네상스 서비스 운영, U-헬스케어센터 운영, 소음

빌딩 에너지 절약 등 8종의 스마트 실증 서비스를 구축

지도 관리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센터 지원, 디지털부

중에 있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실증지원센터를 개소

산역사문화대전 편찬, 공공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해 플랫폼 운영센터·서비스 관제센터·테스트 배드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실을 갖추고, 플랫폼 및 서비스 관리·사업화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실증단지 조성 사업 전
체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스마트 시티 조성

2016년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비콘

반송2동
(기초생활보급자 기준)
•사회적 약자 위치 관리

•Smart 매장 에너지 세이브 •비콘 기반 미아 방지
•비콘 기반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마케팅 플랫폼 제공

일출/일몰 관광지 부근
•Smart 파킹, 스마트
로케이션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상가 밀집 지역

반여동 근처 학교 부근

좌동 아파트 단지 부근
•Smart Home 에너지
세이브

우1동 부근

•지능형 CCTV를 이용한
스마트 교통 정보 서비스

송림 공원 부근

•실감형 영상 기반 원격교육 •실시간 상수도 누수 /
수질 관리

나. ‘부산 서비스 인구 통계 시스템’ 개발

센텀시티-해수욕장 구간

해운대구 전체

•스마트 교통 스테이션

•City WiFi, 스마트 가로등

능하도록 짧은 주기 및 소 지역의 통계 작성을 목적으
로, 상주 인구 및 비상주 인구 모두를 포함하는 유일의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

현주성 기반 인구 통계 서비스를 ICT (모바일)를 활용

록 부산 도시 서비스 현황 정보를 지도 위에 제공하는

해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부산 서비스 인구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부산불

주요 기능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인구 통계 서비

꽃축제’ 등 이벤트에 의한 일시적 인구 집중 분석이 가

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사용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015년에는 스마트 시티 개방형 플랫폼 구축, 해상

해운대 지역 서비스 분포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마트 시티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표 1-2-2-1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 상황 인지형 대피 안내
서비스, IoT 기반 스타트업 등 IoT 관련 제품 기술 개발

그림 1-2-2-2

공항 이용자 이동 패턴 분석 예시

과 스타트업·벤쳐·중소기업 설명회, 마케팅·홍보
해운대구 센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
화를 통한 첨단 실리콘벨리 스마트 시티’를 육성하고자

내국인

등 글로벌화를 지원해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외국인
경상

일본

태국

-

-

-

울산

실증단지 조성 모델

에너지 절감형

에너지 자원 관리를 통한
원활한 전력 수급 및 에너
지 효율 제고

loT 기반 스마트 시티
개방형 플랫폼

소방
개방형

정보
연계

의료
도시
통합관제
센터

기존 사업자
플랫폼
인터페이스

교통 개선형

도시 내 교통 문제 개선을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시민 편의 제공

호환형

국제 표준

정보 처리

보안 관리

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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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중국

양산

시민 체감형/참여형 서비스 및
사업자 정보 제공

창원

마산
저탄소 환경 보호형

환경, 도시 시설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

진해

新 서비스
인터페이스

민생 안전형

각종 사회 안전망 연계, 관
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생
활 제공

도시 생활형

각종 도시 레저 생활 연계
관리를 통한 도심 경제 생
활 활성화 지원

창업,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환경 제공

개방형 플랫폼

스마트 시티 유망 서비스

김해공항

부산시청
서면
자갈치

거제

도시통합관제센터  유관 기관 연계

김해

벡스코
거리
동백섬 해수욕장
부록

유관 기관 및
사업자

제주

고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0억 9,100만 원을 들여 ‘글로

그림 1-2-2-1

전라

제2편 ICT 활용 기반

가. 해운대 지역,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실증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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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3

시연회 방송 화면

그림 1-2-2-4

부산시 교통 정보 연계 구성도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이에 따라 2010년 ‘부산 ITS 세계대회’ 개최를 계기로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ITS)을 구축하기 시작해 연차적

대구광역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으로 구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역 순환도로, 만덕/
교통 소통
정보

충렬대로, 가야대로 등 48㎞에 광케이블, CCTV 4식,
교통정보통합

돌발 상황
정보

수집

가공

1. 추진 현황

DSRC-RSE 12식, VMS 전광판 3식, 센터 시스템 등을
제공

설치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최적 이동경로 정보 및 돌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유관 기관 연계

어, 교통량 우회·분산을 위한 ITS 구축이 절실했다.

가. 행정 정보화 실천

발/재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이동경로를 제공하고 있

교통 정보 DB

인구와 비사용 인구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0m×

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구급 서비스 제공 등 보행자의

(1) 원-클릭 시정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장의 공약 사항, 각종 사업의 분석 및 평가 등 참
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 지원 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

50m 단위로 일정 주기(1시간)마다 자동 작성·제공함
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상권 분석

하였으며, 2016년에는 연계 수요에 따른 기능(관제, 대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응 시나리오) 구현 등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부산 서비스 인구란 : 부산시 역내 現主하는 인구
로서, 교육·의료·관광·쇼핑 등을 포함한 행정 서비

라. ‘대기오염 예·경보 통합 발령 시스템’ 구축
부산시는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

다. ‘스마트 빅보드’ 구축

해 대기오염 상황을 자동 감시하고, 경보 발령 상황을
ONE-STOP으로 시민들에게 전파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상황을 즉각적이고 체

다. 특히 발령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문자 서비

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원스톱 모니터링

스로만 제공되던 대기오염 경보 상황을 SNS·부산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

앱·자동응답전화(ARS)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해 스마트 빅보드를 도

등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키로 하고, 2014년에는 2억 9천만 원을 들여 부산시와
기장군에 시범 사업을 추진해 CCTV 통합 모니터링 실

시는 원-클릭 시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업
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였으며, 총 사

부산시는 ‘제4차 정보화 기본 계획 (2011~2015)’이

업비는 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완료되어감에 따라, 정보화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의사 결정 지원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제5차

시스템 구축, 행정 포털·온-나라 시스템·기록 관리

정보화 기본 계획 (2016~2021)’ 수립을 위탁하였다.

시스템 연계,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으로 원-

이로써 빅데이터·클라우드·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클릭 시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부 직원들의

새로운 정보화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소통·참여·협력을 위한 행정 업무 지원 체계와 지식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지난 5년간 추진한 정보화 사

공유 기반 체계를 마련해 시정 및 정책 지원 업무에 대해

업의 미진한 부문을 보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

효율적이면서도 일관된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

이다. 또한 행정 업무의 정보 기술 의존도 심화와 매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및 담당 부서, 업무 담당자 간

늘어나는 정보화 사업의 투자 의사 결정 및 개발·운

의 수직·수평적 소통 체계를 마련해 향후 효율적이고

영·평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

신속한 의사 결정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보화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등 앞으로도 스마트 시대

마. 부산광역시 ITS 구축

시, 소방본부·교통공사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기존
방재 시스템과도 통합·연계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부산은 지리적 특성상 관광·국제 행사 등이 많은

사업비 4억 원으로 15개 구·군에 스마트 빅보드를 구축

도시로 주요 유출입 구간에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

에 부응하는 행정 정보화 추진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

(2)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웹 서버 통합

을 다할 것이다.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웹 서버 통합은 개별 운영 중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부산시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3. 향후 추진 방향

제2편 ICT 활용 기반

스(수요) 유발 인구

라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환경 정보
수집

인 노후 웹 서버들을 가상화 시스템으로 통합해 매년 지
출되는 서버 유지 보수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린 IT
구현과 향후 지속적인 웹 서버 수요에 대비하고자 구축
되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예보 등급 및 행동 요령

예보 등급

좋음

보통

나쁨

예측 농도
(ppm/시간)

0~0.030

0.031~0.090

0.090~0.150

대상

-

민감군

행동 요령

-

실외 활동 자제

0.600~
(오존 중대 경보 발령)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

일반군

모든 사람

산 절감 (30%)과 신규 서버 수요 발생 시 신속한 자원 제

실외 활동 제한

실외 활동 금지

공 및 무중단 시스템 환경 구축이 구현되리라 예상된다.

0.150~0.600
(오존 경보 발령)

활동량 많은 어린이, 활동량 많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

사업 내용은 20여 대의 노후화된 웹 서버를 통합해 웹

매우 나쁨

실외 활동 금지

버 자원 공동 이용에 대한 환경 구성으로 서버 교체 예

부록

표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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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 시민 정보 서비스 제공

‘공공 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정부3.0 추진에 따라 공
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시민과 공유하고, 민

1. 개요

그림 1-2-2-5

통합 전자도서관 플랫폼 구축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 도입 전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 도입 후

개별 도서관별로 가입/이용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한 도서관들의 전자책 통합 이용

개별
회원 가입

개별
전자책 이용

회원 가입
(책이음 회원 연동)

E-BOOK

간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보다 촉진시키는 등 수요자
인천광역시는 ‘녹색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열린 융복

新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물론, 스마트 기기

합 정보화’란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

의 발달과 이용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있는 서비스 개발에 공공 데이터 활용이 증가됨에 따

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공유 기반의 맞춤형 행정 체

라,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를 더욱더 발굴해내고자 이

계 마련, 생활공간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 마

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련, 산업공간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광역 기

개별
회원 가입

전자책
통합 이용

회원 및 이용 정보
연계 안됨
개별
전자책 이용
E-BOOK

개별
회원 가입

회원 및 이용 정보
연계 안됨
개별
전자책 이용

E-BOOK

E-BOOK
E-BOOK

총 사업비는 3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반의 정보 관리 체계 마련,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의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데이터 개방 사용자 및 관

정보 인프라 구축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다양

리자 프로그램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DB 발굴 및 개

한 이행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그림 1-2-2-6

발, 행정자치부 공공 데이터 포털(data.go.kr)과의 연

인천N방송 5대 서비스
➎

2. 추진 현황

경인일보

이처럼 공공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 구·군, 유관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 데이터가 적극

가. 국제 표준 운영 기준에 의한 IT 서비스 제공

➊

스마트폰으로
내가 만든 영상
즉시 방송

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신규 비지니스를 창출하고, 시
민들에게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공공 데이터를

인천데이터센터는 2011년 8월에 개소한 이래, 인천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까지 마련되는 등 수없

광역시 본청 및 산하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던 정보 자

이 많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오리라 예상된다.

원을 통합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개소 시점부터 통

나만의 동영상
무제한 저장

➋

기호일보

안전일보

지역신문
오늘의 화제 뉴스
보기

인천N방송
5대 서비스

➍
개인(단체)
방송 채널
운영 무료

라이브 촬영 및
실시간 공유

(2) 공공 데이터 개방

IT 서비스 관리 절차를 도입해 인천데이터센터의 IT 운

구・군, 공사・공단을 포함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

영 관리 체계에 대한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인

합 전자도서관은 반응형 웹 방식을 적용해 PC용 웹, 태

관련 온라인 홍보를 통해 두 차례 실시간 검색순위 1위

는 공공 데이터 중 2013년에는 버스 운행 정보 등 75건

천광역시 정보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및 고품질 서비스

블릿 PC,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유

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였고, 2014년에는 108건에 이르

의 제공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통사의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시
민들에게 편리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 그룹 간의 회의

2015년 3월부터 글로벌 방송인 애플TV와 연계해 시
민 제작 콘텐츠 및 중소기업 홍보 영상 등을 전 세계 220
여 국에 송출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에는 N방송 통합

나.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다. SNS 기반 시민 미디어 방송, ‘인천N방송’ 운영

를 주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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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운영 관리 기준을 국제 표준(ISO20000인증)에 의한

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공공 데이터

제2편 ICT 활용 기반

계이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일자리 및

E-BOOK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 공공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솔루션 제공 서비스 수출 건에 대해 중국(CAMG 그룹)

인천광역시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를

이터를 추가로 발굴하였고, 원본 데이터 제공뿐 아니

맞이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

인천광역시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N

라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에 대해 오픈 API를 개

원이 도서관마다 별도의 가입 과정을 거쳐야 하고, 소

만들어가는 방송, 시민 참여형 방송 서비스인 「인천N

방송은 지속적인 글로벌 방송 송출을 통해 인천광역시

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공공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

장 도서 및 전자책(E-book)의 검색도 각 도서관별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와의 협약을 통해

의 인지도 확산 및 전 세계 시청자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

고자 노력하였다.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전자도서 서비

지면 광고 및 외부 송출을 하고 있으며, 2014 인천 아

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등 인

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통

시안 게임과 인천N스타-스타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천 대표 방송으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부록

과 2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에도 다양

2015년에는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개방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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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민행복 오감(五感) 지도 서비스’ 제공

세, 매매 등 부동산 실거래가 모바일 지도 서비스와 공

출 (2017~2018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

아울러 지역 대학, 기업 및 연구 기관 등과 업무 연

게 되었다. 이에 따라 119 소방 출동차량의 도착 시간이

를 통해 생활맞춤형 교통 정보와 스마트 교통 제어, 지

찬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

종전 11분에서 8분으로 26%나 단축되어, 골든타임 범위

능형 주차 안내, 위험도로 예보 및 교통날씨 예보 서비

는 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ICT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안에서 현장 도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스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

간 Big Data 시민 공개 서비스인 「시민행복 오감(五感)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실거래

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림 1-2-2-8 119 출동 길 안내 서비스

아.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인천광역시는 201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월

각 기관들이 협력하게 되면서 교통 정보를 공유할 수 있

가격을 텍스트 위주로 서비스해왔으나, 본 서비스 개
인천광역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조를 요청하고,

기반의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새로이 시작했다. 이를

사고현장의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한 「스마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공

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4

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매나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무

시민들에게 자신의 여건에 맞는 대상 지역을 찾는 데

재난·무사고를 달성하며, ‘안전한 대회’란 개최 목표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국민안

그림 1-2-2-7

시민행복 오감 지도 서비스

광주광역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1. 개요
정보통신 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사회를 스

약 1,380대의 차량에서 재난현장의 영상을 스마트폰으

마트한 초연결 사회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면

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뿐 아니라, 119 상황실에서도 이

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물을 연결해 인간

인천광역시는 서해 5도 정보통신 이용 격차 해소와

를 관제·운영 중이다. 이밖에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섬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옹진군, ㈜KT와 공동으로 2015년

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119소방서와 구급 나르미선의

어 이를 지역 정보화 정책의 기조에 맞출 필요가 있다.

3월 「백령 기가 아일랜드 선포식」을 갖고, 2017년까지

협력으로 신속히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해 약 150대의 선박이 투입되어 활용 중에 있다.

바. 서해 최북단 백령도 기가 아일랜드 사업 추진

이에 광주광역시는 문화와 예술의 허브 창구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집

「백령 기가 아일랜드 사업」은 ㈜KT의 사회공헌 사업

약형 산업 단지인 첨단 지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인천시 부동산 거래정보!
이제 “지도” 와 만나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졌습니다

인 기가 아일랜드를 유치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통

이전한 정보통신 분야의 공공 기관 및 한국전력을 중심

•아파트,다세대,단독/다가구,토지에 대한 실거래 정보가 익일 바로 공개됩니다
•최신의 항공사진,과거 항공사진(27개년), 토지 정보가 실시간 제공됩니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 주변 부동산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안전·건강·교육 분야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

3. 향후 추진 계획

마.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 안내

주민 생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비스’ 운영

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유관
인천광역시는 인구 3백만 도래를 앞두고 이러한 위
상에 걸맞도록, ICT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 지능형 교통 체계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
「119 출동 길 안내 서비스」는 군·구의 CCTV와 연계

으로 구성된 빛가람 에너지 밸리 등 ICT와 융·복합 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생과 협업으로 시대 상
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ICT 환경을 구현하고자

스마트 기기의 보급 대중화 및 ICT 융・복합 기술의

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발전으로 시민 중심의 지역 정보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 새로운 정보화 전략과 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있어,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교통정보센터 내 교통 정

경로 정보를 소방 출동차량 단말기에 제공해주는 유용

보와 외부 데이터를 융복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 계

2015년도에는 5개년(2015~2019년) 정보화 중장기 발

한 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출동 경로상의 교통 상황이

형 교통 체계 교통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양한

획을 마련해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시민 서비스, 예측

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바 있다.

나 사고 현장 진입로의 상황 파악을 돕고자, 119 상황실

교통 정보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선진적인 분석 정보

민원 서비스 제공, 정책 입안 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

이러한 ‘5개년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은 ▶ 참여

과 출동차량에 양방향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을 통해 신뢰도 향상은 물론 교통 소통 예보 서비

하는 체계 구축,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행정 (소통과 협업의 열린 도시) ▶ 창조 경제 산업 (지

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 환경 구축, 인천데이터센터 구축에 따

식과 ICT의 융합 도시) ▶ 행복 생활 (따뜻한 복지 도

그동안은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교
통 체증,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골든타임 내에

1단계로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2014년 6월부터 2015

른 물리적 자원 통합과 정보 자원 공동 활용 등을 넘어

시) ▶ 글로벌 문화 관광 (더불어 행복한 문화 도시) ▶

현장 도착이 어려웠으나, ‘119 출동 길 안내 서비스’를 통

년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민간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의 구축을 위한 기반까지 마련

초연결 도시 (초연결 스마트 정보 도시) ▶ 스마트 인프

해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KT 등

활용 (2016년 하반기), 3단계에서는 확산 및 시너지 창

할 계획이다.

라 (지능형 정보 서비스 기반 도시)로 구성되어, 분야별

부록

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현장까지의 최적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킴으로써 섬 주민 5,400여 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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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최신 IT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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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남권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를 위해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정

시 인근 시군 지역 중 함평군 간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노력하고 있다.

시성·안전성을 제고하였고, 버스 도착 예정 시각 등

구축 사업을 2016년까지 마무리해, 광역권의 대중교통

을 모바일·인터넷·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BIT : Bus

편의를 개선하며 지자체 간 버스 운행 정보를 신속하게

나날이 지능화, 다양화 되는 사이버적인 위협과 정

Information Terminal)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는 버스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내버스의 정시성 향상을

보 시스템 담당자의 정보 보호 인식 부족 등에 대비하

정보 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을

통한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저탄

고자 정보 보호의 기반을 조성하고, 호남 지역 중소기

추진하였다. 이는 특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소 녹색교통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업을 대상으로 정보 보호 지원 사업 및 정보 보호 교육

2. 추진 현황
가.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있어, 확대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08년도에 교통카드 사업의 일환으

운영 등 정보 보호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호남

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권 정보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목한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Intelligent

광주광역시·나주시·담양군·장성군의 버스 정보를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정보 보호 교육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Transportation Systems)을 구축해, 시민에게 신속하

연계하였으며, 2014년에는 화순군을 연계한 광역버스

각 기관과 부서별로 운영해오던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

중소기업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개최 등

고 안전한 교통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인접 지자체 간에 운행되는 버

합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로

을 통해, ICT 정보화 관련 산업의 보안 수요에 대응하

일례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버스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

스 정보를 시·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

개소(2013.5.14.)해, 전문 관제 인력이 365일 24시간

고 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인프라를 구

보 보호에 대한 투자 등 자발적으로 정보 보호 실천을

축하였다. 이로써 2015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살펴보

유도하고, 정보 보호 솔루션 등 보안 프로그램・관련

면, 3,376대의 CCTV 관제로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해 정보 보호 관련 기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치안 유지 및 생활 안전에 더

업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광주광역

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 등 관련

시는 혁신 도시 입주 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기관 간에 유기적인 정보 공유는 물론 협조 체계를 구

의 산업체 기관 및 ICT 기업 등과 협력해 정보 보호 사

축해,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시민이 언제 어

업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광주권 광역 BIS 연계 체계도

“살아 있는 광주권 광역 BIS 연계” (Standard + Oneness + Seamless = SOS)
광주권 지자체 센터 간 연계 체계

광주권 지자체 센터 - 정류장 안내 단말기, 차내 장치 연계 체계

정류소 대기 승객

임대망

장성군
버스정보센터

담양군
버스정보센터

유선 통신망 or
무선 통신망

GPS

정류장
안내 단말기

디서나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구현하였다.
2014년 말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이후, 2013년도

3. 향후 추진 계획

에 대비해 범죄 발생률은 8.8% 감소(경찰청 제공)하여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광주광역시
버스정보센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

ICT 기술의 발달로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클

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방범 및 어린이 보호

라우드・웨어러블 등 첨단 기술이 지능화되어 우리의

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실생활 및 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많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본 사업

화순군
버스정보센터

·노선별 도착 예정 시간
·버스 긴급 상황 정보
·버스 위치 정보
·버스 노선 정보
·부가 정보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기업 정보 보호 컨설팅

제2편 ICT 활용 기반

로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로 및 교통수단에 전자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접

그림 1-2-2-9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목표에 따라 ‘시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실현’에

은 자료가 생산・축적되면서 ICT 기술은 도시 경쟁력
출발 전 버스 이용자
인터넷

·실시간 버스 위치
·정류장 도착 예정 시간

그림 1-2-2-10

CCTV 통합관제센터

을 확보하는 데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정보화의 양상을 반영해 ‘초연결

나주시
버스정보센터

센터 운영자

사회를 선도하는 행복한 도시 구현’이란 정보화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 가치 확산에 따른 연결과 협업의 힘을
경찰청

기상청

소방서

교통방송

“국가 표준 기술 적용으로 광주권 광역 BIS 정보 연계 문제 해결”

활용해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초연결 사회, 행복한 광
주를 만들고자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방안 01. 표준화된 정보 연계

방안 02. 한눈에 보는 통합 연계 시스템

방안 03. 무중단 운영 관리 시스템

- 대중교통(버스) 정보 연계를 위한 기술 기준 준수
- 대중교통 기반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요령 준수
- 단, 광주광역시의 기 구축 시스템은 기존 체계 유지

- 정보 연계 강화를 위한 통신 연계 강화
- 광주권 지자체간 버스 정보 시스템 호환
- 원시 데이터 + 가공 데이터 연계 및 지자체 DB 공유

- 통신 두절 및 오류(누락) 등 운영 관리 모니터링
- 광주권 지자체 간 버스 기반 정보 전산 회계 (게시판 형태)
- 센터-정류장 안내 단말기 간 살아 있는 정보 연계 운영

이를 위해 낙후된 정보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해 기업의 업무 효율

부록

상황판

·실시간 버스 모니터링
·대중교통 운영 관리
·통계 분석
·버스 운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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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및 「U시티 서비스 경진대회」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이버침해대응센터를 입주시키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스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부문에 ‘광역 행

업을 이러한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타 산업 단

성과를 거두었다.

중 최초로 ‘U-City통합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정 기반 U-City 통합 서비스 구축 운영’이란 주제로 우

지로까지 확산해 저비용·고효율의 혁신 플랫폼을 구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U시티 서비

축하며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

서는 “U-City통합센터를 건립하고, U-방범·U-교통

2. 추진 현황

정보 자원 통합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구축

그림 1-2-2-11

기관인 한국전력과 광주광역시 간에도 협력 체계를 구
축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CT 기술 활용 팔

가. 정보 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추진

행정
기관

용을 발표해 전국 최고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

의료
기관

상하였다.
균형을 가장 먼저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

노인 생활 이상 알림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실시해 시

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 기기 154대 지원,

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랑의 그린PC 430대 보급, 2,386명을 대상으로 집합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종합적인 상황 판

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아시

시장·복지 시설 등 공공 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130개

아문화전당 개관 등 문화 중심 도시 추진을 위해 도심

를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하는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 광주

나. 제32회 「지방 행정 정보화 연찬회」 대통령상 수상

추구하면서 「Smart City Gwangju」를 실현해 나갈 계
획이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담

연계
통합

교통
CCTV

U-교통
신호
제어

교통
소통 정보

U-방범
방범
CCTV

어린이
보호

라. 유비쿼터스형 시민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시민이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U-City통합센터의 CCTV 영상 정보를 전국
최초로 112·119 상황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까지 확

불법
주정차

장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
원되며, 사업 내용은 경찰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해
긴박한 사건 신고를 받은 112센터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조치할 수 있도록, U-City센터

•지능형 교통 정보 통합 관리
•24시간 무중단 관제
•교통 상황 신속 감지 지령·출동·처리

•방범 분야 CCTV 통합 관리
•24시간 무중단 관제 내용
•사건·사고 신속 지령·출동·처리

정보 자원 통합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안전한 정보를 위하여 ‘24시간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운영

에서 CCTV 영상 또는 현장 사진을 제공해 범죄 예방
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119소방본부와도 연계해 화
재 발생 규모를 파악함은 물론, 주변 지역의 교통 상황
등 실시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골든타임 확보
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정보화 연찬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112 긴급 영상 지원 서비스

그림 1-2-2-13

112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

이 가운데, 2015년 9월 18일에 열린 ‘제32회 지방 행정
정보화 연찬회’에서 ‘출연 기관 정보화 프로세스 최적
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로 최우수 연구 과제에 수여

1. 개요

그림 1-2-2-12

되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112 종합상황실
사건 사고 발생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현장 정보 요청

현장 출동 지령

출동 경찰관

출동 지령

대상 수상
신고자 위치
정보 제공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이전·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정보 자원의 효율성 제고에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는 2013년 10월 U-City통합센터를 준공하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기기 보급·교육을 통한 정보 격

고, 2014년 3월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2015년 6월 교

차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 행정 정보화 연찬회」

통정보센터 입주, 2015년 11월 지역정보통합센터 및 사

위치 변경 검색
CCTV 영상 제공

112 종합상황실

U-City 통합운영센터

현장 상황 해결

부록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다. 「지방자치단체 U시티 서비스 경진대회 우수 사례」

U-City 통합운영센터
현장 정보 제공
•현장 사진
•법인 위치
•증거 자료

사건 신고

대전광역시는 2015년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당 공무원들이 참가해, 자치단체의 업무 프로세스 개
선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지방 행정

제2편 ICT 활용 기반

시하였다. 또한 정보 이용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전통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플랫폼
연계
통합

25,653명, 상담 119명, 대안 활동 프로그램 30회를 실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통합 모델을 구축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교통
정보센터

>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

119
소방서

>

아울러 재난 발생의 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112
경찰서

>

노인 위치 추적 서비스, 전력량 모니터링을 통한 독거

>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보화의 불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망을 활용한 치매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과 행정이 모바일로 소통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서비스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시
전역의 일원화된 U-City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

찌형 단말기 배포, 한국전력의 원격 검침 인프라(AMI :

단을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스마트 재난

수 사례를 제안하였고, 2015년 10월 30일 KINTEX에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IT 기

094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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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정보통합센터 이전 및 통합 구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계·통합이 가능한 것은 연계 또는 통합하고, 재난 및

해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의 생활 안전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추가로 개

본청·사업소, 대덕구 정보 자원의 통합 관리로 신

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관제 운영 체제를 구축해 현

이에 따라 시청 내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 경보통

발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규 장비 도입·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재 53명이 4조 2교대로 범죄 및 재난 등 비상 상황 발

제소, 119종합상황실을 한곳으로 통합시켜 일원화 된

8월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방침을 결정하였다.

유지 관리 비용 등의 예산 절감과 통합된 정보 보안 체

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관제센터를 방

재난 상황 관리 및 통합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시청 외

2015년 9월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U-CITY 통합

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 침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문하는 경찰관의 불편 해소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

부에 있는 교통관리센터 및 구·군 CCTV 통합관제센

관리센터 구축 기본 방향, U-CITY 관련 연계·통합

사전 예방 활동으로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에 기여

조, 제29조)의 안전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터의 정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해 시민의 생활 안전과

방안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새로이 개발해야 할 특화된

하고자 2015년 11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U-City통합

‘CCTV 영상 정보 반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된 여러 가지 U-CITY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U-CITY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센터로 이전 구축하였다. 자치구가 포함된 전국 최초

이처럼 새로이 구축되는 U-CITY 통합관리센터는 재

아. 인터넷 전화(IPT)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며,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총 31.2억 정도가
예상된다.

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 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
활동 강화

난·소방·교통·방범 등 각종 상황실 간에 서로 필요

가. CCTV 영상 정보 연계 활용

한 정보(CCTV 영상, 사고현장 상황, 유해 화학물질 누
기관 간 행정 전화 시스템 통합 관리로 운영 비용을

출, 환경오염 등)를 저장 및 가공해 신속한 전달까지 가

시와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해 긴급 재

절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

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능을 구축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난 발생 시, 울산광역시에서 재난현장 영상 정보를 파악

고, 본청 및 사업소의 전화번호 체계 단일화로 업무 환

정보 전달과 사고 대응, 복구를 지원하게 된다.

할 수 있도록 CCTV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CCTV

경을 개선하며, 부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

연계에 따른 U-CITY 통합관제센터와 CCTV 관리 부서

성을 높였다.

간의 이중 제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을 마련하고 제어 관리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5개소)의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이
행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사
전 예방과 침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위

울산광역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해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출연 기관까지 포함시킨 「정보보호 실무협의회」를

1. 개요

나. 상황실 및 정보 시스템 통합

119종합상황실, 교통관리센터 등 재난 관리 및 시민
의 편의를 위한 상황실과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시 청사 내 소규모 상황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현안

다. 또한 중·남·동·북구 및 울주군에는 CCTV 통

을 해결하고, 유사 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시 본청의 재

재난안전상황실, 경보통제소, 119종합상황실과 정보시

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간에 재난 관련 정보의

스템을 U-CITY 통합관리센터로 통합시킬 계획이다.

강화를 위해 센터 외곽 방호용 울타리, 센터(1층 창문

U-CITY(Ubiquitous City)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또한 U-City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포털, 관

전체) 방탄 필름 시공,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등 보안

질 향상을 이루고자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을 활용해 건

CCTV 영상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

제 시스템, 정보 연계 시스템, 저장 및 백업 시스템 등을

규정에 의한 시설 보호 강화 사업을 2016년도에 추진

설된 도시를 말한다. 즉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로 정보 연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및

할 계획이다.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시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

록,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과 정보 시스템 중 연

사. 공원·도심 등 사각지대 속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관제 운영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확대 운영 중이며, U-City통합센터 시설 보호 등 방호

울산광역시 본청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경보통제소,

제2편 ICT 활용 기반

2. 추진 현황

날로 지능화·고도화·대량화되는 사이버 침해로부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역정보통합센터로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 (6명 상황근무)과 합동

운영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보 공유 부재로 인

적기에 관제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려 한다.

공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안전한 시민 생활을 보장하고 미

표 1-2-2-3

울산광역시 U-CITY 관련 상황실 및 정보 시스템 현황

구분

규모

운영 인력

CCTV 통합관제센터 (2014년 3월 19일 개소)는 공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재난안전상황실

158㎡

3명

CCTV (30대), 강우량 측정기 (19대), 자동 우량 경보기 (6대), 문자 전광판 (23대)

원·도심 등 사각지대 속 시민의 안전을 위해 3,748대의

복잡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U-CITY 통합관리센터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CCTV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소방·교통·방

관제 선진화를 위해 125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며

범 등 시민의 편의 및 생활 안전과 관련된 U-CITY 시

수배 차량, 학교 주변 폭력 등에 반응하는 지능형 관제

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소관 부서 및 구·군별로 분산

운영 시스템

경보통제소

334㎡

8명

민방공 경보 단말 (38대), 지진해일 경보 단말 (17대), 방송 경보 단말 (2대)

119종합상황실

390㎡

38명

긴급 구조 시스템 (119 신고 접수, 일제 지령, 차량 관제 등), 소방 정보 시스템 등

교통관리센터

2,379㎡

20명

교통 CCTV (108대), 구간 속도 검지기 (167대), 버스 정보 단말 (940대), 첨단 신호기 (466대) 등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220㎡~464㎡

22명~28명

CCTV 4,368대 (재난 및 화재 감시 61, 범죄 예방 2,615, 주·정차 단속 400,
쓰레기 투기 방지 285, 시설물 관리 328, 주차 관리 32, 초등학교 647)

부록

래형 첨단 도시 건설을 위해 ICT(Information and

096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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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14

라. 신규 서비스 업무 발굴

CCTV 영상 정보 연계 활용 방안

해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 재

U-CITY 통합관리센터

정보통신실

통합 상황실

재난 관측 CCTV
교통 정보 수집 CCTV

비디오 서버

소방 CCTV
산불 CCTV

CCTV-PTZ 컨트롤러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쓰레기 투기 방지 CCTV

차량·체납 차량 등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범인 검거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국가 산업 단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한 ‘특정 차량 실시간 추적 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유해 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감

리 시스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한 ‘스

지할 뿐만 아니라, 누출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 정보를

마트 안심 귀가 서비스 시스템’ 등 많은 U-CITY 업무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를 개발해 다양하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U-City 통합관리센터 정보 연계 개념도

그림 1-2-2-16

동구 비디오 서버

정보 수집

통합 비디오 서버-1

북구 비디오 서버
울구 비디오 서버

영상 관제 시스템

주정차 단속 CCTV

PBX

통합 비디오 서버-2
PSTN

통합 관리

정보 제공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CCTV (161)

화재/사고

재난 예·경보

교통 정보

대기 오염

지하 매설물

U-CITY 통합관리센터
119 종합 상황실
구·군 CCTV 통합 관제센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성도
구·군 세무과

구·군

연계 정보

통합 시스템 구성도

영상 정보
재난 CCTV

외부 연계

통합 상황실
재난안전 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 DB

…

신규 서비스 시스템

분석 시스템

통합 관제 시스템

연계 시스템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

체납 차량 정보

위치, 적재 물질,
차량 상태 등
운송 차량 정보

통합 상황실
재난안전 상황실

산업 단지
현장

지하 시설물 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

웹 서버

GIS

VMS-1

VMS-2

항온 항습

NMS

SMS

IPS

…

배관 상태, 저장 공간 등
기초 정보

119 종합 상황실

센서, 카메라, 분석기 등
감지 정보
IoT 기반의 유해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운송 차량 유해 화학물질 확산 예측
누출 감지 시스템
추적 관리 시스템
및 누출 사고 대응 시스템

교통관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의
재난·방범·교통·소방 등 CCTV 및 U-CITY 관련 시

U-CITY 통합관리센터는 연면적 2,200㎡ 규모로 청사

스템을 연계·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재난 상황 발

내 여유 부지에 건물을 증축해 통합 상황실, 통합 정보 시

생 시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

스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실 및 회의실, 부대장비실

하는 등 통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계획이다.

실시간 수집·분석

CCTV
주요 도로,
현장 주변 등
CCTV 정보

통합 DB
산업 단지 내
위험물질 정보

위험물질
특성 정보

지하 배관
정보

시뮬레이션
기초 정보

위험물질
운송 차량 정보

재난안전 상황실

부록

누출 가스 종류, 누출량,
일기 등 변수 정보

다. U-CITY 통합관리센터의 규모 및 기능

현장 정보/분석 정보

국가 산업 단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 대응 시스템
구군 세무관

U-CITY 통합 인프라
uPS

연계 제공 대상

U-City 통합관리센터

긴급 구조 표준 시스템

비영상 정보

대기 환경 정보

국가 산업 단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 대응 시스템 구성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재난 관리 시스템

통합 플랫폼
연계 시스템

그림 1-2-2-17
위험 물질
운송 차량

통합 정보 시스템

소방 CCTV
산불 CCTV

경찰서

119 종합 상황실
교통관리센터

경보 통제 시스템

특정 차량 정보

외부 부서/기관

방범 CCTV
교통 CCTV

CCTV (3,361)

제2편 ICT 활용 기반

그림 1-2-2-15

단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통합 정보시스템실

중구 비디오 서버
남구 비디오 서버

재난 관측 CCTV

난 안전 현장 중계 시스템’, 지역 내 수배 차량·대포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범죄 예방 CCTV

CCTV-PTZ 컨트롤러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연계 대상 CCTV

이밖에도 재난 사고 발생 시 스마트폰 영상을 이용

098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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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계획

을 목표로 조성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그림 1-2-2-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 전경

족성 확보를 위한 첨단 U-서비스의 단계적 제공, 정

U-CITY 통합관리센터 건물을 청사 관리 부서가 아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유비쿼터

U-City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Grid 기반의 U-센서

닌 청사 내 여유 부지에 건물 증축으로 결정함에 따라,

스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47개 분야에 대한 U-서비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고자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를 단계별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

정보 소통 도시 구현 및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명

2011년 착공되어 2013년 완공된 1단계 1차 사업은 U-

지 U-CITY 통합관리센터 환경 및 CCTV 구축 등 정보

품 U-City 구현을 목표로 U-정보 서비스, U-도시 인

방범, U-교통, U-시설물 관리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프라, U-비즈니스 등 3개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

구축하여 2015년 현재 서비스 중에 있으며, 1단계 2차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재난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상

립하였다. 이러한 도시 건설 단계에 맞추어 2030년까지

(2015년 말 준공 예정) 및 2단계 1차 (2016년 6월 준공 예

황실을 이전해, 2018년 3월에 U-CITY 통합관리센터

총 3단계 5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1차 사

정) 사업에도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업을 2013년 12월에 완료하고 현재는 1단계 2차 (2015년

U-방범 서비스는 읍면 및 건설 지역 496개소 819대

신규 서비스 업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월 31일 준공 예정) 및 2단계 1차 (2016년 6월 준공 예

방범용 CCTV를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 발

단계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

정)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생 시 방범용 CCTV 카메라가 현장을 관제하고 도시 방

은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범센터 관제 요원이 사건·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2013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U-City 업무 전담

2. 추진 현황 및 실적

조직 (통합정보센터 담당)을 정보화담당관실 내 신설하

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실질적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고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 2015년 12월 현재 5명이 U-City 기반 시설, U-서

U-교통 서비스는 시민 생활의 이동 편의성 제공과

비스, 자가 정보통신망, 방범 CCTV 관제 및 운영 관리

생활 편의 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를 신뢰성 있고 예측력 높은 정보로 가공하여 효

도시통합정보센터 개소 이후 2015년 11월 30일까지

과적인 교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 관리 전략을

집·가공·제공하며 정보 사령탑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외 기관·단체로부터 40여 회에 걸쳐 520명이 방

수립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효율적인 교통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연면

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U-City 사업 추진 현황과

관리 전략의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돌발 상황 등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적 2,977㎡)로 2012년 3월에 준공하여 재난·범죄 위

U-방범 및 교통 서비스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4년 세종-대전 광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험 발생을 모니터링하는 ‘도시방범센터’, 교통·시설물

으며, 향후 방문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역 교통 정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2015년 세종-대

적으로 2012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정보센터’, 전기·통신·소방 등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36개 중앙 행정 기관과 15개

의 설비를 관리하는 ‘공동구 운영관리실’ 등의 U-City

국책 연구 기관이 이전하고,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

통합관제 시스템을 2013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였다.

1. 개요

표 1-2-2-4

세종특별자치시 U-City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생활권

1단계

2단계

3단계

1차

1-2, 1-4, 1-5, 2-3, A-1

2차

1-1, 1-3, 2-1, 2-2, 2-4

1차

3-1, 3-2, 3-3, 4-1

2차

4-2, 8종 서비스 추가, 1~4 생활권 추가 서비스 반영

1차

5-1, 6-1, 6-2, S-2

2차

5-2, 5-3, 6-3, 6-4

추진 일정

비고

착공

준공

64,887

-

-

-

9,752

2011년 9월

2013년 12월

준공

11,287

2013년 10월

2015년 12월

U-시설물 관리 서비스는 U-City의 각종 시설물 도
최첨단 IT 기반의 U-City 구축을 위해 기본 설계

면 조회와 VMS(Variable Message Sign), BIT(Bus

(2007년) 및 실시 설계 (2011년)를 근거로 하여 도시 자

Information Terminal), CCTV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

표 1-2-2-5

세종특별자치시 U-서비스 현황

구분

2014년 12월

2016년 6월

〃

2019년 상반기

설계 중

31,022

2015년 이후

-

-

8,021

2015년 이후

-

-

내용

비고

U-방범

U-Safety

방범 CCTV 819대

U-교통

종합 교통 정보 제공
교통 정보 관리 및 연계
돌발 상황 관리
대중 교통 정보 제공
교통 정보 수집

VMS 7대
외부 기관 연계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금강 1·2교)
교통 CCTV 14대
BIT 164대
VDS 8대

시설물 종합 관리

시설물 연계 (U-시설물, 공동구 등)

구축 중

2016년 상반기

12,826

스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나. U-서비스

U-시설물 관리

부록

계

면적 (천㎡)

전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및 세종-대전-청주 광역 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

제2편 ICT 활용 기반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도시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명소적 U-도시 공간 건설 및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사람, 환경, 정보 기술이 하나가 되어 도시민의 삶의

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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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실천 공약’ 109개 사업에는 보육 교사 처우 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착공식을 거행하였으며, 경기도는 이

2017년까지 경기도 데이터 포털을 통해 1,038종의 경

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

을 비롯해,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지원 등 도민 생

곳에 약 600개 기업을 입주시켜 4만 3,000여 개 일자리

기도 공공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주

키고 있다.

활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만들 계획이다. 이로써 판교 일대는 1,500여 개 기업

요 내용은 올해 경제, 교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가

이 입주해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창조경제

치·고품질 데이터를 발굴해 우선 개방하고, 내년부터

클러스터로 확장될 전망이다.

는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사업화까

주요 민선 6기 공약 중 하나인 빅파이 프로젝트를 추
진하여 경쟁력 있는 민간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경기

3. 향후 추진 방향

경기도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 낭비를

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이

뿐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받아 수요

막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정보화 책임관이 정

와 함께 도내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 희망자 등이 대용

도시 정보 통합 관제 체계의 운영 내실화와 국제 수

자 중심의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 내

보화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업무의 전

량 데이터 분석 및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준의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 가능한 U-City

용이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Big-data)와 프리

문성을 강화하였다. 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사업에

베드도 2016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U-서비스 생애주기 평가 및 미

인포메이션(Free Information)의 합성어로 남경필 경기

대한 사전 협의 및 통합·조정을 수행하고 정보화 사업

다. 공공 데이터 개방이 본격화 되어 경기도 공공 데이

래 전략 서비스 발굴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

도지사는 도내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을 추진하는 부서는 예산 편성 전에 정보화 책임관과

터 포털(data.gg.go.kr)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성·운영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태별 모의훈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데이터에 기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협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400여 종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다. 도는 현재 도내

련을 실시하는 등 U-City 업무 연속성 관리 국제 인증

을 둔 과학적 도정 구현, 투명한 도정, 데이터 생태계 조

하였다. 또한 정보화 책임관은 사업 부서의 요청이 있

31개 시군 주차장 정보, 버스 전용 차로, 직행 좌석 및

(ISO22301) 획득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성, 활용 문화 확산 등 4대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을 경우, 사업 추진 중에 중간 점검 및 자문 지원을 할

M버스 빈 자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약국(동물의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데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사업

약품 취급 포함) 정보 등을 개인 또는 민간 기업에 제공

활동하고 있는 도시표준위원회(CSI, City Standards

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빅데이

부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

하고 있다. 현재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포털·내

Institute)에 회원 도시로 가입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국내에서 경기도가

록 하였다.

비게이션 등이 경기도가 개방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U-City 성과물을 상호 교류하고 홍보하는 등 스마트

처음으로 공포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의 데이터를 제

시티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

공받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지킴이 모바일 앱

U-City 사업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활용 기반 구축과 실태

2. 데이터 개방과 빅파이 프로젝트

등 관련 앱을 출시하고 있다.

조사,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

서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10개 분야의 U-서비스를

문 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법인·단체

빅파이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는 경

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 데이터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

통하여 사람·환경·정보 기술의 조화 속에서 시민의

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

기컨텐츠진흥원 내에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하는 데이터로 응급의료정보센터 현황과 CCTV 설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최첨단 유비쿼터스 도시로

보화 기획관을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자율적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반 똑똑한

현황 등이 꼽혔다. 공공 데이터 316종에 대한 이용 현

거듭나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정 실현을 목표로 활기찬 넥스트 경기를 위한 빅데이

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 건수는 40,638건으로 나

하는 한편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터 선도자라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를 위해 빅파이

타났으며, 이 가운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

위해 빅데이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빅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빅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

공 데이터는 응급의료정보센터 현황이 1,273건으로 가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장 많았고, CCTV설치 현황이 1,215건, 무료 와이파이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현황이 870건, 공중 화장실 현황이 717건, 도서관 현황

경기도에서 2005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15년 현

공공 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의 사용 실

재까지 10년 넘게 진행해온 판교테크노밸리는 허허벌

1. 개요

판이었던 판교에 1,000여 개 기업이 모여 6만여 명이 근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정보화는 초기 활력 단계로

경기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제2편 ICT 활용 기반

아울러 영국·중국·인도·싱가포르 등 13개국이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공공데이터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 및 현장 시설물의 제원을 통합

이 59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재난안전이

가. 데이터 개방

(10.9%), 관광 4,381건(10.8%), 보건가족 4,178건(10.3%)

경기도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경기도정의 미래 비

기준 정보 기술(IT) 분야의 기업이 643개사(64%)로 가

경기도는 중앙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공공 데이터

의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 데이터 연계를 목적으로 한

전을 실현해 갈 ‘Next 경기 실천 공약’ 109개 사업을 발

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전체 기업의 86%인 857개가 중

뿐만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데이터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했다. 주요 공약 192개 중 주민 배심원단 심사를 통

소기업이며, 10%가 99개 중견기업, 4%가 37개 대기업

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빅데이터 서비

신청 건수는 모두 29건이었으며 앱 개발 (15건)과 연구

해 공약에서 제외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정리해 6대

인 것으로 조사되어 명실공히 창조경제 밸리라는 이름

스 모델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빅데이터

활용 (5건)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 30대 정책 과제, 109개 사업을 확정했다. ‘Next

에 걸맞게 성장하였다. 최근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부터

부록

무하고 있는 첨단기업 클러스터다. 업종별로는 2015년

4,612건(1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경제가 4,426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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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나. 안전 대동여지도

3.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소프트웨어, 오픈랩 등 빅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할

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빅데이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와 통

재난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지도를

터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에 걸

신 회사나 카드사 등 민간 데이터까지 한곳에 모아 도

제1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정부는

기반으로 과거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과 사고발생 위험

맞은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 빅데이터 산업

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려는 도의 이상 실현의 첫 단계로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판교)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이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을 지도에 표시해 재난을 사

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할 수

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창업·성장·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클

전에 감지·예측하는 서비스인 ‘안전 대동여지도’ 구

있게 될 것이다.

축 사업이 본격화 되어 재난·안전사고와 생활안전 정
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

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콘

러스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텐츠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빅포럼에

곳에 창업 공간, 혁신기술 공간, 그리고 ICT-문화 융

는 세계 3대 경영 전략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토마스 데

합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 허브’를 선도 프로젝트

이븐포트(Thomas H. Davenport)를 비롯해 필립 유

로 구축하게 된다.

(Philip Yu) 일리노이 대학교수, 로스 영(Ross Young)

창조경제밸리는 자유와 배려가 공존하고 모두가 행

한 생활안전 서비스 등이 안전 대동여지도에 포함될 수

를 위한 컨설팅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분석 대상 업

구글 디렉터 비제이 라하반(Vijay Raghavan) 렉시스

복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지게 되며, 판교

있어, 도민들을 위해 안전 정보 전달 체계 서비스가 한

종으로 치킨/호프, 한식/백반, 카페/커피 전문점 등 3

넥시스 부회장 등 세계적 빅데이터 관련 석학과 기업인

테크노밸리 인근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개발제한구역

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전 대동여지

개 업종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

이 참가했으며, 이 행사에서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위

43만㎡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들여 도시

도의 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스템

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도내 요식업종의

험을 관리할 국제적 거버넌스(합의 기구)가 필요함을

첨단산업 단지로 조성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지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구축 정보화 전

업소별 카드 매출 정보 14억 건을 분석한 결과, 총 8만

강조한 바 있다.

내 여러 공간 중 남측 ‘글로벌 공간’에 각각 ‘글로벌 Biz

략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국민안전처에서

6천 개 업소가 개업을 하고 2만 8천 개 업소가 폐업을

센터’와 ‘ICT 플래닛’을 조성해 창업·벤처 기업의 외

제작한 생활안전 지도와 119 현황 시스템에 네이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과 폐업이 많은 요식업 분야

국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다음·구글 등 포털 사이트의 지도를 활용해 도민들의

3개 업종의 개·폐업 비율은 각각 치킨·호프 업종 (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재난안

업 32%, 폐업 30%), 한식·백반 업종 (개업 31%, 폐업

전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 맵핑’

33%), 카페·커피 전문점 업종 (개업 4%, 폐업 3%)으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2016년부터는 지도를 기반으

로 전체 104개 업종 중 상기 3개 업종이 개·폐업의 3

로 한 안전 빅데이터를 안전 진단과 예방, 위험 시설물

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정된 3개 업

개·보수, 안전 공무원 배치 등 여러 안전 정책을 수립

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

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터, 인구·가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상권·고객·

그림 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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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경쟁 요인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심층

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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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파이 프로젝트 시범 과제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호에 노력하려 한다. 향후 미아·치매노인을 찾기 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며, 이와는 별도로 도내 기업 재직자 빅데이터 직무 역

분석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
고, 분석 업종을 점차 확대하여 도내 소상공인 지원에

‘빅파이(Big Fi : Big-data, Free-information) 프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워, 교육생

마. 외부 협력 추진

모집 결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은 70명 모집에
경기도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컨

은 120명 모집에 381명이 신청해 3.2대 1의 높은 경쟁

설팅과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기

률을 기록했다. 이는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관심은 많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National Information

지만 교육 수요를 충족할 만한 교육 과정이 없는 현실

Society Agency)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심층 면접을 통한 선발 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을 거쳐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

의 판교 입주 후 진흥원이 보유한 데이터 분석 서버와

부록

495명이 신청해 7.1대 1,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과정

자료 출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현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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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홈·가전 분야 IoT 보안 테스트베드를 판교에 유치

템, 투자 유치 등의 홈페이지도 경기도청 통합 홈페이

없는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했으며, 미래부가 구축하는 IoT 보안 테스트베드가 스

지로 흡수·통합됐다. 기존 사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와 함께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정보 자원 통합 체계

타트업아카데미에 들어서면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융

기존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접속해도 통합 홈페이지

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정보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합 보안 제품화 및 보안 인력 양성과 제품 판로 지원 사

로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청 홈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결

업을 추진하게 된다.

페이지의 액티브X(ActiveX) 기능을 없앴다.

과를 토대로 ‘가상화 기반의 전산 서버 통합 시스템 구

사이버 보안 집적밸리는 세계 4위 수준의 국내 보안

그동안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할 수 있던 민원 신청 서

축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기술이 19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

비스나 공공 정보 열람 서비스를 모두 개방해 회원 가

2018년까지 7년 이상 경과한 개별 서버 139대를 24대

품 경쟁력이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을 정도로 취약

입을 하지 않고도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서버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6개 개별 서버

한 현 상황을 극복하고 미국 스푹(Spook) 밸리나 네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롭게 출시된 윈도우 10 사

를 4대의 서버로 통합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내

란드 HSD, 이스라엘 사이버스파크 같은 보안 집적밸

용자도 아무런 불편 없이 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년에는 41대의 서버를 7대로, 2017년에는 32대의 서버

리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

있게 됐다. 일부 액티브X 기능이 남아 있는 산하 기관

를 6대로, 2018년에는 40대의 서버를 7대로 각각 통합

게 될 것이다.

‘판교 제로(0)시티’로 조성하게 되며 규제·사고·위

홈페이지도 점차 모두 액티브X 기능을 없애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또 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현재 부

험·미아·환경오염·탄소 배출 등이 제로가 되는 도

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반응 속도

서별로 도입되고 있는 신규 및 대체 전산 장비 (서버,

시, 스마트 그리드 등 저에너지 설계를 도입한 친환경

도 빨라졌다. 도는 홈페이지 구동 시 평균 6초 이상이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도 정보화 부서에서 통합

도시를 의미한다.

걸렸던 기존 도청 홈페이지의 반응 속도가 이번 개편

해 발주하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버 통합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세계 첫 자율 주행차 주행 도로가

으로 2초 이하로 빨라졌으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다

이 완료되면 2018년까지 16억 7,700만 원의 예산 절감

생기게 된다. 실증 지구의 핵심은 자율 주행차 주행 도

수인 현 이용 추세를 감안해 모바일에서도 민원 접수와

과 부족한 전산실 공간의 효율적 활용, 전기 사용량 절

로이며 약 2㎞ 거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운전자의

목록 검색, 조치 결과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

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작 없이 첨단 제어 장치를 통해 작동하는 자율 주행

① 창조 공간
(기업 지원 허브)

도공 부지
② 성장 공간
(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조성 부지

⑥ 소통 교류 공간
(I-Square)

창조, 성장, 혁신 교류
③ 벤처 공간
(벤처 캠퍼스)

⑤ 글로벌 공간
(글로벌 Biz 센터)

GB 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④ 혁신 기업 공간
(혁신타운)

Business, 글로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계획도, 2015

용자 편의성도 높아져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복
통합 조정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273개에 달

잡했던 기존 메인화면을 단순하게 바꾸는 대신, 다양

하는 경기도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87개 홈페이지로

한 콘텐츠를 좌·우 클릭을 통해 책처럼 넘겨볼 수 있

통·폐합하는 작업을 완료한 점이다. 지난 2013년 시

도록 구성했다.

다. 자율 주행차 도로 실증 지구 구축

차와 일반 자동차가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자율 주

나. 보안 지원센터 구축

행차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과 자체 센서 등으
로 교통 신호와 타 자동차·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고,
주행 도로를 달린다. 인도와 차로 사이에는 충돌 시 피

작한 경기도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완료돼 새로

역할을 할 ‘융합보안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하기로 했

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주

운 홈페이지(www.gg.go.kr)를 공개하였으며, 2013년

다. 보안 신기술 실증화와 신제품 개발 지원 및 보안 전

요 정보 기술(IT)·완성차 회사들이 자율 주행차를 개

문 인력 양성이 1차 목표로, 센터는 경기과학기술진흥

발하고 있지만 단순한 주행 시험장에서 실험하는 상황

원 내부 조직과 함께 이를 신설한다. 융합보안지원센

을 넘어 실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터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연말 완공하는 스타트업아카

게 될 것이다.

5. 향후 추진 방향

홈페이지의 통폐합 작업이 들어가, 2014년 4월 1차로
129개 홈페이지를 12개로 통합했었다. 2차 통합 작업

가. 지자체 최초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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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에 사이버 보안 집적밸리 전초기지

부터 각 실·국과 산하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던 2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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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화 사업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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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이나 이동 중에도 중단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이밖에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도 물가 정보 관리 시스

그림 1-2-2-20

데미 건물에 입주해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보안

은 그동안 늘어난 14개 홈페이지와 기존 130개 홈페이
지자체 최초로 클라우드 저장소 업무 환경을 도입하

등 보안신기술 실증화 및 보안 스타트업 지원, 보안 인

능이나 목적을 가진 홈페이지들을 통합해 75개로 줄였

여 2016년 1월부터 도청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

력 양성 사업을 펼친다. 이곳에서 보안 혁신 기업 R&D

다. 이에 따라 기존 273개 홈페이지가 87개로 줄었다.

적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될 예정이다. 수원 소재 도 청

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제품화와 각종 인증 업무 및 특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산하 기관 등이 운영하

사와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 도 전역에 산재한 직속 기

허 출원과 판로 확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던 38개 영어 홈페이지는 모두 경기도청 다국어 홈페이

관, 사업소, 출장소 등 공간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화이트 해커를 비롯한 산업 보안 인력 양성을 위한 교

지로 통합되거나 폐기됐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각 기

연속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

육 사업도 펼친다. 경기도는 이곳을 사이버 보안 집적

관별로 운영되던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62개 다국어

께 2016년 6월부터는 모바일용 전자 결재 및 행정 포

밸리 구축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홈페이지가 이번 개편을 통해 22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털 서비스, 모바일용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을 개발

위해 미래부가 추진하는 8개 분야 IoT 보안센터 가운

참고 자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현황, 2015
- 국토교통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계획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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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10개 개설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하

강원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결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발굴을 추진하였다.

1. 개요

2015년도에도 총 사업비 6억 100만 원을 투자해 데
이터 분석 오픈 플랫폼의 기능 개선, 문제 공모 기관 확

생 할 수 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1998년부터 청주시를 시범 사
업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이
해당 사업이 완료된 바 있고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1. 개요

괴산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증평군, 음성군, 단양

대, 융합 전공 및 문제 해결형 교육 강화를 위해 데이

융합 과정 지원 사업 신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강

터 분석가(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 과정 5개를 추

충청북도는 농업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지형적으로

지하 시설물 DB 구축이 완료될 경우 웹 기반 시설물

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주)더존 비즈온, (주)

가 개설하여 총 34개 학과에 97명이 참여하였다. 하계

는 산악지역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도시의 대부분

관리 시스템, 도로 점용 인허가 시스템, 공간 정보 자

디큐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8

단기 특강 개최, 데이터 분석 워크숍(Data Analytics

이 농촌과 혼재된 도농 복합 도시의 형태로 도시 기반

동 갱신 시스템 등 표준 시스템을 통해 관리 부서와 각

년 2월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5.04억 원 (국비 21, 도비

Summit) 총 7회 개최, 데이터 분석 전공 및 데이터 분

정보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점진적

기 다른 유관 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

0.72, 기타 3.32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공모전

으로 이뤄지는 도시화가 도심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

며, 중복 구축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전문

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계에도 실무

으며, 개별적으로는 부분적인 도시 개발 및 발전의 요

충청북도는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문제, 공공의 현안 문제, 사회 문

강화를 위한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으로 공간 정보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제를 공개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오픈 플랫
폼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향후 추진 방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도로를 기반으로 한 지하 시설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물 전산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분 중앙 부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2018년

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의 도시 기반

도내 전 지역 11개 시・군 완료를 목표로 꾸준히 추진

정보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도시 안전에 대

해오고 있다.

한 문제 발생 원인에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

수 SW 융합 인재를 양성하여 전문 데이터 과학자를 양

해 2019년부터는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구축 사업을 추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7억 100만 원을 투자해 1월

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미래 ICT 융합 신 산업 창

진할 계획이다.

부터 OIC강원대사업단(이하 데이터분석센터)을 구축

출을 위해 ICT 미래 기초 인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분

하고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위한 오픈 플랫폼(사이트)

석가 교육 참여를 확대, SW 융합 기술을 실현할 수 있

를 운영하고 있다. 총 25개 학과에 77명이 참여하여 데

도록 교육 체계 개선과 흥미와 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이터 분석가(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연계 전공 교육 과

C&D 협력 체계 확산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그림 1-2-2-21

SW 융합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 사업 추진
사업 목표

교육 목표

문제 해결 기반의 데이터 분석 오픈 플랫폼 구축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SW 융합 교육 과정 확립

운영 목표
데이터 과학자 양성/배출, 데이터 분석 산업 창출

사업

•문제 : 취업 20명/년
•데이터 : 도메인 데이터 10TB/년
•솔루션 : 문제 해결 건수 10건/년

교육

•학생 : 학사 60명/년, 온라인 100명/년
•교육 : **과목/년, 30% 융합 과목
•C&D : 5개 기업, 10개 개발

정성적 목표

사업

•문제 : 다양한 도메인 문제 정의
•데이터 : 의미 있는 데이터 추출
•솔루션 : 융합형 솔루션 도출

교육

•학생 : 창의적 융복합 인력
•교육 : 전문가 실무형 맞춤 교육
•C&D : 문제 해결형 솔루션 기업 양성

충청북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완료 지역 현황
시/군

추진 기간

청주시

2008 ~ 2011

충주시

2008 ~ 2011

영동군

2009 ~ 2013

진천군

2009 ~ 2014

나. 수치 지형도 갱신 제작 (청주시)

충청북도는 도로를 기반으로 한 지하 시설물인 상수

청주시는 급속한 지형・지물 변화를 최신화하여 정

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난방 등의 지

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면서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하와 관련된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지

자 수치 지형도를 갱신 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

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의 도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기

지하 시설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지상 구

위함이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

조물에 비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관리 비용도 많

전역, 2,482도엽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지

이 드는 편이다. 더욱이 단전·단수·누수와 같은 각

리정보원이 발주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 사고가 발생하면 도민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

갱신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도시 계획, 지하 시설물,

론이고, 지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재난·재해 등에 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본 자료가

에는 송유 유출·하류 방류 등의 환경오염 사고나 가스

될 것이며, 적극적인 업무 활용도 역시 기대되는 바이

폭발 사고와 같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

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서비스, 공간 정보 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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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대학의 SW 전공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우

제2편 ICT 활용 기반

2. 추진 현황 및 실적

군은 2016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원도는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개방형 ICT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여 생활·환경·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

충청북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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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7 충청북도 청주시 수치 지형도 갱신 제작 연차별 계획

신규 제작 (1/1000) 수정 제작 (1/5000)

표 1-2-2-8

충청남도 CCTV 관제센터 구축 현황
(단위 : 백만 원, 대)

비고

자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연도

시·군

사업비

관제량 (CCTV 대수)

비고

또한 도시 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위해 지하 공간에 관

2007년

천안·아산

1,830

2,179

자체 구축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2019년에 계획된 지

2011년

당진시

912

380

-

2012년

홍성군

1,128

401

학교 CCTV 포함

태안군

996

576

-

청양군

1,117

451

학교 CCTV 포함

공주시

1,294

662

학교 CCTV 포함

계룡시

736

179

-

보령시

1,450

619

학교 CCTV 포함

계

-

-

-

2014년

206

-

-

2015년

636

-

-

2016년

520

-

-

2017년

520

-

-

2018년

-

300

-

2019년

-

300

-

하 공간 통합 지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2014년

픈 플랫폼 등을 통해 민간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
하여, 정부3.0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표 1-2-2-9

1. 주요 지역 정보화 추진 현황
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
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물류 비용 절감과 위치 찾기 선진화를 위해 구축한
도로명 주소 기본도는 각종 위치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

충청남도의 각급 공공 기관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 영상 CCTV 설치 현황
(단위 : 백만 원, 대)

이 검증된 앱 목록)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앱 사
용 불가 등 이용 환경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었다. 이에

연도

사업비

시설 수(개소)

비고

2009년

1,400

94

-

2010년

4,120

290

-

2011년

4,600

247

-

기능 추가 등을 통해 모바일 온-나라 연계 서비스 제

서비스 가능 단말기를 확대(31종 → 46종)하고, 신속한
화이트 리스트 등록 요청, 메모 보고 작성 및 의견 작성

2,860

153

-

공 등 모바일 오피스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앙의

4,950

234

-

2014년

4,026

249

-

보안 정책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원 안내 등

2015년

3,988

192

-

목적별·부서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민간(포털 지도, 내비게이션 등) 전자 지도의 주소 표시

이러한 운영은 관리적 비효율성, 기관 간 정보 공유 부

로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

족, 즉각적 대응 곤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이원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

보를 위해, 매년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바일 커뮤니티’ 구축을 통

국 시・도, 시・군・구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

투입하여 시·군별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

나. 모바일 오피스 구축

주요 이용 서비스를 ‘모바일 커뮤니티’ 신규 앱 개발해

해 조직도, 실국 안내, 직원 검색, 공지사항, 인사 정보
등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주소록의 디

고 있다.

지털화로 연간 약 4,000만 원의 주소록 책자 발간 비용

이를 통해 CCTV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

충청남도는 2012년 스마트폰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

(개발 사업 등 활용)하며 참고 도면을 활용한 위치 정확

극적으로 도민들의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세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업무 처리 및

도를 개선(건물배치도 등)하고,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한

2016년에는 서산시 등 4개 시·군에 추가로 구축할 계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 경쟁력의 향상을 목적으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모바일 문서 결

위치 정확도를 개선(정확도 확보 필요 시)하는 것이다.

획이며 앞으로 2017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로 충남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재 서비스 도입,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

이에 국민에게 최신의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 협업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

일 전용 환경 구축(전용 서버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를

을 절감하였다.

보 체계의 기반으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의 사용은 점차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아동 대상의 유괴·성범죄 등

율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3년 직원 안

통해 게시판 5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무 편람 및 설

확대되고 있으며, 공간 정보의 주요한 핵심으로 자리

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보호 대상인 아동들의 생

내, 메모 보고 등 13종의 내부 행정 업무에 대한 모바일

문 참여 기능, 토론방 게시글 작성 기능 구현으로 언제

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활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어디서나 안정적인 도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

정확한 위치 안내, 빈번한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은 도시 기반 정보의 역할이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현

2014년 직원 안내 등 15종 서비스(게시판, 메모 보고,

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발신자 정보 제공 및 전화번호

역 및 도시공원·놀이터 등에 어린이안전 영상 CCTV

간부 일정, 도정 과제, 현안 과제, 명함 관리, 디지털 회

저장,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변경 등 서비스를 더욱더

를 설치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도내 192개소에 설치

의, 도정 현황, 공약사항, 개인 자료실, 행정 수첩, 인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서비

하여 어린이 안전 영상 CCTV 설치 장소가 총 1,459개

정보, 복무 관리, 차량 관리)를 제공·운영하였다.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소에 이르며, 향후 더 나은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
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 차원의 강력한 보안 정책 적용과 최신 기종 사
용 불가로 인한 활용 가능한 단말기의 제한, 엄격한 화
이트 리스트(행정자치부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안전성

부록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생활하는 공간이다.

50%, 지방비 50%를 지원하여 도내 주요 어린이보호구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로, 지적 측량에서 얻은 등록 객체의 측량 성과를 반영

3.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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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해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공공 및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문 사업 기관을 지정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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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2015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연도

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구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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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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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 구성도

표 1-2-2-10

빅데이터 과제명

2015년 사업 범위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커뮤니티

(전자)문서 결재

직무 편람

설문 조사

게시판 확대

세부 모드

간편 모드

메모 보고

도정 과제

공약 관리

간부 일정

직원 조회

직원 조회

디지털 회의

인물 정보

직원 안내

명함

공지사항

복무 관리

차량 관리

행정 수첩

개인 자료실

인사 정보

농업

사업비

농작물 생장 환경 분석
시스템 구축

•기 상 요소(강우량, 풍향·풍속, 습도, 일조량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농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작물 : 사과, 포도, 복분자, 오디

2015년 2월 ~ 2015년 8월

250백만 원
(도비)

한옥마을 관광객
동향 분석

•한옥마을, 관광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관광객 정보, 이동
패턴, 민원, 시설 정보 등 분석을 통한 활용도 연구

2014년 10월 ~ 2015년 4월

행자부 비예산
시범 사업

한옥마을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한옥마을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관광 정책 수립
지원 체계 시스템 등 구축
* 활용 자료 : 콜 데이터 및 카드 매출 데이터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등

2015년 7월 ~ 2015년 12월

500백만 원
(국비)

운영 환경
내부망

외부망

교통

2015년 7월 ~ 2015년 12월

행자부 비예산
시범 사업

시내버스 교통 체계 분석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전주시)
* 관광 빅데이터 분석과 병행 추진

WEB Server, WAS S/W도입

모바일 오피스
AP 서버

모바일 커뮤니티
AP서버

모바일 오피스
DB 서버
(정책 포털 DB 서버)

그림 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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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관광

발신자정보안내 서비스, UI 개선

전자 결재 적용, 게시판 서비스 확대, 참여 서비스 확대 (설문, 토론), UI 개선

주요 내용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충청 모바일 행정 업무 시스템 

전라북도 빅데이터 주요 과제

‘2015년 빅데이터 분석 국가 공모 과제’ 2가지

모바일 커뮤니티
DB 서버
(충남넷 DB 서버)

한옥마을 방문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연계 시스템

행정 포털

시도 행정

정책 포털

온-나라

명함 관리

1.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리포트
•성별/연령별 방문 현황
•월별/요일별/일자별 방문 현황
•특정 행사 기간 방문자 현황
•방문자 수 기준 인기 관광지 Top3

관광객 분석 서비스 플랫폼

충남넷

2. 주요 관광지에 대한 리포트
•관광지별 유동 인구 분석
•관광지별 유입 루트 분석
•관광객 체류 기간

2. 향후 추진 방향

스 및 내부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더 효
율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분석 전문가의 인사이트 리포트

관광객 요구사항 및 민원 분석

관광 정책 우선순위 판단

과학적인 관광객 통계 확보

국가 정책 지원 근거 활용

1. 개요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앞으로는 단순한 조회 기능뿐만 아니라 양방향 서비

전라북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제2편 ICT 활용 기반

기지국
통화 데이터

쪽지 기능, 단순 소통 기능 등을 추가로 구축하여 직원
들이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빅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는 추세로, 전라북도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스

토대로 하는 ‘충남 모바일 오피스’는 모바일 네트워크

마트 도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목표로 농업・관광・

를 위한 망 연계, 문서 변환 서비스, 바이러스 차단 시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과 미래 변화 예

스템 도입 등으로 보안성은 뛰어나다. 반면 모바일 단

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02

대중교통
가능 거리
(도보권)
정의

사각지대
주거 인구
추출

03

04

Index 생성

지자체
행정 경계
인덱스 생성

인덱스별
사각지대
총 인구 수
생성

말 기종이 제한되고, 안전성이 검증된 앱만 실행할 수
있는 등 사용자 불편사항이 존재하여 보안성이 확보된

05

범위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기능 고도화를

사각지대
우선순위 선정

통한 개선으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과 스마트 충남 구
현을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06

2

우선순위 지역
도로, 환경 분석
및 민원 확인

1
3

사각지대

서비스 지역

Index별
주거 인구

부록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공통 기반(바로일터)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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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24

‘전라북도·한국국토정보공사 빅데이터 활용센터’ 공동 운영 MOU 체결

에 공간 정보 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주요 구축 및 서비스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공간 정

정확한 행정 수요 예측 및 효율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

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주제도에 빅데이터 분석

고, 부서별로 구축된 개별 시스템의 공간 정보 콘텐츠

결과를 결합하여 표기하는 공간 정보와 빅데이터 융복

를 손쉽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정보 플랫폼

합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

기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현, 요일별·시간대별 매
출 변화량 파악 및 유입 인구(지역, 연령) 성향을 파악

로 분석하고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

하여 맞춤식 정책 지원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개발하

공·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기반 자료로 사용할 수 있

고 있다. 사업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 사용자가

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빅데이터를 활

자신만의 맵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제작된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을 적

용하여 도정 정책 결정의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로 활

맵은 도 및 시군 전 직원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극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용 가능하도록 유동 인구 및 매출 현황 관련 빅데이터

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를 활용한 공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향후 추진 방향
3. 향후 추진 방향

같이 빅데이터 관련 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2월 16일 도청 내에 개소한 이래, 전라북도청과 주 1회

기술(ICT)·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창출,

(필요 시 수시) 운영회의를 원칙으로 빅데이터 과제 발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도민 중심의 정보 서비스

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국가 공모 사업을 함께 추

제공을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 실현을 통

전라남도는 다양한 행정 정보와 공간 정보, 민간 정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도

진해오고 있다.

한 스마트한 전라북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

가 높아지면서 각종 섬 관련 주제도를 작성하여 분석

이러한 빅데이터 과제 중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전라북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역량

이다. 금번 공간 정보 빅데이터 분석 대상 정보로는 주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전남의 우수 숲 자원을 주제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도 자체적으로 총 사

강화를 위해, 주요 도정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 및

민등록 인구 통계, 인구 센서스, 관광지 등 공공 기관

로 작성하여 도정을 분석하고, 전라남도의 비교 우위

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기상 요소와 농작물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의 정보와 항공 영상, 지적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자원인 섬·해안선·갯벌 등을 전자지도 위에 표시하

생육 간 상관 관계’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기 위한 기상

과학적인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

등의 공간 정보, 통신사의 유동 인구 정보, 카드사의

여 한눈에 확인·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

관측 센서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히 ‘빅데이터 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에 맞는

매출 정보를 확보하여 빅데이터 자료 분석·제공으로

이다. 이외에도 해수욕장, 편백 숲 단지, 펜션, 오토캠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해, 정책 역량을 더욱더 혁

민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

핑장 정보 등의 종합 관광주제도를 제작하여 도정 정책

정자치부·KT와 연계해 MOU를 체결한 후, 행자부 비

결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하는 2016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예산 시범 사업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옥마을 관

그림 1-2-2-25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 구성도

나.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도정 실현

광객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
및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2015년 빅데이터 분석 국가 공모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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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터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분석해(행자부, 5억 원),
한옥마을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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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NonSpatial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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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웹

모바일 기기

소원 및 시군의 다양한 행정 자료를 수집·분석·가공
하여 도 산하 전 기관에서 행정 정보 공유 체제를 마련

Cloud

XML

지자체 Solution
공간정보 Platform

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한 것이었다.

(클라우드기반)

두 번째로는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위

최근 ICT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를

해 이용자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 2016년

통한 일반 대중들의 위치 정보와 행동 패턴·수요 등을

UIS
데이터

UIS
데이터

클라우드 GIS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도 실과

UIS
데이터

UIS
데이터

UIS
데이터
ETL

하고자 한다. 어린이집, 병원·보건소, 어린이공원, 도
서관 등의 자료를 융합하여 교육 취약 지역을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여 영유아 복지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응급환자 발생 현황 등

부록

가지를 선정해 추진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빅데이

가. 도정 주요 정책 결정 지원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전라북도는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과 정보통신

제2편 ICT 활용 기반

2. 추진 현황 및 실적 - 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빅데이터 활용센터는 지난 2015년

다음으로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8월 행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정책들을 가시적으

전라북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빅데이터 활용센터와
공동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한 이후, 다음의 표와

로 추진하고 있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2. 추진 현황 및 실적

예측하는 첨단 분석 기법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114

115

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대응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정보 시스템 이전까지 완료

하였다. 종합정보센터는 신 청사 본관 2층에 416㎡ 규모

본격적인 경북도청 청사 이전 시기인 2016년 2월을

악하여 안전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2013년 ‘경상북도

로 정보시스템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로 이루

앞두고 도정종합정보센터를 먼저 이전한 이유는 정보

스마트 종합전산센터 구축 ISP 사업’과 2014년 4월 ‘신

어질 예정이며, 얼굴 인식 및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출입

통신 시스템의 특성상 온도·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

도청 이전에 따른 스마트 종합정보센터 구축 세부 추진

통제를 하고,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온도·습

아, 결로 현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4~2015년도에 걸쳐 87억

도·전류·전압을 3D 융합 관제 시스템으로 관제할 수

기를 피하기 위하여 먼저 이전한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된 공공 데이터를 통해 도민

원의 예산을 확보, 14개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2014년

있게 설비되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2016년부

들이 알기 쉽도록 주제도를 구축해 서비스할 수 있는

도에는 준비 단계로 노후된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사

터 24시간 사이버 침해 보안 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 데이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 정

업과 신 도청 시대에 맞는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

국가정보통신통합망 구축 사업(사업비 9억) 중 정보

가의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항온·항습

보, 공간 정보, 민간 정보를 융합·분석한 빅데이터 자

털 의사 소통 시스템(경북e-음)을 구축하는 등 5개 사

통신실 구축은 신 청사 건축 시 포함해 진행한다. 이에

이 보장되는 무진동 특수차량 9대에 2그룹으로 나누어

료를 모바일 웹, 누리집을 통해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업을 추진하였다.

따라 대전통합전산센터에서부터 대구시를 경유하던

이전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

국가정보통신통합망을 신청사 경로로 이전하는 작업

발 상황에 대비하고자 경북경찰청 순찰차 4대를 선두

을 단계별로 수행하였다.

와 후미에 배치하여 운송하였다.

다. 생
 활 공감 공간 정보, 민간에 개방·공유 기반 마련

2. 추진 현황 및 실적
경상북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2015년도에는 54억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 도정
종합정보실(종합정보센터)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등

1. 개요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 2월 도청 이전을 앞두고 신
청사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이전 관련 사업들을 추진

회의실 음향 장비 통합컨트롤센터 구축 사업은 사업

이전 관련 14개 사업 중 아직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구내

비 4억 원을 들여 여러 곳에 설치된 회의실·음향 장비

정보통신망(LAN) 구축 (8억) 사업, 인터넷전화(IPT) 설치

등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테리어

사업 (1억)은 내년 2월 이전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와 함께 관련 장비를 설치하였다.
이밖에 기존 1개소였던 정보화 교육장을 2개소로 확
대 구축하여 직원뿐 아니라, 관련 단체나 주민들을 위

상반기에는 2단계 사업으로 신 청사 기반 시설 구축

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안한 교육 환경

을 위해 6개 사업을, 하반기에는 스마트종합전산센터

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실도 인터넷 카페처럼 꾸몄다.

이전·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상남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또한 이전에 앞서 각종 데이터의 안전한 백업과 정

1. 개요

도정종합정보실 구축 사업은 종합정보센터(정보시스

보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16억 4,000만 원의 사업

서 분리되었으며, 2008년에 안동시·예천군 일원이 도

템실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사

비로 통합 백업 체계 구축 및 스토리지 구입 사업을 추

청 이전 예정지로 지정되어 2016년 2월 도청 이전을 앞

업비 19억 6,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통신 회선 및 서

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신 도청 이전을 계기로 통합 백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시대’ 비전 달성을 지원하기

두고 있다. 이에 신청사에 종합정보센터를 이전하기 위

버랙 설치 공사, 침해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사

업 체계 및 DR(재해 복구)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

위해 지역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여 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정보센터 및 사이버침해

업으로 나누어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

였고, 주요 데이터의 백업용 DR 스토리지를 포항시청

또한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을 토대

(안동↔포항 185㎞)에 원격 설치하여 재해·재난을 대

로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

비하였다.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 향후 추진 방향

2. 추진 배경과 목적

구분

1단계
시스템 도입 및 보강(현 청사)

∙ 디지털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온나라시스템 이중화 구축
∙ DB중계시스템 개발구축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장비 보강

2단계
기반 시설 구축(신 청사)
∙ 기반시설, 통신장비,
보안장비구축
∙ 국가정보통신통합망 구축
∙ 회의실 음향장비 통합컨트롤센터 구축
∙ 도정종합정보실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 클라우드기반 정보화교육장 구축
∙ 통합백업체계 구축 및
스토리지 구입

3단계
시스템실 이전(현 청사⇒신 청사)

∙ 스마트 종합전산센터 이전·구축
∙ LAN장비 및 통신장비 이전설치
∙ 구내 네트워크 및
인터넷 전화 구축

사업비

33억 원

50억 원

4억 원

기간

2014년 4 ~ 12월

2015년 1 ~ 6월

2015년 7 ~ 10월

부록

사업
내용

신 청사 기반 시설 구축 사업 내용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하였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북도에

표 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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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전과 관련한 9개 사업을 추진

백업 장비 34, 보안·네트워크 127, 기타 장비 등)로 고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전 장비는 모두 9종 488대(서버 187, 스토리지 72,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여러 정보를 한곳에 모아 안전 취약 지역을 손쉽게 파

앞서 실시한 2단계까지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3단계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로 시도

사업으로 스마트 종합전산센터 이전 (사업비 3억)을 추

행정 시스템 및 온-나라 시스템의 데이터 백업 체계를

진하였다. 7월부터 현황 조사 실사, 모의 훈련 실시 등

통합하고 문서 저장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시스템

사전 준비를 하고 10월 8일 18시부터 10월 11일 자정까

운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모바일 기반 구축

지 70시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전하였다

을 통한 참여 도정을 구현하고 웹 서비스 이용 실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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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 침해 대응 및 정보 보호 활동 강화

역 정보화 기본 계획’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립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센터는 지역

화하며 중소기업 애로 신고 모바일 창구 개설을 통한

이며, 경제·생활·안전·행정·인프라 5개 분야와

주민의 공부방·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화마

2009년 7월 경상남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개소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35개의 중장기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을센터 없이는 주민 공동체의 구심체가 없어질 만큼 중

여 행정자치부 등 중앙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요해지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전국 358개의 정보화마

최신 탐지 패턴을 공유하고 각종 침해사고의 실시간 감

을을 평가한 결과 경남 하동군 삼신녹차마을이 주민 소

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해 트래픽의 탐

도민 생활 안전망 및 정보 활용 공공 서비스를 강화
하고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구축하려 한다 (3개 시군). 또한 농어촌 광대역 가

(3) 정보 복지 구현을 위한 통신 인프라 확대 사업

득·주민 화합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여 전국 대상을

지·분석·차단과 상황 전파, 공조 체계 유지 등의 역

입자망 구축(116개 마을)과 개방형 Wi-Fi를 구축(103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학교, 공공 기관 등에서 따로

차지하였다.

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개소)하고 정보 활용 공공 서비스 강화 및 정보화 마을

운영하고 있던 CCTV를 시군에 통합하여 관제하는 사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업으로 어린이와 부녀자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6)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단, 무선 불법 접근 1만 4,614건 차단, 인터넷 유해 사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및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안전망 강화와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위하여 경남 스마트쉼센터

이트 7,500만 건 차단, 유해 트래픽 2백만 건 차단 및

위해 다양화 된 사이버 보안 위협 요소에 대한 사전 대

에 2015년에는 3개 시군의 사업을 끝으로 CCTV 통합

를 운영 중이며, 2015년 9월 말 현재 3만 9,465명을 대

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보안 관제를 통한 안전

관제센터 사업이 마무리된다.

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70명

위험에 대한 개선 및 관리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 2015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

시군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정보복지 인프라 중의 하나로 사업자들이 투자를 기

을 대상으로 1,275회의 중독 예방 상담을 실시하였다.

(10)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피하는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 대상 광대역 가입자망

경상남도 자체 사업으로는 기타 교실을 운영하여 25명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

서비스 사업은 2010년부터 748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중독 예방

화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세분화(일반/전문/담당자/수

들이 전화·TV·인터넷이 융합된 미래형 IT 서비스를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초·중·고·일반 분야에

탁자)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역 등 주민

530명이 참가, 33명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수상 작품은

매뉴얼’,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을 제작·배포하여

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 583개소에 Wi-Fi를 서비

전시장, 교육 기관 등을 순회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개선과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

스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 격차 해소와 통신 비용

하였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
(7)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도록 각종 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일제 정

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일일 평균 접속자 수는 2014년

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기준 1만여 명 정도이며, 통합 검색·서비스 찾기·분

수집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처리되도록

(4)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

야별 추천 검색어 제공 등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 및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5,640명의 정보 소외

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제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

(1) 정부3.0 실천을 위한 정보화 기반 강화

계층을 대상으로 15개 교육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

하기 위해 웹 접근성과 웹 호환성을 개선하였으며, 모

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취약점을 정기적

국정 시책인 정부3.0 실천을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

시하여 정보 격차 해소에 앞장섰으며, 장애인을 위한

바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과 소통하고자 ‘톡톡

으로 점검·암호화하고 접속 기록 점검을 실시하여 개

방안을 강구하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 기기 302대를 보급 완료하였다.

경남’ 앱과 ‘오픈경남’ 앱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

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로도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여민동락’이란 온라인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

공 중이다.

패널 시스템 웹 사이트 및 앱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하

상으로 중고 PC 750대를 보급 완료하여 그린 IT 구현

여 11월 말 현재 33건의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8만 2,572명을 대상으로 맞춤

(8) 시도 행정 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운영

- 정부 합동 평가 정보화 분야 ‘가’ 등급 7개 획득

여론 조사를 위한 SNS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도민이

형 도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이 정보화로 발돋

18개 행정 업무와 인사, 재·세정, 건축 행정 등의 공

-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경남 하동 삼신녹차정보화마

여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5년도에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스마트 도정 구현’
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실
적을 지향하였다.

(11) 주요 수상 실적

(5)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인

경남에는 29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으며, 전자 상거래

온-나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저장

경상남도의 정보화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와 체험 상품 판매, 직거래 장터 개최, 선진지 견학, 정

공간 용량 증설, 통합 백업 체계 구축 등 체계적으로 사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의 ‘경상남도 지

보화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립

을 ‘대상’, 경남 사천 고읍단감마을 ‘장려상’ 수상
- 경상남도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소통 관련 우수
기관 선정 : 7개 수상

부록

통 행정 업무를 전산화·표준화한 시스템으로 장애 발
생 탓에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합 백업 및 유지 보

(2) 경상남도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2016~2020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경감 등 도민의 정보화 복지 혜택 증진과 가계 부담 최

제2편 ICT 활용 기반

3. 추진 현황 및 실적

운영 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해킹 유포지 1,215건 차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안전성 등 침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석을 통한 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정부3.0 기반을 강

118

119

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 현행화가 제때에 이루어

이지에 자동 번역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통합되는 서

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오류 콘텐츠나 링크

브 페이지의 모든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하여 실시간 번

등이 방치되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

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웹 호환성·접근성, 표준 환경 적

1. 개요

용 등에 대한 점검 기능이 마련되지 않아 홈페이지별
관리 수준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홈페

3. 향후 추진 방향

이지 이용에 대해 네티즌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홈페

에 맞추어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의 DB를

이지 보안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보안 취약점 제거, 데

향후 2017년까지 연차별로 웹 사이트의 통·폐합 추

개방형·표준형(Open-API)으로 전환하여 민간 활용

이터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 보안이 취약

진과 홈페이지 운영 전산 자원(서버)의 통합, 대국민 웹

을 증대하고 SNS, 모바일, 웹 표준화·접근성 등 최신

한 실정이었다.

사이트 구축·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기준 등을 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소통 창

특히 2015년에는 도에서 운영 중인 분야별 및 개별

구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스마트 홈페이지 서비스 제

이에 따라 부서별로 구축된 개별 홈페이지를 통·폐

홈페이지에 대하여 서비스 목적·성격·하드웨어 및

공을 위하여 웹 사이트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의

합하여 그에 소요되는 개발·유지비의 약 30% 정도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 방안을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며, 누구나 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도민·관광객

마련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별 홈페이지 서비스에

디서든 쉽게 정보를 검색·활용·공유’ 할 수 있도록 하

관점의 홈페이지 운영으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외국인

대해 효과적인 콘텐츠 통합 및 폐기 방안을 수립하였

였다. 또한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최대한 줄여, 효율적

이 필요한 관광·투자·제주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

다. 폐기되는 사이트 정보에 대한 최적의 기록 보존 처

운영·예산 절감, 콘텐츠 품질 향상 등을 통한 방문자

달함으로써 제주 대표 정보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

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

만족도 2배 증가’를 목표로 ‘이용은 쉽고 편하면서도, 관

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 운영

리는 효율적인’ 웹 사이트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인 OPEN-API 관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공공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를 개발하였다.

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홈페이지
www.jeju.go.kr (11개 → 1개)

•복지 포탈 (bokgi.jeju.go.kr)
•여성특별위원회 (woman-spc.jeju.go.kr)
•제주 여성 거버넌스 포럼 (w-forum.jeju.go.kr)
•건강도시제주 (health.jeju.go.kr)
•양지공원 (yangi.jeju.go.kr)
•기타 분야별로 있는 정보 통합

이에 따라 정보화 부서 중심의 홈페이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심의 및 평가 강화를 통한 콘텐
츠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8개의 홈페이지를 10여개

웹 사이트가 각 부서·사업소별 개별 홈페이지로 별도

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서비스 시스템, 관리 및 유지

구축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능 유사 홈페이지의 개발에

보수, 홈페이지 회원을 모두 통합하였다. 또한 홈페이

따른 중복 투자, 홈페이지의 난립, 접근 경로가 복잡하

지·콘텐츠·도메인·개발·관리의 표준화 및 콘텐

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의 혼란이

츠, 서비스의 공동 활용과 SNS 연계 활용의 전략을 추

발생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공공 정보에 대한 접

진하고 있다.

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웹

우선 서비스 통합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서비스

사이트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의 유사성 및 중복도 정도에 따라 홈페이지 메

자 추진 중이다.

뉴 및 페이지의 재구성을 통해 통합 또는 공동 활용하
여 고유 기능은 대표 홈페이지의 구조에 따라 개선한
이를 위하여 2015년도에 부서별로 운영 중인 24개의

•산업경제정보망 (ind.jeju.go.kr)
•국제자유도시 (freecity.jeju.go.kr)
•제주 전자 무역 지원 (kr.e-jejutrade.com)
•기타 분야별로 있는 정보 통합

경제·투자 분야 홈페이지
www.jeju.go.kr/industry (3개 → 1개)

•멀티미디어 민속대사전 (jejuro.go.kr)
•사이버삼다관 (www.jejusamda.com)
•역사문화예술 (culture.jeju.go.kr)
•신화의 섬 (tamnamyth.jejusi.go.kr)
•탐라 순력도 (tamnamap.jejusi.go.kr)

홈페이지를 도 대표 홈페이지(www.jeju.go.kr)에 통합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

하고, 보건·복지 분야, 경제·투자 분야, 역사·문화

(jeju.go.kr)를 포함해 모바일·앱 등 98개로, 그동안

분야 등 4개의 통합 홈페이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

부서별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증가하였다. 반면 홈페

리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 대표 홈페

제주역사·문화 분야 홈페이지
www.jeju.go.kr/culture (5개 → 1개)

부록

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홈페이지
www.jeju.go.kr/wel (5개 → 1개)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도민의 공공 정보 접근 및 도정 참여의 핵심 수단인

2. 추진 현황 및 실적

•영어교육도시 (educity.jeju.go.kr)
•제주혁신도시 (samdacity.jeju.go.kr)
•제주 평화의 섬 (peace.jeju.kr)
•제주살기 (jejulife.jeju.go.kr)
•보훈청 (bohun.jeju.go.kr)
•계약 과정 공개 시스템 (contract.jeju.go.kr)
•어린이 홈페이지 (child.jeju.go.kr)
•외국어 홈페이지 (english.jeju.go.kr)
•외국어 홈페이지 (chinese.jeju.go.kr)
•도정 뉴스 (news.jeju.go.kr)
•제주넷방송 (jejunettv.jeju.go.kr)

제2편 ICT 활용 기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통합 실적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부터 정부3.0 트렌드

그림 1-2-2-26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제3부
산업 정보화

제1장 산업 부문별 정보화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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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다’, ‘꿈과 희망의 해양 공간 조성’이란 정보화 추
진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
면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산업 부문별 정보화 추진 현황

수산업 정보화는 2013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내부

1. 개요

행정 업무의 조기 정착과 해운 물류·항만·해양·수
산·해사 안전의 5대 업무 분야에 최신 ICT 기술의 융

융복합 활성화로 미래성장 산업화, 안전한 농식품 공

산업 정보 서비스 구축, e-Nav 기반의 해양 안전 시스

급을 통한 국민 신뢰 향상, 정보화로 창조적 농정 실

템 개발, 해운 항만 물류 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한 부가

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이다. 농림

가치 제고 등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축산식품부는 IT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농식품 산업

도모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대적 요구사항인 해양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조 농업을

수산 재난 정보 통합 운영 체계를 재정립하고 안전한

육성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

국민 먹거리 창출 및 수산업 관련 국제 협력 강화에 노

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산 정책과 항만 물류 One-stop

농촌 정보화 촉진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

민원 처리 서비스 구현 등 정보 단절에 따른 불편함을

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합·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사용자 맞춤형 수

제2편 ICT 활용 기반

스마트 시대 농업·농촌 정보화의 추진 목표는 ICT

우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
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농식품 ICT 융·복합 성공 모델의 개발·확산에 주력하

2. 추진 성과

고 있다.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농축산물의 소비
패턴이 다양화·고급화 되고 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 농업·농촌 정보화
부록

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소비
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관련

(1)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정보를 연차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

한편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원예·축산 분

바다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정보화 비전 달성을 위

야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팜’ 확산 사

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바다’, ‘살기좋고 걱정 없는 안전

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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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의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수 있도록 도입 농가에 대해서 설치 단계별로 3단계 컨

작물 재배 전문가와 ICT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전 단계에서 농가의 시설에

을 진행하고 있다.

적합한 ICT 융·복합 시설을 추천하고, 도입 단계에서

ICT 융복합 스마트 팜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농

는 시설이 농장에 맞게 설치되도록 지원하며, 도입 후에

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 설명회, 농업 관련 박람회

는 고장·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제품 전시를 병행하여 농업인들의

실습형 교육농장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

현장 밀착형 데이터 중심 농경지 공간 정보 구축
RS, GIS 등 ICT 기술 기반
스마트 팜 맵 제작

현장 밀착형 스마트 팜 맵

과학적 농업 정책의
핵심 인프라

원격 탐사 기술 기반의 고정밀 농경지 지도 제작
논·밭·시설·과수·인삼·비경지 항목에
대한 전국의 일관성 있는 공간 자료 구축

농·식품 공간 빅데이터
기반 구축

(2) 스마트 농정 통계 체계 구축

을 현장 가까운 곳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

고해상도 위성·항공 영상, GIS 등을 이용하여 전국

록 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권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

농경지에 대해 현실과 일치하는 정확한 면적 및 속성

여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스마트 팜 활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 팜 맵’을

연계

경영체 등록제, 논·밭 직불제, 농식품 통계 등
농경지에 대한 속성 및 면적의 정확도가 요구
되는 농업 행정 자료

만들고, 필지별로 경영체 DB·직불제·재해보험 등

통계 및 행정 자료
분석 고도화

농·식품 분야 RS, GIS
및 ICT 활용 토대 마련

현장 중심 농업 정책 강화 제약
•경작지에 대한 재배 면적과 작물 생산량 통계 정보와의
긴밀한 연계 필요
•직불제, 경영체 등록제, 재해 보험, 이행 점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필요
•
ICT 기반의 농경지 공간 정보 구축 요구 증대

경기 관련 자료의 일관성 부재
•국토교통부 연속 수치 지적도 통계
•통계청 경지(전/답) 면적 통계
•농촌진흥청 농경 지지도 통계
•기관별 통계 정보의 일관성 부재

기 구축 성과의 효율적 갱신 체계 수립 및 갱신

스마트 팜 맵 기반 행정 주제도 구축을 통한 농정 업무 강화

•1차년 스마트 팜 맵 구축 지역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
북도)의 효율적 갱신 체계 수립 필요
•스마트 팜 맵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ICT 기반 기술의 검
증을 통한 갱신 체계 수립 및 갱신

•스마트 팜 맵 기반의 과학적 의사 결정 체계 정립
•농정 업무의 자료 일관성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인프라 구축

분야별 스마트 팜 확산 사업

스마트
과수원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해 작물의 최적 생장 환경을 유지·관리
▶ 설치비 : 2,000만 원/0.3ha (온실 5동 규모)
▶ 지원 조건 :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 부담 20%

과수 재배 관리
스마트 과수원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자동으로
관수, 병해충 관리 등
▶ 설치비 : 2,000만 원/1ha
▶ 지원 조건 :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 부담 20%

지능형
축사 관리
스마트 양돈장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등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공급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
▶ 설치비 : 9,000만 원/천두(돼지)
▶ 지원 조건 : 국비 30%, 융자 50%, 자 부담 20%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현장과 밀착된 스마트 농정

(3) 농업 경영체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추진 기반을 제공한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2013년부터

스마트 팜 맵은 현장 검증, 공공 측량, 전수 검사 감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쌀·밭·조건 불리

를 수행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고, 환경부·농진청·

직불 사업을 통합하고 재배 품목, 소득 정보, 보조 사

인삼공사·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

업 신청 현황 등 94개 항목을 관리하는 농업 경영체 통

용 맵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기관별 통계 자료와 스마

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업 경영체별 보

트 팜 맵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제별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조금 수혜 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직

정책적 의사 결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 유기질 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2016년 전국 구축 완료를 목표로 2014년 충북·충
남·전북 등 3개 도에 대해, 2015년 경북·경남·제주

스마트 팜 현장 지원 체계

중앙
지원단
(7개 분야)

권역별
도기술원 (기술센터) 지원센터
(8개소)

농진청

전문가 컨설팅

작목 전문 기술 교육

현장 실습형 교육

ICT 활용 교육

권역별 지원 체계

활용 평가

농가 활용 SW 보급

스마트 팜 기술 연구

우수 사례 발굴

현장 지원 체계 마련

작목 전문 기술 지도

현장 기술 지도

연계

스마트 팜 농가

농업 경영체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은 사업 신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을 수행하여 팜 맵의

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 점검, 사후 관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까지 전체 농림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

단순 기준 및 무작위 추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스마트

표로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팜 맵을 활용한 공간 분석 기반 표본 추출 체계로 전환

시설 원예 현대화 등 40개의 보조·융자 사업의 연

우수 사례 발굴

하여 현장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정 방식

계·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비농업인 직

컨설팅, 현장 활용 지원

을 과학화하였다. 또한 모바일 현장 점검 시스템에 현

불금 부당 수령, 직불 사업 간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장과 일치하는 농경지 지도인 스마트 팜 맵을 활용하여

발생하였던 직불 사업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불

현장 점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금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당 보조금 수령이

설치 컨설팅

교육, 컨설팅

ICT 활용, 운영 교육
연계

등 3개 도에 대해 스마트 팜 맵을 구축하였다. 기존에

2015년에는 직불금 현장 점검 대상 농가의 선정을

기업 (컨설팅, 설치)

작목 기술 지도
사후 관리 지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 관리 지원

부록

농식품부(농정원)

현장
실습형
교육

등의 정보가 담긴 75개 사업도 경영체 DB와 연계하여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스마트
축사

시설 원예
복합 환경
제어
스마트 온실

제2편 ICT 활용 기반

스마트
온실

그림 1-3-1-2

농업 행정 자료 & 통계 자료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있도록 하고, 스마트 팜 운영·활용에 관한 애로사항

그림 1-3-1-1

스마트 팜 맵 구축을 통한 미래 지향형 농정 기반 정립

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병행되는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그림 1-3-1-3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스마트 팜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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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통합 관리 업무 흐름도

그림 1-3-1-4

그림 1-3-1-5

지원 사업 주관 기관

통합 신청

서비스
농업 경영체 정책 자금 사업

경영체 심사형 사업 (17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경영체

신청서
사업계획서

페열 재이용

PC

에너지 절감

사업 범위

통합 대상 사업

Yes

신규 등록

지원 사업
접수 대기

후계 농업 경영
...

통합 신청
담당자
농관원
지자체

NO

농업경영제
등록 여부

스마트폰
소비자

사업자 선정

세부 계획 시행

신청 결과 접수

지원 예산 배정 통보

변경 승인 통보

Yes

변경 요청

자금 배정

이행 점검

성과 평가

정산 결과 접수

추진 결과 접수

대출 실적 접수

대출 기관 한도액 배정

식생활
·
영양

농식품
소비 공감

관련 단체
연계 축적DB

현장 점검 서면 평가

그림 1-3-1-6

빅데이터

교류·소통

서비스 확산

보관법
요리법

가격

영양

성과 지표 측정

이미지

[시군] 사업 계획서
접수, 검토

사업 신청 예산 요구

변경 승인, 보고

대상자 선정

확정 결과 통보

심의, 결과 제출

사업비 배정 요청

현지 확인
추진 실적 점검

사업 지도 감독

소요 자금 확인

예산 조정 승인, 보고

자금 집행 등록

정산 결과 보고

준공 공사

백과

구인
요령

실적 평가 제출

체험
행사
구매
정보

손질법

위반 시 자금 회수,
지원 축소 등

대출 실적 제출

농협, 축협

융자금 대출

농지 심사형 사업(농지 장기 임대차 포함 8개)
데이터 연게
농지 장기
임대차

농지 교환

전업농
육성

과원 매매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임

과원
임대차

경영체 정보
부정수급 정보

경영체 자격형 사업(농업 경영 자금 포함 15개)
경영체
통합 DB

보조/융자 정보
이력 조회
보고서

보조/융자 정보

데이터 연게

통계 자료

경영체 정보
부정수급 정보

농업 경영
자금

쌀 가공
산업 육성

재해 대책
자금

우수 기술
사업화

농어촌
주택 개량

농업 경영
회생 자금

관광 농원
농촌 민박

첨단 온실
신축 지원

...

가 즐겨찾는 실용적인 서비스로 개선하였다.

국 지자체 농지 관리를 위해 현장 조사 모바일 애플리케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고, 안

이션을 개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 농지 업무 담

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 리서

당자 2,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민원 처리

치, 전문가 자문 및 전문적인 테스트를 통해 매거진 형

능력 향상 및 국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태로 매 분기별로 ‘농식품 소비공감’을 제작·배포하여
제철 농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농지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농지 매매

제2편 ICT 활용 기반

[시도]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

기타

식품종합정보망 모바일 서비스

효능

지원 사업
실무 처리
기관 및
담당자

관련 기업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링축산
식품부

농업 경영체
지원 사업 간
불일치

식품
종합정보망

전문가
잡지

정보 검증

사업 신청

품목별
분야별
개인별

관련 기관

소비자
소통

농업 경영체

신청 접수

정책 자금 사업

소비
·
이용

스마트 TV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지원 사업 접수

연계

품질
·
안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농업인

식품종합정보망 원스톱 정보 서비스 개념도

정보 시스템 고도화, 농지 전용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
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단되며, 시스템적으로 각종 직불금 신청이 통합되어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다.

식품종합정보망은 품질안전 정보, 소비이용 정보, 식
생활·영양 정보, 레시피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
양한 농식품 정보를 체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5) 농지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990년부터 농

나. 수산·어업 정보화

지 종합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식품종합정보망 서비스를 통

농지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농지 관련 정보는 농

수산 정책·어업 자원 정보 시스템은 최초 구축 이

‘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

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2014년

지원부 작성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농지 업무 및 농

후 13년 이상 운영 중이나, 정보 이용이 불편하고 표준

go.kr)’ 구축·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구축 완료하였다. 2015년에는 제철 농식품 품목 기준의

지은행, 직불제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연속 지적

화가 정립되기 이전에 각각의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개

제공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농식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

요리법, 영양, 효능, 구입요령, 손질법, 보관법, 가격,

도 기반의 농지 공간 정보는 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더욱

발·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수산 정보 체계로는 통합·

고 있다. 2015년까지 16개 기관 21개 사이트로 확대하

이미지, 백과, 체험·행사, 구매 정보 등 농식품 소비·

현장감 있는 농지 정보 제공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농

공유·개방 추진이 곤란하여, 기존 시스템의 통합·폐

여 농식품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해나갈 계획이다.

식생활 관련 종합 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지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도에는 전

기를 통해 운영 관리 효율화 및 유지 관리 비용 감축을

부록

(4)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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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델의 발굴·확산을 통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지속적인 이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에 대

선 선사 및 업계와 협력하여 모든 원양어선에 선박위치

는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어업 생

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근해 및 배타적 경제

추적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설치를 의

산 정보의 통합·공유·개방을 통한 신 부가가치 시장

산·경영·유통·소비 등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

수역(EEZ)에 서식하는 어류·패류·두족류·갑각류

무화하고 GPS 정보를 활용한 원양어선 조업 감시 시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스마트 수산 정보 통합

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를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템 구축에 착수하여 ICT 기술 및 위치추적 기술이 총 망

BT·IT 기술을 융합한 육종 연구 시스템은 2012년부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어획량 관리를

라된 조업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원양어선

터 확대·개발 중이며, 2015년에는 약 5.4억 염기쌍 넙

통하여 수산 자원 동향 예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

상시 조업 관리를 통한 IUU 어업 사전 차단 및 우리 원

수산 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

치 염색체 DB를 구축하여 세계 최초로 암수 판별 기술

다. 이는 향후 계획 수립에서 결과 활용까지 과학적인

양어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여 수산 관련 기초 자료를 통합 및 가공하고, 수산 자

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성장이 빠른 암컷 종묘를 선택

수산물 이용 및 안전 관리의 중심축이 될 핵심 정보 시

원에 대한 효율적·과학적 관리 체계 확립 및 유관 기

적으로 생산하여 양식 비용 단가의 23%를 줄이며 연간

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관의 수산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수산 정책 지원 시

약 720억 원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산 식품 품질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수산물 수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정보 포털 활용 어

스템과 어업 자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최근 이상기온으로 바닷물 수온이 높아져 국민적 관심

출 검사·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 거래 종합 서비스 본격 제공’, ‘거래 지원 대상 확대’,

다. 근해 어업 허가 대상 전자 어업 허가증 발급 시스템

이 집중되고 있는 바다의 해적(해파리, 적조) 퇴치와 피

모바일시스템을 확대·개발하였으며, 2014년에는 우

‘선진 어선 금융 기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구축과 장비 보급을 통해 허가증의 위·변조를 방지하

해 저감을 위해 유해 생물의 특성에 맞는 개별 모니터링

리 수산물 구분법, 어종도감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가 어항에 대한 기초·이용 실태 정보 DB 구축과 이

고, 어업 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적재하여 관련 기관 간

강화, 실시간 적조 감사 부이 시스템 설치, GIS 기반의

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수산 식품의 안전

를 활용한 효율적 업무 지원 기능 개발을 목표로 2014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어업

적조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통한 적조 예방 체계 개선 및

한 공급을 위해 최근 대형 수산물 유통 업체와 업무 협

년부터 어촌 어항 관리 시스템 구축 1단계 운영 관리

경영체 현지 조사 시스템과 한·미 FTA와 관련한 여·

신속한 적조 발생 정보 제공으로 전년 대비 적조로 인한

약을 체결하여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시작

시스템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야·정 합의사항 및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조건 분리

수산업 피해를 70% 이상 저감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하였고, 이력제 중점 추진 품목 확대 및 참여 업체의 증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 수산 자원의 안정 및

보 자원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

3. 향후 계획

제2편 ICT 활용 기반

가에 따라 기존 수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한편 선진 정보 기술 및 IT 융·복합 기술 적용 성

또한 2014년부터 어선 거래 정보 공개·공유 및 매
도·매수자 간 거래 지원을 위한 ‘어선 거래 정보 포탈’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지역 수산 직불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해야 하는 문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3.0에 부합하

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천일염 이력제 시행에 따라
그림 1-3-1-7

수산물 이용 및 안전 관리 서비스 개념도

사업 추진

결과 활용

최종 단계 (대국민 서비스)

업무 협의 및 자료 수집

조사 분석

결과 입력 및 정보 제공

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영양성분 관리 계획

영양성분 분석

영양성분 정보 제공

영양성분 정보 제공 서비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기본 계획 (2013∼2017

지역 등 천일염 이력제에 대한 정보도 모바일 및 웹 사

년)을 바탕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

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진할 계획이다. 원예·축산 등 시설 농업의 생산성 향

그림 1-3-1-8
위성통신
사업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수산물 및 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계획 수립
•시료 전 처리

패류 독소 관리 계획

•영양성분 분석
•유용성분 분석

패류 독소 분석

•영양성분 분석결과
•영양성분 관련 발간물

원양어선 조업 감시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위치 정보 수집 및
통합 운항 정보 공유

위치 정보 활용

인터넷

조업감시센터(FMC)
정보
활용

수산물 성분 정보 DB

패류 독소 발생 정보 제공
패류 독소 DB

속보 자료

지정 해역 위생 조사 분석

•패류 독소 분석 결과
•해역별 패독 발생 현황
•패독 발생 상황 신속 전파

•생물학적 위해 요소 조사 및
분석(위생 지표 : 세균 등)

국제 기구
대응 및 공유

보조금 정상화 및 정책 자금 관리 효율화를 연차적으
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통
합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함

방사능 정보 DB

지정 해역 위생 관리

•지정 해역 위생 관리 현황 자료
제공
•위생 협정 운영 및 수출 지원

성·확대하려 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
중복 지원 방지 등 사전·사후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위치
추적

원앙어선 모니터링 시스템

은 물론 행정비용을 연간 468억 원 절감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식품종합정보망 구축은 분산 제공되고

각종 보고서

•한국 패류 위생 계획 수립
•조사 해역, 항목 및 지점 설정

고 농촌의 생활 여건도 함께 개선되는 ‘창조마을’을 조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유럽연합(EU) 해양수산

있는 농식품 관련 정보 사이트를 품질(Quality)-소비

총국으로부터 예비 비협력적(IUU: Illegal, Unreported,

(Consume)-식생활(Life)을 연계한 통합 농식품 소비

Unregulated) 어업국 지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원양어

지원망으로 구축하여 소비자 중심의 정부3.0 가치 실

부록

지정 해역 위생 관리 계획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 독소 분석

ICT 기반의 관광, 교육, 복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

한 농업 경영체 통합 DB 구축으로 보조금 이력 관리,

지정 해역 위생 DB
•패류 독소 조사 계획 수립
•조사 해역 및 지점 설정

상을 위한 ‘스마트 팜’을 농촌 공간으로 확대 적용하여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계획 수립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천일염 생산자, 생산 연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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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산업 정보화

2. 추진 현황과 실적 및 평가

시 부각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 강국들은 제조업

에 ‘정보화 담당 전담 조직 보유’의 비중은 10.4%p 증가

있으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

정보 제공과 시스템 보급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

조업의 구조도 노동과 장비 등을 투입하는 대량 생산

IT 투자 규모로 살펴본 2013년 제조업의 정보화는

을 보여준다. 이밖에 업무 프로세스별 정보 시스템 도입

및 서비스의 효율화를 높일 예정이다.

에서 벗어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전반적으로 2012년에 대비해 부진하였다. 제조업에서

및 활용 수준은 공급・운영・고객 접점 업무 등에서 차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보화가 미래 사회의 국가 경쟁

Technologies)를 기반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생

의 IT 투자1) 규모는 1천만 원 미만 투자 비중이 2012년

별적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전 산업 평균에는 다소

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시대적 요

산·공정 최적화, 공급망 효율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

54.9%에서 2013년 66.6%로 11.7%p 증가한 것을 제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3> 참조).

구에 부응해 해양 강국 실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대국민

이 도래하였다.

하고는 나머지 구간 비중은 모두 하락하였다 (<표 1-3-

한편 2014년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의 도입 및 활용

세를 보여, 정보화가 기업 내부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조업의 혁신은 국가마다 추진 방향에

1-2> 참조). 그러나 투자 규모의 감소만으로 정보화 진

은 2013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객 관계

록 신 ICT 기술을 반영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첨단 제조 기술 개발, IT 융합

척이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기업들은

관리(CRM), 재무 회계 관리,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러

나갈 계획이다. 조직 개편 이전 5년 동안 해양수산부의

을 통한 제조업 정보화(스마트화) 등은 공통적으로 추

정보화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보안 기능 강화’, ‘모

닝)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도입(활용)

고유 기능인 해양·수산·해운 항만·안전 분야 등으

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공장은 독일・일본・미국

바일 비즈니스 앱 개발’, ‘기업용 SNS 도입 및 활용’ 등

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문도 비록 전 산업 평

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정보 자원들을 분석·재정립하

등 전통적인 제조 강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New IT 분야에서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균은 하회하였지만, 2013년 대비 각각 8.5%p, 12.7%p,

고, 정부3.0 실현 기반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서 IT와

2014년 제조업의 주요 부문별 정보화 현황을 보면,

4.1%p 증가해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

를 질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SW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전략, 즉 제조업 정보화

‘대표 또는 임원급의 전임 CIO(정보 관리 최고 책임자,

(Digitalization)를 설정하고 관련 실행 대책으로 스마

Chief Information Officer) 보유’ 비중과 ‘전체 종사자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정보화의 진척도를 나타내

트 공장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대비 IT 인력’ 비중은 2013년 대비 각각 4.5%p, 3.2%p

는 지표 중 하나가 IT 활용 지수2)3)이다 (<표 1-3-1-5>

에 IT를 접목한 제조업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하락하였으며, 전 산업 평균마저 하회하고 있다. 반면

참조). 2014년 산업 대분류별 IT 활용 지수를 보면, 제조

다 (<표 1-3-1-4> 참조).

제조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IT

제조업 정보화

제조업의 IT 투자 규모

표 1-3-1-2

융합의 정보화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

1. 개요

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본적인 정보화 추진 현황

1천만 원 미만 (없음 포함)

1~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1억 원 미만

1~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2012년

54.9

10.6

14.0

6.0

9.7

및 실적과 평가, 제조 혁신으로서의 정보화 지원 사업

2013년

66.6

8.5

10.3

5.6

7.6

성과 및 사례, 그리고 국내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국내 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

표 1-3-1-3

제조업의 주요 부문별 정보화 현황
2013년

구분
표 1-3-1-1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 단계
인터넷·컴퓨터

→

사물인터넷·스마트 기기

→

정보화사회

초연결사회

산업혁명
오프라인 (물리적 공간)

정보화 혁명
온라인 (가상공간)
컴퓨터·스마트폰-인터넷 연결

스마트 혁명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합
모든 사물-인터넷 연결

은행

인터넷 뱅킹

물리적 공간, 융합 공간, 가상공간

의류·섬유·철강
대량 생산 체계
시간·공간 제약

포털·뱅킹·전자 상거래
ICT 일상화
서비스 혁신

스마트 카·홈·에너지
ICT 기반 사회 문제 해결
제조업 혁신 (생산성·효율성)

제조업 강국 (1980년~)

ICT 인터넷 강국 (2000년~)

창조 경제 강국 (2014년~)

제조업 1.0

제조업 2.0

제조업 3.0

자료 출처 : 매일경제, ‘제조업 부흥 신 패러다임 ICT 결합시켜 공장 혁신 이끈다’, 2015. 10. 02

제조업

전 산업

대표 또는 임원급의 전임 CIO 보유

6.5

8.0

3.7

제조업
3.5

정보화 담당 전담 조직 보유

20.7

23.3

30.4

33.7

전체 종사자 대비 IT 인력 (계약직, 아웃소싱 포함) 평균 비중

9.7

6.0

3.7

2.8

공급 (구매, 조달) 업무

43.0

51.1

53.6

50.0

운영 (기획, 관리, 생산, 개발) 업무

45.0

47.0

52.1

49.2

고객 접점 (마케팅, 영업, 판매, 서비스) 업무

26.8

28.4

52.5

51.1

업무 프로세스별
정보 시스템 도입 (활용)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국내 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

1) IT 투자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 PC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 네트워크 사용료, 정보화 교육 비용, 유지 보수 및 컨설팅 비용, 관련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사됨
2) 기업이 업무 성과와 더불어 고객 가치 창출, 협업 성과 증진, 가치 사슬 혁신 등 IT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전반의 이해 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IT를 관리하
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수화한 것임
3) IT 활용 지수는 IT 활용 발전 단계를 제1단계 기능 내 통합 단계(기업의 각 기능 내 정보가 IT를 활용해 처리되는 단계), 제2단계 기능 간 통합 단계(정보가 기업 내 유
관 기능 간 또는 전사적으로 통합된 상태), 제3단계 기업 간 통합 단계(기업 간 정보 공유가 기업 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단계), 제4단계 전략적
경영 및 신 사업 창출 단계(기업 전략 수립 및 분석, 新 비즈니스 모델 정립에 있어 IT를 활용하는 단계)로 나눈다.

부록

산업사회

2014년

전 산업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향후 정보화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제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다

제2편 ICT 활용 기반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제2절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및 해양 선진 전자정부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현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132

133

제3부 산업 정보화

표 1-3-1-4

제조업의 주요 정보 시스템 도입(활용) 비중
(단위 : %)

전자 청구 시스템

고객 접점 업무

지원 업무

기업 활동 통합 업무

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

2014년

전 산업

제조업

-

-

전 산업

제조업

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가. 개괄

정보화를 통한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였다.

15.5

12.2

22.4

20.7

인사 관리

50.8

52.8

54.0

55.5

제조업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정보화는

재무 회계 관리

85.1

85.6

98.9

98.3

대체로 상당 부분 진척된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교육 (이러닝)

19.0

18.2

22.9

22.3

전자 문서 관리

24.6

30.1

27.5

31.4

진척도가 낮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

제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전사적 자원 관리(ERP)

34.2

41.8

38.4

45.6

업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중

공급망 관리(SCM)

12.3

16.0

15.7

17.7

기업 지식 포털

7.9

10.9

9.2

12.3

전략적 기업 경영(SEM)

8.1

10.8

10.2

12.6

표 1-3-1-6

나. 정보화 지원 사업 성과 및 사례

정보화 지원 사업의 주요 구축 사례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국내 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

표 1-3-1-5

제조업의 IT 활용 지수 비중

구축 내용
•현장 자동화, 실시간 운영 현황 분석·제어, 공장 운영
정보 실시간 관리 및 의사 결정, 공급 사슬 관리 등

•기존 대비 생산성 3.3배(38기종)

포스코ICT

•제품 불량 예측 (빅데이터 분석),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 (업무 환경, 전력, 안전 등), 무인 로봇 활용, 가상
공장을 활용한 사전 검증 및 교육 등

•운전 인력 58% 감소
•생산성 27% 향상
•제품 품질 21% 향상
•에너지 효율 34% 향상

•(에나인더스트리社) 사출 작업 자동화

•공정 시간 획기적 감소
•불량률 감소 (12→1.8%)

•(신흥정밀社) 사출/금형 설계 자동화

•제품 설계 소요 시간 단축 (13→10시간)
•조립 물량률 50% 감소

•20개사에 ICT 기반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공정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품질 비용 개선 등
60.3% 개선 성과 달성

•(우리社) 생산·판매·관리 전산화 등

•제조 리드타임 단축 (163일→119일)

(단위 : %)

IT 활용 지수

2013년

2014년

기능 내 (기업 내)
영역의 IT 활용 지수

기능 간 (기업 내)
영역의 IT 활용 지수

기업 간 영역의
IT 활용 지수

전략적 혁신 영역의
IT 활용 지수

전 산업

55.0

69.3

63.4

50.1

37.4

제조업

52.5

65.4

62.9

46.4

35.4

대기업

64.4

78.2

75.9

57.1

46.6

중소기업

37.7

49.5

46.9

33.0

21.6

(격차)

(26.7)

(28.7)

(29.0)

(24.1)

(25.0)

전 산업

57.7

72.6

67.2

52.4

38.6

제조업

54.4

68.3

65.7

50.0

33.5

대기업

64.0

77.9

75.1

60.3

42.8

중소기업

41.8

55.8

53.5

36.6

21.3

(격차)

(22.2)

(22.1)

(21.6)

(23.7)

(21.5)

대기업

삼성전자
(경북창조센터)
대기업
협력사
(연계)

한화

출판/방송/정보통신업 62.5점, 전기/가스업에 이어 4순

간 IT 활용 지수 격차가 23.7점으로 가장 큰 반면, 전략

위로 나타나 정보화 활용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

적 혁신 IT 활용 지수 격차는 21.5점으로 가장 작은 것

사되었다.

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분류별 IT 활용 지수는 전체 24개 업종 중

장 높고, 기능 간 지수(기업 내)가 65.7점, 기업 간 지수

담배(71.9), 금속 가공(66.4), 섬유 제품(59.3), 전자/컴

50.0점, 전략적 혁신 지수 33.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퓨터/통신 장비(59.1), 자동차(58.9) 등 12개 업종이 제

2013년과 비교 시, 기능 내 지수(기업 내)(65.4→68.3),

조업 평균(54.4)을 상회하고 있다.

기능 간 지수(기업 내)(62.9→65.7), 기업 간 지수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기업 간에 정보 시스템을

(46.4→50.0)가 상승해 기업 내에서의 IT 활용이 상대

통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기업 간 영역으로도 지속적으로

다. 특히 기업 규모별 IT 활용 지수 격차의 축소는 IT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업, 중소기업 정보화

기업 규모별 IT 활용 지수 격차는 2013년 26.7점에

지원 사업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불량률 70% 개선 (3→1% 미만)
•원가 절감 (전기요금 30% 감소)

재영솔루텍

•설계·생산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작업 시간 30~50% 단축, 설계 정보 입력 오류 발생
50% 감소

삼일금속

•공정 자동화, 공정 변수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구축

•작업자 유해 환경 노출 감소
•품질 향상 및 생산성 개선

혜성ENG

•생산·품질 종합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공정 불량률 44.8% 개선
•작업 효율 21.3% 향상

중소
기업

•원가 분석을 위한 생산 정보화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 품질 관리 기능 업그레이드
•업무 효율성 향상

•생산 현장 디지털화

•불량과 재고의 완전한 제어 가능
•생산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비 가동 원인별 대처 실시간 처리 가능 ▶ 생산성 향상

•스마트 공장 구축
•혁신적인 관리 방법 도입

•업무 절차 표준화
•정보 수집·분석 등 정보 활용성 증대
→ 서류 작업 및 작업 준비 시간 감소, 전체 재고량 감소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작업 지시 및 실적 수집 정확도 개선
•비 가동 및 불량의 신속한 대처 가능
•품질 및 불량률 개선
•바코드를 통한 실시간 재고 추적 관리

리범화장품

원광기계공업

라이쏠

자료 출처 : 1) 산업연구원, 미래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의 이슈와 과제, e-KIET 산업경제정보, 2015. 10. 30에서 인용
2) 파이낸셜 뉴스, 중기청-기정원 ‘정보화 지원 사업’ 성과, 中企 스마트 공장화 지원,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오다, 2015. 11. 24

부록

영역별로는 기능 내 지수(기업 내)가 68.3점으로 가

•설비 가동률 70% 개선 (40→68%)

•IT 활용 자동화 설비 도입
•열 처리 작업 결과로 빅데이터 구축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서 2014년 22.2점으로 축소되었다. 영역별로는 기업

•(다산정보통신社) 설비 자동화, 생산 작업 DB화

새한진공
열처리

KT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국내 기업 e-비즈니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

업은 54.4점으로 전체 15개 업종 중 금융보험업 66.9점,

현대자동차
(광주창조센터)

주요 효과

제2편 ICT 활용 기반

기업명
LS산전
(청주공장)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고객 관계 관리(CRM)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2013년

구분

3.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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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형·소성·용접·표면처리·열처리) 기업을 집중적으
로 지원해 뿌리 제조 기업의 유해·위험 공정 자동화와

2,127개 중소기업에 생산 정보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 시스

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확보 및 매출

템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및 기

향상의 결과를 이뤄냈다.

술 보호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3월에 구체화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

을 지원한 결과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노동 생산성

조업 혁신 3.0’ 추진 전략은 국내 제조업의 사물인터넷

향상, 납기 단축, 매출 증가 등을 달성하였다. 구축 결

(Internet of thing, IOT)8) 활용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과, 지원 대상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

으로 기대된다. 4대 분야·13개 과제로 구성된 실행 대

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최적화 및 업무 수행

책 가운데 스마트 공장 1만 개 확산, 8대 스마트 제조 기

능력 개선 등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냈다.

술 개발, 제조업 소프트 파워 강화 등이 IOT와 관련된

다. 특히 2009년 이후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가 개시
되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최근 금융·IT의 융합이 더
욱 가속화되면서 신종 전자 지급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소비자의 금융 거래 편의가 향상되고 있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가. 인터넷 뱅킹

주요 추진 과제들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스마트 공장의

다. 제조업 정보화의 발전 방향

개념을 ‘자동화-정보 기술 기반 생산 관리-IT 기반 실
시간 통합 제어-IOT 기반 맞춤형 생산’의 4가지 단계로

제조업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은
‘생산 현장 디지털화 사업’과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

제3절

넷 뱅킹 이용 건수 및 금액 (일 평균 기준)은 6,645만

금융 정보화

건, 36조 8,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4%, 9.5%

보고 있으며, 기업들 간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 단계별·

증가하였다. 서비스 이용 항목별 비중은 조회 (일 평균

업종별로 맞춤형 스마트 공장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6,010만 건)가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자금 이

1. 개요

체 (일 평균 634만 건)는 9.5%로 나타났다. (<표 1-3-

첫째, 생산 현장 디지털화 사업은 생산 현장에 ICT를

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 내 특히, 사무 업무와 기업 간

접목시켜 생산 공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

거래에 대한 정보 기술의 도입에서 생산 부문으로 확산

우리나라의 금융 정보화는 1970년대 후반 사무 자

한편 2014년 말 현재 18개 금융 기관에 등록된 인터

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

되고 있다. 향후 일반 사무 업무 외에 생산과 연구 개발

동화 및 각 금융 기관의 내부 전산망 구축과 함께 시

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319만 명으로 증가세를 지

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POP(Point of Production)5),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화 투자가 더

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 전산망이

속하고 있으며 (전년 말 대비 +8.1%), 이 중 최근 1년간

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대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한

이용 실적이 있는 실 이용 고객 수는 4,921만 명으로

편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이 개

전체 고객 수의 47.7%를 차지하였다. 개인과 법인 고

6)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등 생산 관

국내 제조 기업들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원 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 생산 현장의 정보화는 생산

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기

제품 불량률, 서류 작업 기간, 제조 소요 시간이 감소

술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맞게 인프라 구축 및 보완, 그

7)

하는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을 보였다. 둘째, 기술 유

리고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업은 정보화의 근본

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

적인 주체이자 정보화 투자로 발생되는 수익의 가장 큰

출 방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

수혜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

밀 진단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

와 같이 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반드시 정보화 투자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선정된 중소기업들에게는 물

비례하지 않는 점에 주목해, 정보화 투자에 대한 효율

리적·기술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것이다.

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현장의 정보를 발생 즉시 수집·처리·분석해 작업 지시·계획 변동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6) 생산 공정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물류·작업 관리 등 통합 생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
7) (주)부강산업(경북 영천, 산업용 고무호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하던 작업을 생산 현장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3시간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8) 2015년 1월 개최되었던 ‘CES 2015’에서도 IOT는 주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였으며, 대부분의 참가 기업이 IOT를 고려한 신제품과 제품 전략을 선보였다. 이는 제조 공정의
인력, process, infrastructure, data를 상호 연결해 정보화·자동화된 스마트 제조 과정을 구현한다.

인터넷 뱅킹 일 평균 이용 규모
(단위 : 천 건, 십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 건수

39,023 (17.0)

조회 서비스

34,281 (17.4)
<87.8>

45,728 (17.2)

54,285 (18.7)

66,446 (22.4)

40,473 (18.1)
<88.5>

48,378 (19.5)
<89.1>

60,102 (24.2)
<90.5>

자금 이체

4,740 (14.1)
<12.1>

5,253 (10.8)
<11.5>

5,906 (12.4)
<10.9>

6,343 (7.4)
<9.5>

대출 신청1)

1.4 (15.8)
<0.0>

1.7 (14.9)
<0.0>

1.7 (2.7)
<0.0>

1.7 (-1.6)
<0.0>

이용 금액

31,917.2 (7.9)

33,239.1 (4.1)

33,686.7 (1.3)

36,855.0 (9.5)

자금 이체

31,892.5 (7.9)

33,229.0 (4.2)

33,675.1 (1.3)

36,839.3 (9.5)

대출 신청

24.7 (22.9)

10.1 (-59.1)

11.6 (14.8)

15.8 (27.6)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이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출처 : 한국은행, ‘2014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년 2월

1) 전자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과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제외

부록

2015년 정보화 지원 사업은 6대 뿌리 산업(주조·금

표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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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지

1-7> 참조)

제2편 ICT 활용 기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정보화 투자는 제조 환경

축 사업’으로 양분해 지원한다.

2014년 17개 국내 은행 및 우체국이 제공하는 인터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014년에는 국내 277개사에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

발되면서 금융 서비스의 전달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국내 기업 e-비즈니
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 2015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국내 기업 e-비즈니
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 2014
-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20호, 2015. 10. 30
- 중소기업청, ‘중기청, 정보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추진’,
보도 자료, 2015. 5. 18
- Deloitte,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2015
- MK 뉴스, ‘제조업 부흥 新 패러다임 ICT 결합시켜 공장 혁신 이끈
다’, 2015. 10. 02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02년부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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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8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2)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5)

표 1-3-1-10
(단위 : 천 명, 천 개, %)

2014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실 이용 고객 수3)

전체

실 이용 고객 수

IC칩 방식6)

4,434 (-3.2)

4,376 (-1.3)

4,328 (-1.1)

3,645 (-15.8)

81,384 (15.2)

89,788 (10.3)

44,731 <49.8>

96,825 (7.8)

46,316 <47.8>

VM 방식7)

8,946 (4.5)

8,749 (-2.2)

8,421 (-3.7)

8,260 (-1.9)

4,192 (18.1)

5,046 (20.4)

5,704 (13.0)

2,798 <49.0>

6,363 (11.6)

2,893 <45.5>

스마트폰 기반

10,358 (297.1)

23,966 (131.4)

37,185 (55.2)

48,203 (29.6)

74,817 (12.5)

86,430 (15.5)

95,492 (10.5)

47,529 <49.8>

103,188 (8.1)

49,209 <47.7>

합계

23,737 (50.7)

37,092 (56.3)

49,934 (34.6)

60,107 (20.4)

구분

2011년

2012년

개인

70,625 (12.2)

법인
합계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고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출처 : 한국은행, ‘2014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년 2월

객 수는 각각 9,683만 명, 636만 개로 전년 말에 비해

※ ( )내는 전년 말 대비 증감률
자료 출처 : 한국은행, ‘2014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년 2월

45.5%, 31.3% 증가하였다. (<표 1-3-1-9> 참조)

나. 모바일 뱅킹

표 1-3-1-11

인터넷 뱅킹 중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의 비중
(단위 : 일 평균 기준, %)

한편 2014년 말 현재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는 스
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의 증가에 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 건수

15.1

27.0

39.2

46.6

입어 2013년 말에 비해 20.4% 증가한 6,011만 명으로

이용 금액

1.2

2.6

4.1

4.9

나타났다. 이 중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 등록 고

요 채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반면 창구 거래 비중은
11.6%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1-3-1-9> 참조)

다. 온라인 증권 거래

자료 출처 : 한국은행, ‘2014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년 2월

2014년 중 온라인 주식 거래가 전체 주식 거래에

객 수는 2013년 말에 비해 29.6%(+1,102만 명) 증가한
4,820만 명을 기록하며 연중 4,500만 명을 돌파하였

뱅킹 서비스의 2014년 중 이용 건수 및 금액 (일 평균

다. 반면 IC칩 기반 모바일 뱅킹(BankON, M뱅크, K

기준)은 3,116만 건, 1조 8,3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

뱅크) 등록 고객 수는 365만 명으로, 2013년 말에 비해

각 44.4%, 29.7% 증가하였다. 이 중 조회 서비스는

15.8% 감소하였으며 VM 방식 모바일 뱅킹의 등록 고

2,845만 건, 자금 이체 서비스는 271만 건으로 전체 모

객 수도 2014년 중 1.9% 감소해 826만 명을 기록하였

바일 뱅킹 이용 건수 중 조회 서비스의 비중이 91.3%에

다. (<표 1-3-1-10> 참조)

달한다. 모바일 뱅킹 이용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뱅킹이 확산되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

서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 실적 중 스마트폰 기반 모바

액은 3,099만 건, 1조 7,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

나, 이용 금액 비중은 4.9%에 그쳐 모바일 뱅킹 서비스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52.5%)보다 0.2% 하락

가 자금 이체 등에 사용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한 52.3%를 기록하였다. 2014년 중 전체 주식 거래는

이다. (<표 1-3-3-11> 참조)

2,918조 원으로 2013년에 비해 1.5% 증가한 가운데, 온

한편 2014년 12월 중 창구 텔러, CD/ATM, 텔레 뱅

라인 주식 거래도 1,526조 원으로 1.1% 증가하였다. 한

킹 및 인터넷 뱅킹 등 은행의 4대 금융 서비스 전달 채

편, 모바일 주식 거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전

널별 업무 처리 비중 (입출금 및 자금 이체 거래 건수

체 주식 거래 대금의 14.2%를 차지하였다. (<표 1-3-

기준)을 살펴보면, CD/ATM이 39.9%로 가장 높은 비

1-12> 참조)

중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뱅킹도 35.4%를 기록하며 주

라. 온라인 보험

(단위 : 천 건, 십억 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50

CD/ATM

온라인 주식 거래 비중 현황

7,697 (106.0)

12,946 (68.2)

21,584 (66.7)

31,158 (44.4)

5,910 (551.7)

12,367 (116.4)

21,303 (72.3)

30,985(45.5)

30

조회 서비스

6,931 (107.9)
<90.0>

11,618 (67.6)
<89.7>

19,573 (68.5)
<90.7>

28,447 (45.3)
<91.3>

20

자금 이체4)

766 (90.3)
<10.0>

1,328 (73.2)
<10.3>

2,010 (51.4)
<9.3>

2,711 (34.9)
<8.7>

10

이용 금액

652.6 (57.0)

961.5 (47.3)

1,413.3 (47.0)

1,832.6 (29.7)

(스마트폰 기반)

372.7 (697.3)

861.1 (131.1)

1,369.4 (59.0)

1,797.6 (31.3)

0

35.4

인터넷 뱅킹

텔레 뱅킹

6월

연도

전체 주식 거래

온라인 주식 거래

모바일 주식 거래10)

2011년

4,520.1 (19.3)

2,530.9 (21.4)
<56.0>

270.1 (191.0)
<6.0>

2012년

3,448.6 (-23.7)

1,917.6 (-24.2)
<55.6>

324.3 (20.0)
<9.4>

2013년

2,873.6 (-16.7)

1,509.0 (-21.3)
<52.5>

340.9 (5.1)
<11.9>

2014년

2,917.6 (1.5)

1,526.0 (1.1)
<52.3>

414.2 (21.5)
<14.2>

13.1

창구 텔러

12.3월

8)

11.6

9월

12월

13.3월 6월

9월

12월

14.3월

6월

9월

12월

9)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이용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출처 : 한국거래소

5) 연말 현재 등록 고객 기준
6) BankON, M뱅크, K뱅크 서비스 (인터넷 뱅킹용 IC칩이 내장된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
7) Virtual Machine 방식 (인터넷 뱅킹용 프로그램을 이동통신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이용)
8)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합
9) 온라인 주식 거래는 유선 단말, 무선 단말, HTS의 합계
10) 모바일 주식 거래는 스마트폰, PDA 등을 이용한 거래를 의미

부록

이용 건수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이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출처 : 한국은행, ‘2014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년 2월

39.9

40

(스마트폰 기반)

2) 연말 현재 등록 고객 기준,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3) 최근 1년간 조회 또는 자금 이체 이용 실적이 있는 고객 수
4) 자금 이체 실적 (대출 관련 자금 이체 포함)

표 1-3-1-12

(단위 : 조 원)

모바일 뱅킹 일 평균 이용 규모

구분

전달 채널별 업무 처리 비중 추이
(입출금 및 자금 이체 거래 건수 기준)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그림 1-3-1-9

표 1-3-1-9

제2편 ICT 활용 기반

17개 국내 은행 및 우체국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각각 7.8%(+704만 명), 11.6%(+66만 개) 증가하였다.
(<표 1-3-3-8> 참조)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2013년

(단위 : 천 명, %)

138

139

제3부 산업 정보화

표 1-3-1-13

보험회사 인터넷 마케팅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 명, 천 건,%)

등록 고객
수 (연말)

실 이용 고객
수11) (연중)

이용 실적
(연중)

각종 조회

입출금

보험 체결

대출 체결

기타

2011년

38

47,287 (8.1)

11,956 (-28.1)

807,908 (6.1)
<100.0>

778,411
<96.3>

9,313
<1.2>

7,935
<1.0>

11,325
<1.4>

924
<0.1>

997,636
<96.8>

8,575
<0.8>

6,371
<0.6>

10,187
<1.0>

8,317
<0.8>

2012년

39

42,416 (-10.3)

10,646 (-11.0)

1,031,086 (27.6)
<100.0>

2013년

38

39,352 (-7.2)

10,338 (-2.9)

885,698 (-14.1)
<100.0>

863,045
<97.4>

7,505
<0.8>

4,161
<0.5>

9,611
<1.1>

1,376
<0.2>

9,718 (-6.0)

968,783 (9.4)
<100.0>

939,261
<97.0>

4,395
<0.5>

5,385
<0.6>

17,814
<1.8>

1,928
<0.2>

2014년

40

25,518 (-35.2)

로 선정된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해당 컨설팅을 실

2014년 중 실 이용 고객 수는 972만 명으로, 2013년 대

원회는 표준 적합성 시험 기관 지정의 유효 기간 연장

비 6.0% 감소한 반면 이용 실적은 9억 6,878만 건으

및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적합성 시험 결과

로 9.4% 증가하였다. 이용 실적 중 각종 조회가 9억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금융정보화추

3,926만 건으로 97.0%를 차지하였으며, 보험·대출

진협의회 산하 안전대책위원회는 BIS(국제결제은행 :

체결은 2,320만 건으로 전체의 2.4%에 그쳤다. (<표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PMI(지급 결

1-3-1-13> 참조)

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의 ‘사이버 보안 워킹 그
룹’ 관련 사안인 국내 금융 기관의 복구 목표 시간 준수
시나리오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련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금융권

한편 보험 분야에서는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와

공동백업센터 구축을 위해 2014년 1월 금융 기관 담당

보험개발원 간 상품 확인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기초

자들로 구성된 기술TF를 출범시켜 백업센터 구축 기

서류 접수·통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확인 절차를 온

본 계획의 IT 기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기술TF는

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 서류 접수·통보 자동

2014년 7월로 활동을 종료하며, 「금융권 공동 백업전

화 시스템이 2014년 1월부터 가동되었다.

용센터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4년 하반

3. 향후 추진 방향

획·예산TF 회의는 2014년 말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

11) 최근 1년간 이용 실적이 있는 고객 수

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TF팀의 논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향후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에 따라 경쟁 입찰로 선정된 컨설팅 업자와 함께 용역

크게 각광 받는 정보화 기술의 하나로 빅데이터를 꼽

사업을 진행하여, 2015년 말까지는 백업센터 구축 최

을 수 있는데, 이는 빅데이터가 미래 예측, 숨은 니즈

종 후보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견, 과학적 의사 결정,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대응
등 물류·유통 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주요 서비스에

- 한국은행, ‘2014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년 2월
- 한국은행, ‘2014년도 금융 정보화 추진 현황’, 2015년 7월
- 한국거래소

대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
을 보이는 데 반해, 민간에서의 투자는 제한적으로 이
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가·금리·환율
등 세계 경제 주요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뿐 아
니라 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여전히 침체 상태에

제4절

물류·유통 정보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 및 유통 부문 역시 성장
을 이어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정보화에 대한 신규
투자나 확대가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물류 산업 역시

1. 개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수출입 성장세가 둔화
되고 있으며 항만 하역·내륙 운송·보관 등 각종 물

2015년 물류·유통 분야 정보화의 주요 화두는 클

류 활동과 서비스도 동시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과

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물류·유통 관련 업무와의 융복합을 통한 생산성 향

기반 강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해상에서의 사고

상과 효율성 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무

저감 및 신 산업 창출을 위한 한국형 e-Nav 구축2)이

인 항공기(드론), 비콘(Beacon), 로봇, 웨어러블 기기

일례라 할 수 있다.

등 이미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새로운 성장 산업

물류 분야의 정보화는 크게 운송 수단별 또는 서비

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의 기술들과의 결합이 함께

스 영역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운 및 항만을 중심

이뤄지고 있다. 사람·사물·데이터 등이 서로 연결

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와 내륙 운송·항공·철도 등을

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이들 분야에서의 정보화 기반

민간에서도 신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사업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의 기회를 선점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 종합 실천 계획1)에서는 물

2015년 및 2016년 중에는 바이오 정보를 모바일 금
1) 관계 부처 합동, ‘미래 성장 동력 종합 실천 계획’, 2015. 3
2) ‘e-Navigation’의 개념은 해양 안전 강화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운항 과정에 걸쳐 선박과 육상에서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해 해양 정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형 e-Nav는 어선 및 연안 선박 등 우리나라의 해사 환경에 특화된 e-Nav를 뜻함

부록

기에는 은행권 중심의 기획·예산TF가 구성되어 건축

며,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경쟁 입찰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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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적정성, 해킹에 의한 최악의 사이버 위협 예상

관련 컨설팅 수행 및 예산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

인기·착용형 스마트 기기·지능형 로봇·스마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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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13년 7월 정부에 의해

호환성을 높이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바이오 기술을

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수는 2,552만 명으로 2013년 대비 35.2% 감소하였다.

마. 기타 정보화 동향

터넷·빅데이터·재난안전 시스템·수직 이착륙 무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가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등록 고객

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기관 간 상호

참고 자료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출처 : 한국은행, ‘2014년도 금융 정보화 추진 현황’, 2015년 7월

2014년 말 현재 24개 생명보험사 및 16개 손해보험

류·유통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맺고 있는 사물인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연도

실시 기관
수 (연말)

융 서비스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산 관리 표

14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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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Single Window 등이 일례라 할 수 있다.

3. 추진 방향

보의 적시 제공이야말로 물류 정보화의 핵심 수요라 할

물류 정보화는 앞으로도 ICT 기술의 발전, 온라인-

의 물류 정보화 사업들을 살펴보면 ‘통합 물류 정보 체

수 있고, 수많은 물류 서비스 기업과 물류 정보화 전문

오프라인의 결합, 모바일 네트워크 확산, 스마트 기기

계 구축’,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해운·항만·물류 고

기업들의 서비스도 궁극적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

의 보급 등에 따라 서비스의 기반이 날로 강화될 것이

도화’를 목표로 세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는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과 연결된다. 다만 최근에는

다. 고령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를 넘어선 1인 1가구 시

정보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의 수집과

대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분화하는 수요에

항만 물류 통합 시스템 구축은 7개 기관별 로 분산되

관리,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이

대응하기 위해 물류 산업도 함께 발달하고 진화하고 있

어 있는 항만 물류 정보 운영 체계를 통합해 민원과 불

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분석된 데이터, 미래를 내다볼

다. 글로벌 IT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애플, 구글뿐 아니

편을 해소하고, 정부3.0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

수 있는 예측 데이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라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기

이 중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
3)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기간은 3년, 사업비는 약 175억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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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가 물류 기본 계획 (2016~2026)’, 2015. 12
- 미래창조과학부, ‘제5차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2013~2017)’
- 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 안전 종합 관리 체계 전략 이행 계획’ 2015. 6

업들이 물류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첨단·맞춤형 물

통한 물류 안전 및 보안, 물류 효율화 추진을 중점 추진

류 서비스의 제공은 IT 기술에 기반한 물류·유통 정보

물류·유통 정보화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중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물류 정보 시스템 간 연계,

화 없이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심이 되어 진행한 ‘스마트 물류 표준화 사업’은 공급망

수송 수단과 거점 간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세부 사업을

날마다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새로운 기술이

에 관련된 수송·보관·하역 포장과 같은 물리적 차원

추진하고 있다. 물류 정보화는 최근 글로벌 이슈가 되

출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물류 정보화 관련 거버

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에서의 표준화뿐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고 물

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통합 공

넌스는 부분적으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나 뒤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부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류 흐름의 가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사

급망 차원에서 운송 수단별, 운송 구간별로 온실가스

쳐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택배 및 직구와 같은

으며, 모든 나라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

업을 함께 추진했다. 이로써 물류 산업의 기반을 강화

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생활 물류에서부터 거대 플랜트 수송과 같은 산업 물류

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4년

하고, 정보화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위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 이르기까지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류

국제 관광객 입국자의 수는 2013년 10억 8,700만 명에

정보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생태계, 다시 말해 법·

서 약 4.4% 증가한 11억 3,5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잠

제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정 집계되었다.

1. 개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자국

는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

화주, 물류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고자 물류 정보

은 국제기구가 제정하는 글로벌 표준 및 규범과 연계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

물류의 흐름과 통관 정보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

2014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6.6%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관

기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물류 정보 시스템을 해외에 수

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분절된 데이터를 이

성장한 14,201,516명이었으며,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부서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물류 정보화와

출 또는 진출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서비스의 한계 및 고비용 구조

24.4% 증가한 US$ 181억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4년

관련된 최근의 추세는 글로벌 가시성 확보라 할 수 있

해외 물류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시 우리의 물류 정보화

는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화된 서비스,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경비는 2013년보다 US$

는데, 한중일 삼국의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기술이 결합된 패키지형 진출 전략을 염두에 두고 개도

개인화된 물류 서비스의 제공은 물류·유통 정보화에

42.7 감소 (US$ 1,648.2 → US$ 1,605.5)한 것으로 나타

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Northeast Asia Logistics

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났다.

Information Service Network, NEAL-Net), Asian

는 기반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표 1-3-1-14

제5차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2013~2017)
통합 물류 정보 체계 구축

위험 화물 관리 및 모니터링, 농수산물의 안전한 유통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해운·항만·물류 고도화

등에 있어 물류 정보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항만 운영 시스템 단일 센터 통합 및 서비스 (2014~2016년)

으며, 향후 그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제 물류

•물류 거점 정보 시스템 고도화 (2015년~)

•항만 물류 관련 정보 개방형 플랫폼 통합 및 융·복합 (2014~2016년)

정보화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스마트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화물 정보망 등 단위 물류 정보망 활성화
지원 (2014년~)

•e-Navigation 구축 (2015년~)

모빌리티 등의 IT 기술에 힘입어 화물 중심의 물류에서
사람과 정보의 흐름까지 선도하는 스마트 물류로 나아
가고 있다.

3) 7개 기관 : 지방청 3 (부산, 인천, 여수), 항만공사 4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그림 1-3-1-10

연도별 방한 외래 관광객 1인 지출 경비
(단위 : U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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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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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1,400

1,605.5

1,409.7
1,298.3

1,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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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3년

부록

•통합 물류 DB 구축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고도화 (2014년~)

자료 출처 : 제5차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2013~201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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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물류·유통 분야에서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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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 물류 시행 계획’에서는 물류 정보화를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화주를 포함한 물류 주체들의 화물 위치 및 상태 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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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로는 ‘개별 여행’ (68.9%)

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IoT 등의 최신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새

tel’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여행과 Air-tel

로운 서비스 매체의 개발 등 여러 환경 변화에 적극적

의 비중은 2013년보다 증가한 반면 (66.2%→68.9%,

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정보화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

6.1%→6.2%), 단체 여행은 감소 (27.7%→24.9%)한 것

성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

으로 나타났다.

트 관광 활성화 전략 (2015. 1)을 수립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기준)

구분

유형

관광 정보
관광
콘텐츠

한편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
민이 여행을 다녀온 횟수는 227,100,000회로 추정되
며, 약 24조 8,45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사 안내

내 여행에 참여한 국민들의 1인 평균 여행 횟수는 3.39

기사 정보

가. 국문 여행 정보 서비스

는 3.82회로 국민들의 1인 연간 여행 횟수로는 6~10회

우리 국민들이 여행 시기에 상관없이 테마별로 쉽고

(25.5%)가 가장 많았고, 2회 (14.1%), 3회 (13.5%), 1회

편리하게 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구석구석’

(12.2%), 4회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여행 전문가들이 선

10,010

171,998

숙박

4,713

69,367

음식점

6,616

45,959

쇼핑

1,135

9,920

레포츠

1,720

7,657

추천 코스

637

8,149

소계

24,831

313,050

축제

1,478

16,941

공연 행사

1,112

7,422

소계

2,590

24,363

풍경이 있는 여행 등

정한 ‘추천 가 볼만한 곳’의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

이나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으며, 매월 날짜별 ‘여행 달력’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

여행을 준비하거나 실제 관광 시,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예술·쇼핑·음식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

관광지나 맛집·축제·교통 등의 정보와 관광 안내·통

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이 직접 가장 많이 추천한 ‘네티

역 등의 편의 정보 등을 웹, 앱, SNS 및 다양한 채널을

즌 선정 베스트 그곳’ 등도 월 단위로 서비스하고 있다.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여행 전문 기자의 시의성 있는 빠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외국인

른 취재를 통해 전국 각지의 관광지와 먹을거리 , 교통편

개별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더욱더 많이 유치해 한국 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관광

그림 1-3-1-11

국문 여행 정보 모바일 서비스 화면

그림 1-3-1-12

국문 여행 정보 SNS 서비스 현황

2,487

57,340

29,908

3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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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관광 정보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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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15

관광 명소

총계

회, 기타 여행에 참여한 국민들의 1인 평균 여행 횟수

사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여행 형태
(단위 :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개별 여행

68.9

66.2

64.4

65.0

62.6

단체 여행

24.9

27.7

25.3

26.5

26.9

Air-tel

6.2

6.1

10.3

8.5

10.6

표 1-3-1-16

국문 여행 정보 서비스 현황
웹 사이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SNS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웹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등 7개 채널

개설일

•2001년

•2011년 (모바일 앱)
•2013년 (모바일 웹)

•2009년 (페이스북)
•2011년 (트위터)
•2008년 (블로그)

주요 이용 실적

•46만 페이지 뷰 (일 평균)
•209만 명 (월 평균)

•392만 다운로드

•블로그 1,200만 누적 방문
•트위터 30만 팔로워
•페이스북 35만 좋아요

(2015년 9월 기준)
<페이스북 좋아요 : 35만>

<트위터 팔로워 : 30만>
부록

구분

<블로그 : 누적 방문자 1,200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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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및 실적

2014년 만 15세 이상 국민 (약 44,074,000명) 중 국

정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체 여행’ (24.9%), ‘Air-

국문 여행 정보 DB 보유 현황

표 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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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반 여행 정보로는 해외여행 준비 시, 기초

모션을 진행하며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연 예

있다. 특히 SNS 채널로 영향력이 아주 높은 ‘한국관광

국의 유명 관광지와 축제 정보, 한식·일식·중식 등의

적인 짐 꾸리기부터 체크리스트 확인, 여권, 비자, 보

약 기능을 연동하였고, 할인 쿠폰 제공 기능을 강화하

슈퍼 커넥터’를 발굴해 공사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통

식당 정보,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 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

험, 통신 등의 정보 외에 웹진 형태의 ‘스마트 트래블

였다. 또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가 메가 이벤

한 현지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록 돕는다. 최근에는 가족 여행의 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

러’, 글로벌 에티켓 등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

트를 활용한 관광객 홍보 유치 활동도 전개하였다.

는 캠핑 여행과 국민들이 꼭 가봐야 할 ‘2015 한국 관광

며, 페이스북 및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행 국가

100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무장애 여행’ 등의 서비스

의 안전 정보 및 여행 경보 단계를 안내하고 있다.

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의 관광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을

나. 외국어 여행 정보 서비스

즐길 수 있도록 맞춤 여행 코스를 기반으로 한 여행 플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모바일 앱 서비스는 영어, 중국

도 내 주요 관광지 150개 지역에 강원도 및 통신사와의

어 간체(‘韩国自助游<한국자유여행>), 일어(‘韓国旅ガ

협업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 개별 관광

イド<한국 여행 가이드>)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별 관광

객의 관광 정보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객의 여행 계획·예약·안내·리뷰 등 관광 정보의 제
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서비스에서만 그치는 것이

다.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

아니라, 2015년 연말까지 각 언어권 관광객들을 대상으

관광 정보 외에 공사의 각 부서에서는 ‘대한민국 구

korea.or.kr)는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 번체)·

로 모바일 앱 서비스 관련 사용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

‘스마트 투어 가이드’는 세계 전역의 관광공사 최초로

석구석’ 사이트를 통해 연중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고

독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 8개 사이트

시해 서비스의 기능 개선에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

전국 단위의 오디오 관광 안내 해설 서비스이다. 특징

있다. 특히 올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되었던 국민들의

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개별 관광

다. 또한 KT 등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프로모

으로는 개별 관광객이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박물관

국내 여행 참여도를 높여 지방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객이 쉽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영어·중국

션 활동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의 역사, 문화를 관광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쉽고 재미

되고자,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관광 주간 행사 시 다양

어 간체·일어 사이트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SNS 이용자 활성화에 부응하여 페이스북(영

있게 들을 수 있다. 이전에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공

한 알뜰 코스 및 할인 행사 등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구글·야후·바이두 등 세계 검색 포털에 외국의 관광

어·중국어 번체·일어·독어·프랑스어·서어), 트

사가 직접 제작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사 대비 효율적인 검색 키워드 광고 마케팅 역시 추

위터(영어·일어·독어·프랑스어·서어), 웨이보(중

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정부3.0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진하고 있다.

국어 간체), 브깐딱쩨(노어) 서비스 등 8개 언어와 14개

공유 기반 서비스로 기능을 대폭 개편해 공사는 스토리

주요 SNS 채널을 활용해 한국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텔링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지자체

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정보는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데, 관광객의 현재 위

각 언어권별 관광객의 차별화된 콘텐츠 관련 수요

치 중심으로 관광지·음식·숙박 등의 정보를 표출시키

조사 외에도, 공사 해외 지사의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

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채널

해 타깃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일보·

로도 시의성 있는 관광 정보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셀렉션·CJ E&M 등 민간 기업의 우수 콘텐츠도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시 필요한 안전·
여행’을 통해 전 세계 100개국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

위해 해외 지사 및 관광 업계와 공동으로 온라인 프로

구분

제공 언어

주요 이용
실적

외국어 여행 정보 서비스 현황
웹 사이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SNS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웹

•페이스북 / 트위터 등 8개 언어, 14개 채널

•영·중·일어 등 9개 언어

•영어(모바일 앱)
•일본어(모바일 앱)
•중국어(모바일 앱 / 웹)

•페이스북 (영어, 중국어 번체, 일어, 독어, 프랑스어, 서어)
•트위터 (영어, 일어, 독어, 프랑스어, 서어)
•웨이보 (중국어 간체)
•브깐딱쩨 (노어)

•2008년

•2011년 (영문)
•2014년 6월 (일본어)
•2014년 9월 (중국어)

•2009년 (영어 트위터)
•2010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페이스북 /
프랑스어 트위터)
•2011년 (웨이보 /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트위터 )
•2012년 (일본어 페이스북)
•2013년 (중국어 번체 페이스북, 브깐딱쩨)

•73만 페이지 뷰 / 1일 평균
(8개 언어, 9개 사이트)

•69만 다운로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앱 다운로드 합계)

•회원 수 139만 명
(8개 언어, 14개 채널 누적 회원)

부록

개설일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특히 매년 늘어나는 개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서비스

‘전라북도·한국국토정보공사 빅데이터 활용센터’ 공동 운영 MOU 체결

구입해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재난 정보 및 일반 여행 정보는 ‘지구촌 스마트

표 1-3-1-18

그림 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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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 정보 서비스(www.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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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서비스도 신규로 추가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 강원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보 DB는 총 3만 9천 건으로, 관광객은 검색을 통해 전

※ ‘스마트 투어 가이드’는 현재 9월 기준으로 약 105만 다운로드를 기록해,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105만 회의 관광 안내 해설을 제공한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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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의료 관광객 수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 공유 기반 서비스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

2009년 6만 명 규모에서 2014년 26만 명으로 성장하는

공하는 정부3.0 협업 및 공유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주요 성과 및 이슈

디바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표준모형
DB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러한 설계 아래, 공사의 맞

주요 성과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를 비롯해

춤 여행 코스와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강원도 관광 정보

공사는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4개 언어로

모바일 앱 및 SNS 서비스가 매년 관련 협회 및 정부 부

구축에 적용한 후, 타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점

의료 관광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처로부터 다양한 수상 성적을 거두고 있고, 외국어 여

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고품질의 오디오형 스토리텔

‘스마트 투어 가이드’ 서비스의 오디오는 모바일 기

진료 과목을 보유한 병원과 의원 등 의료 기관들이 플

행 정보 사이트 역시 전 세계 사이트의 트래픽과 순위

링 콘텐츠도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

반의 위젯 기능이 추가되어, 여행 정보와 결합해 보다

랫폼 서비스에 입점해 있다. 최근 들어 의료 관광 안심

를 측정하는 글로벌 웹 사이트 평가 기관인 알렉사닷컴

국 단위로 확산할 예정이다.

쉽게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서비스

케어보험 가입과 불편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alexa.com)을 기준으로 전 세계 관광공사 사이트 중

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관하는 ‘스마트 국토 엑스포’

온라인 상담까지 병행하는 중이며, 각 주요 국가별 현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행사에 초청 부스로 참여해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

지 설명회 및 프로모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히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시아태평양관광

로 위치 기반의 오디오 서비스를 직접 시연한 바 있다.

노력에 힘입어 세계 의료 관광객 수의 평균 성장률은

협회(PATA :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로부

1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유치 실적은 34.7%

터 Gold Award를, 세계관광기구(UNWTO : World

또한 공사는 문체부와 공사 외에 각 지자체 및 정부

를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Tourism Organization)로부터 율리시즈 어워드를 수

부처가 추천하고 홍보하는 ‘걷기 여행길’을 전국 단위

상함으로써, 공공 기관 세계 최초로 연속 수상의 성과

로 연결하는 코리아 모빌리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를 거둔 것이다. 또한 ‘스마트 투어 가이드’는 매년 국

관광 수요가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FIT)으로 빠

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도 위치 기

르게 이동하고 있고, 관광객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비

반의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로 매년 우수한 수상 실적을

롯한 ICT 기술을 통해 관광 정보를 습득하는 스마트 관

거두고 있다.

광 시대로 전환되었기에, 이들의 관광 소비 성향 분석

로써 지자체 및 참여 기관은 앱 구축 및 유지 관리, 홍보
비 등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외국어 여행 정보 서비스 개선 현황 분석

개선 분야

개선 전

개선 후

사용 편의성

7단계 (최대)

3단계

마. 관광 정보 Open-API 서비스

31MB

4MB

공사 자체 구축

지자체 및 기관 협업 구축

공사는 민간 기업 및 개인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
록 ‘Open API 서비스’(Tour API 서비스)를 통해, 전국

라. 의료 관광 정보 서비스

5천여 건과 사진 정보 41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공사

이를 위해 공사는 관광ICT융합사업팀을 신설하였고,

페이지(api.visitkorea.or.kr) 서비스에 접속해 간단한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회원 인증 절차만 거치면, 전국의 관광 정보를 엑셀 및

특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7.9%의 성장률이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서비

기대되는 바이다. MTA(Medical Tourism Association,

스 개발자를 위한 개발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모

2013)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의료 관광객이 찾은 지역

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획·개발하고 쉽게 활용할 수

은 아시아 (38%)이며, 북미 (25%), 남미 (25%), 기타 대

있다. 뿐만 아니라고 관광 정보를 활용한 우수 서비스

륙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시아를 방문한 의

를 SNS 등과 연계해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 사례 갤러

료 관광객 수는 2012년 430만 명에서 2015년 680만 명

리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 데이터 기반의 창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나라를 찾아

경진대회 및 홍보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입원

3,915

7,987

11,945

14,809

20,137

23,855

43.5

63,891

95,810

128,711

172,702

221,672

36.5

계

60,201

관광과 ICT와의 융·복합을 통해 개별 관광객 대상 빅
데이터 마케팅과 관광 벤처와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

웹 기반의 관광 정보를 향후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부록

방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 (2009~2014년)

56,286

4. 향후 추진 방향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서 2012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건강검진

용자 타깃에 따라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을 통한 새로운 스마트 관광 마케팅이 요구되고 있다.

Tour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은 홈

외래

으며, 공사의 다양한 웹과 앱 서비스를 각각 통합해 사

의 관광지·문화 시설·숙박·축제 등 관광 정보 7만

세계 의료 관광 시장의 규모는 2004년 400억 달러에

표 1-3-1-20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 관광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

제2편 ICT 활용 기반

다운로드 용량
콘텐츠 구축 방식

공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정보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표 1-3-1-19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및 참여 기관은 직접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해 공사

연평균 증가율

9,911

14,542

15,944

18,379

20,974

20.6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34.7

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제1장 국민안전 정보화
제2장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제3장 복지·문화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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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1. 개요

회의에서 부처 간 업무 분장 및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을 확정하였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국민안전 정보화

2. 추진 성과
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 선정 및 주파수 분해

응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전체
초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는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 선정 및 주파수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급 등을 위하여 정부 기관, 연구 기관, 학계 등 전문

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

가로 TF팀을 구성·운영하였다. 37개 재난안전통신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 5월 27일에 개최한 국무

요구 기능을 충족하고 세계적인 통신 기술 발전 추세
기술 방식 선정을 위한 기술 자료 수집 및 사업 타당성

▶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

확보를 위하여 정보제안서와 국민제안을 모집하였다.

난 대응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제출된 정보제안서와 국민제안을 토대로 산업계, 학

공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에 부합하며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말씀 (2014. 5. 19)

제2편 ICT 활용 기반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초기 대

계, 연구계 및 재난안전통신망 이용 기관의 다양한 의
그림 1-4-1-1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 선정 결과
기본 방향

기술 발전 추세에 부합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국 단일망용 차세대 기술 방식 선정
부록

주요 내용

 통신기술 방식 ▶ 재난망용 LTE 기술 방식
 재난망 구축 방식 ▶ 자가망을 기반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
 타 공공 통신망과의 통합 ▶ 철도망(LTE-R)과 e-Navigation의 연근해 통신망 등과 통합 추진
 주파수 공급 방안 ▶ 가용 주파수 중 가장 낮은 700MHz 대역 전제로 20MHz 폭 수요 제기
 관련 산업 육성 ▶ 재난망 관련 LTE 시장의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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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그림 1-4-1-2 재난안전통신망용 주파수 분배표
698

710

718

748

통합 공공↑
(10MHz)

753

771/773

보호
대역
(5MHz)

통신↑
(20MHz)

보호
대역
(2MHz)

783

803

통합 공공↓
(10MHz)

통신↓
(20MHz)

상으로 실시한 전파 측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PS-LTE

806

LTE(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로 선정하

기술 방식의 전국 단일망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보호
대역
(3MHz)

였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2014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

아울러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투명성 확

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국민안전처에 통보하였다.

보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포럼

또한 PS-LTE 기술 방식의 자가망 기반 재난안전통

및 SafeNet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보화 전

신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미래창

략 계획(ISP)을 토대로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조과학부는 방송 및 통신과 의견을 조율하고 주파수심

구축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의위원회를 통해 700MHz (상향 718~728MHz, 하향

구축 실무협의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협의회,

773~783MHz)대역의 재난안전통신망, 해상망 및 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그림 1-4-1-3 재난안전통신망 추진 방향
전략

최첨단 재난안전통신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국가 전체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목표

•2015~2017년까지 PS-LTE 기술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 체계 확립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망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단계별 구축 사업 추진

있도록 공공 통합망 주파수 분배를 완료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신설

2015년 시범 → 2016년 확산 → 2017년 완료

3. 향후 계획

•철도망(LTE-R)·해상망(LTE-M) 간 연계 체계 구축

•PS-LTE 국제 표준 적용

•2020년까지 기존 VHF/UHF/TETRA

•재난 IT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세부 추진 계획 수립

 PS-LTE망으로 전환 완료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보호
대역
(8MHz)

728

견을 반영하여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을 PS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
그림 1-4-1-4 재난안전통신망 목표 개념도

기관 간 동시・다중 상황 전파

지자체

공공 무선망과의 연계를
통한 통신 범위 확대

경찰

음성 자동 방송
가스

군

전기

전용 메신저 문자 발송

재난 발생 지역 인근
현장 자원 (순찰차 등) 활용

의료

신고
접수

수신
확인

ㅇㅇㅇ지역
산사태 정보

광역・전국 비상 통화로 가용 자원 수배
비상 통화

해
경
지자체

상황실

정보화 전략 계획(ISP)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정보화

난안전통신망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한 후, 확산 사업

전략 계획(ISP)에서는 소방, 경찰, 해경, 지자체 등 8대

및 완료 사업을 추진한다. PS-LTE 기술 방식의 전국

분야 3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단일 자가망이 구축되면 지자체, 소방, 경찰, 해경, 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

스, 전기, 의료, 군 등 8대 분야 333개 기관이 이를 재

합적으로 분석하고 3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도)을 대

난대응 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구성도

그림 1-4-1-5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지자체

군

초동 대처

실시간 재난 정보 공유 및 대응

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PS-LTE 기술 방식의 재

소방

재난안전통신망
상황 전파

경찰

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응용
시스템

재난 현장 도착 전 대응 작전 계획 수립

재난안전통신망 제1운영센터

단말 관리

표준 지령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EPC

IMS

Core망
장비

보안 시스템

NW 및
보안

재난 현장 도착 즉시
대응 조치 실행

전기
동화그룹 편성 및 작전 계획 수립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의사소통
가용 조직/인력/자원

사진

구조 헬기

동영상

구급차

지자체
공무원

위치

긴급구조통제단

관제

Core망
장비

시스템

NW 및
보안

센터 NW 장비

통신 서비스

단말 관리

표준 지령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EPC

IMS

관제
시스템

TRS, UHF 등
LTE-R
LTE-M
일반 전화
사용망 (서비스)
위성
지구국

센터 NW 장비

보안 시스템

위성

이동기지국
(차량형)
이동기지국
(휴대형)

강릉
서부링

광역 비상 통화

동부링

중부링

이동기지국
(선박형)

평창
정선

복구 차량

PS-LTE 통신 플랫폼

지자체

정보 전달 체계 간소화

경찰

소방

군

스마트폰형

DU

DU

DU

DU

현장 통합 지휘

무전기형

RU

RU

RU

RU

어떠한 환경에서도 통신할 수 있는 단절 없는 통신 환경
전국 단일 통화권 확보

응용
시스템

신속한 통신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RU

RU

RU

RU

RU

RU

RU

RU
차량용

다양한 유형의 단말기 제공

※

2015년 시범 사업 구축 및 개발 전체 범위

고정용

부록

구조 요원

의료 기관

통합 대응 및 상호 정보 공유

일제 지령 및 초동 대응

의
료

통합 지휘

스
가

동원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

통신 서비스

이용 기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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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경

PS-LTE
LTE-R

인근
자원
활용

123

소방

LTE-M

GPS
위치
정보

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강릉, 정선, 평창)을 대

제2편 ICT 활용 기반

육상・해상의

입체적 재난 대응 효율화

소방

해경

실시간 동원 자원 탐색・활용

광역・전국 동시 전파

선정된 기술 방식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통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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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자의 통신재난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데, 통신재난 발

제3절

결과를 제공하고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방법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제고에 기여한다.

생 시 긴급 복구 물자 동원 및 복구 활동을 지휘·통제

또한 국내외 SW 안전 관련 표준, 지침, 기술 및 법·제

하고 효율적인 긴급 복구 활동과 통신재난 지역에 긴급

도 등을 분석하여 국가 주요 기반 시설 SW에 대한 안전

통신 지원 등의 활동을 담고 있다.

1. 개요 및 현황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SW 안전 진단 환경 조성
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제·개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보

나.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건·의료 등의 기능에 마비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 개요

통신재난 관리 기본 계획은 정부 및 주요 통신 사업

소프트웨어(SW) 안전성 점검 평가 사업을 수행해 주
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 재난관리 시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은 주요 통신 사업자와 주

설 등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개선

부는 점점 늘어나는 자연 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요 방송 사업자의 유기적인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국가 주요 기반 시설

통신 시설을 보호하고 대국민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보 등의 재난 상황을 대비한 정보를 공유하여 방송통

SW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SW 안전 진단 및 컨설팅,

앞으로도 정부는 SW 안전성 점검 평가 사업을 통해

제공을 위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SMS

SW 안전 진단 모델 및 관련 법·제도 제·개정안 연구

국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SW 안전 진단 모델 등 SW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를 활용한 재난 보고 체계 전파, 비축 물자 관리, 통신

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 기반 체계를 견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설비 현황, 비상연락망, 재난 통계 등의 기능을 갖추고

SW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은 국내 SW 안전 진단 관련

기업의 안전 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SW 안전 신 시장

있으며, 실시간 기상청 기상 정보 (기상 특보, 위성·레

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항공, 철도, 수자원

창출 및 SW 유지 보수 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SW 산

이더 정보 등)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공유한다.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20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

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추진 성과
다. 재난방송 시스템 운영
가. 통신재난 관리 계획 수립

제2편 ICT 활용 기반

한다. SW 품질 완성도, 장애 복구 능력, 상호 운용성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SW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며, IEC 61508·ISO/IEC 9126 등의 시스템 안
전성 및 품질 관련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매년 통신

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PC, FAX,

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대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

재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통신재난 발생

LMS(문자) 등으로 신속·정확하게 각 방송사에 재난

처 및 기관에 SW 결함, 기반 시스템의 취약점 등 진단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통신 설비의 지정 관리,

방송을 요청하고 실제 방송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방송 실시, 우회

한다. 이 시스템은 재난 정보에 대한 통보문 관리, 수

통신 경로 및 피해 복구 물자 확보, 통신 설비의 연계

신처 관리, 통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재

재난 방송 체계도

운용을 위한 정보 체계 구성 등의 내용으로 통신 서비

난에 관한 정보를 기상청, 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제공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스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해 방송사에 전달한다.

그림 1-4-1-7 재난방송 체계도 및 재난 관련 통보문

재난방송 통보문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재난방송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연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 향후 계획

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

KBS 등 주요 방송사
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

그림 1-4-1-6

자막 송출 시스템

재난 관리 시스템 보고 메시지 및 기상청 기상 정보 공유 화면
전력 재난

보고 메시지

DITS

LMS

기상 정보 공유

보도 전문 채널
식품, 의약품 재난 등

지진 통보 등

LMS 통보

통합 재난
서버

재난 방송
요청

부록

재난방송
요청

수신 클라이언트

IPTV, SO, DMB
홍수 정보

담당자
FAX

방사능 유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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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입력하면 교

진하고 있다.
2011년도에 수립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따르
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2,281억 원
을 들여 디지털 교과서·무선 인터넷·스마트 기기·

상으로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에 전국적으로 서비스

플랫폼 등 스마트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4년부

를 개시하였다. 2012년에는 나이스와 에듀팟 서비스의

터 초·중·고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스마트

통합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8월에 나이스 대국민 서

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육 정보화, 고등교육 정보화, 평생학습 정보화, 진로·

비스 에듀팟을 개통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

정보화 역기능 우려, 효과성 검증 요구 등에 따라 2013

직업교육 정보화,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 행·재정 정

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켰다.

년 8월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안’을 수립하고,

1. 개요

가. 초·중등교육 정보화

전략인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안

(1) 에듀팟 서비스 확대

전한 학교, 고른 교육 기회’를 이루기 위해 초·중등교

2009년 교육 과정 개정에 따라 에듀팟(www.edupot.

이에 따라 일부 과목 (사회, 과학)과 일부 학년 (초 3,

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였으며, 에듀

초 4, 중 1)에 시범 적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

팟 선도 교원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중심으로 확대

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하였다. 정책 간 연계를 통하여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사업 규모가 약 366억 원으

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로 축소되었다.

을 배양시켰다.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디지털 교과서의 플랫폼은 2012년 구축 당시 클라

따라 학생들의 창의 체험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

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와 연계할 수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관리를 확대해

있도록 학습 커뮤니티(위두랑)를 개발하여 교과서 읽

나갈 계획이다.

기, 각종 학습 자료의 공유 및 친구 간 의견 공유를 통
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2)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운영 인프라는 KISTI의 클라우드센터에서 위탁 운영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해오다가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정 과제 66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의 세 번째 이행

(KERIS)으로 업무 이관을 하고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

창의적 체험 활동 체계적 기록
•활동 종류
•활동 기간
•자기 평가

학생

•관련 직업
•도움 정도

자기소개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학생 스스로 기록

진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지도
•체험 활동 포트폴리오 관리
•통계 (분야별 참여 지수 등)

카운셀링 및 활동 확인

표 1-4-2-1

교사

구분

방과 후 학교 활동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에듀팟 주요 서비스 개념도

2014년에는 에듀팟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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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성과

재 양성’을 2015년 비전으로 수립하여 개방·공유·소

그림 1-4-2-1

여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

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2009년 12월 50개교를 대

보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협업 등 정부3.0 국정 과제를 실현하고 있다. 4대

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국의 중고생들이

들의 활동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보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정

교육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 창의인

디서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사의 승인·보완을 거쳐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학생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 내·외에서 수행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기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과제로,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2장

go.kr)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이 학

2013~2014년 디지털 교과서 개발 현황
개발 과목
사회

학년

개발 연도

책수

초등 3~4학년

2013년 (완료)

4책

초등 5학년

2014년 (개발 중)

4책

초등 3~4학년

2013년 (완료)

4책

초등 5학년

2014년 (개발 중)

4책

개발 발행사 및 심의 기관
- 편찬 :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 개발 : ㈜위두커뮤니케이션즈
- 심의 기관 : 국정 사회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국정

활동 관련
증빙 자료

증빙 서류 관리
(각종 사진, 자격증 등)

창의적 체험 활동
포트폴리오
기업체

과학

- 편찬 : 한국과학창의재단,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 개발 : ㈜다우인큐브, ㈜상록영상
- 심의 기관 : 국정 과학 디지털 교과서 편찬심의회

검정

사회 ①

중등 1학년

2013년 (완료)

5책

- 발행 :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지학사 등 5개
교과서 발행사
- 심의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정

과학 ①

중등 1학년

2013년 (완료)

8책

- 발행 : 교학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8개 발행사
- 심의 기관 : 서울시교육청

부록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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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과정으로 신규 개편(4개교 4개 학과)하였으며, 그밖

관련 자료는 에듀넷에 통합 연계하여 2015년 3월부터

도록 하였다. 셋째, EBSi를 통하여 430만 명의 회원에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2015년에는 기존의 ‘디지털 교과

게 고품질 입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

대학명

사업명

서 효과성에 관한 종단 연구’와 연구학교 중심의 시범

는 지상파 방송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 보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편

대학 선취업 후진학 지원(3개교 3개학과) 사업을 통하

운영을 계속 추진하며, 디지털 교과서 수업 환경을 갖

관리 체계/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취득하여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산업경영학과 개편

여 일과 학습의 병행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대학의 경쟁

영진사이버대학교

뷰티케어학과 개편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과 개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EBS 진단
코칭 서비스를 개발하여 학생 개인별 학력 수준과 진로

(3) 교육 종합 포털로서의 EBS 수능 강의 역할 강화

였다. 넷째,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에 EBS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입수능시험과 연계성을 강화

꿈 장학생 31명을 선발 지원하였고, 시각장애인용 수능

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평생학습 정보화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

EBS 수능 강의 인터넷 서비스는 2004년 사교육비

NCS 신규 선정 대학 및 학과

표 1-4-2-3

선취업 후진학 지원 대학 및 학과
학과명
모바일융합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자동차IT융합공학과

평생학습 정보화는 학습 소외지역,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정보 제공 및 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된

교재 160권을 점역하였으며, 고교 국어 교과서 AOD 콘

이상으로 높였다. 2011년에는 연계 교재 수 축소, 수준

텐츠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복지 시설에 지원하였

별 강의 확대, 전문 인력 보강 등 개선 방안을 통하여

고, 정보 소외계층 23만 명에게 4만 8,000권의 수능 교

부의 국정 과제 72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켰으며, 중·하위권 학생의 학

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축)를 이행 전략하며, 2013년 7월에 온라인 평생학습

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BS 수능

이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학사 학위 또는 전문

포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EBS-학교 간 긴밀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2015년 현재

2013년에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 체계 구축 모형의

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모바일 중심의 교육 서

사이버대학은 총 21개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

도출을 위해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부분 「평생교육법」 제33조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을 시범 개통하고 전 국민이 시·

시설에서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9년에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하였다.

문제의 70%가 출제되므로, 교재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
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제 문제에 대해 재택 온라인 검

지원 체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으로 EBS 수능 강의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종합

나. 고등교육 정보화

토 대신 합숙형 집중 검토제로 개선하고 감수 필증제를

최근 사이버대학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재직자 재교

주요 추진과제는 첫째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

새로이 도입하였다. 둘째, EBS 수능 강의는 2013년에

학령 인구의 감소, 일반대의 온라인 수업 가속화, 한

육, 직업 전환 등 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성 높은 교육

축 사업과 연동하여 2015년까지 17개 시·도의 평생학

2만 1,000편, 2014년에 1만 4,000편의 강의를 제작하

국형 MOOC 도입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이버대학

과정을 운영하였고, 국가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한 교

습 정보망을 연계, 둘째 공공 기관의 공개 교육 자료 등

여 제공함으로써 2015학년도 수능·내신에 대비하도록

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과

작하여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수험생의 흥미

함께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상 ‘원격대학’의 한 종류

를 유발하고 학교에서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로, 학습자가 가상의 공간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

그림 1-4-2-3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모형(안)

평생 학습 포털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그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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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였다. 특히 EBS 수능클립형 콘텐츠를 별도로 제

(광역 시·도)

2010~2013년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

학습형 일자리
1조 783억

9,500억

872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362억

354억

362억

309억

학습 정보,
콘텐츠 공유,
연계

재능 기부, 지식 나눔
평생교육 정보 제공
사회 참여, 사회 환원

기타 학습 결과 활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2011

2012
수능 강의 사업비

2013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

자료 출처 : KEDI (2010), ‘EBS 수능 강의 성과 분석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2012), ‘EBS 수능 강의 성과 분석 연구’ / KEDI (2013), ‘EBS 수능 강의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외 대학
OER 서비스

KOCW

한국교육방송공사

온라인 콘텐츠 제공

부록

3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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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정책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연계 교재에서 수능

다. ‘평생교육 종합 전달 체제 구축 사업’은 박근혜 정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대학명
경희사이버대학교

하였으며, 2010년에는 대입수능시험의 연계율을 70%

습 동기를 유발시켜 지역 및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춘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표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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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콘텐츠로 연계하여 정보 검색 후 바로 학습할 수 있

마. 특수교육 정보화

바. 교육 행정·재정 정보화

있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의 정보 공시와
통합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 지원

하여 학습자의 학습 이력 관리 및 경력 개발 지원, 넷째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유치원 알리미’는 2009년

온·오프라인 지식 나눔을 통한 학습 결과 사회 환원

법」에 따라 장애 학생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학

도 이후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 학비 지원이 확대되면

및 재능 기부, 다섯째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에 따

생에 대한 교수 학습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할

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수요자 중심으로 유치원 운영

한편 교육부는 교육 정보 시스템 (나이스, 에듀파인,

른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

업무관리 등)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통한 모바일 접근성 강화, 여섯째 자격과 학력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1월에 통합 재해 복구 체계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

확대하고 있다.

였다. 이 시스템은 대입 전형 자료의 온라인 제공은 물

한 교육 과정 운영 등이다.

우선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수학습센터(tlc.knise.kr)

과 홍보 강화,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위
해 노력할 계획이다.

론 각급 학교 성적 처리, 교직원 인사·급여, 지방 교

(PC), 스마트 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 학교

공시로 구분하여 7개 항목 18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정보

육 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 결재 및 공문서

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과 재택 및 시설 장

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에서

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

커리어넷(www.career.go.kr)은 1999년 개설 이후

애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등록 시스템에 입력하면 교육청에서 1~2차 검증을 거

원, 각급 기관에서 항상 이용하고 있는 교육 분야의 빅

국민들에게 직업 사전·진학 정보·자격 정보·교육

장애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받을

쳐 교육부가 확정 후 총괄용과 대국민용 두 가지로 서

데이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 발

훈련 정보 등 진로 선택과 직업 교육, 직업 훈련에 필요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매년 ‘전국 특수교육정보화대

비스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정부3.0 기조에 맞도록 학

생 시 초기 백업 체계에서는 훼손·유실된 정보를 완전

한 각종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왔다. 개인의 적성

회’를 개최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시

부모 맞춤형 유치원 정보 공시 서비스로 개선해 유치

히 복구하기 어려워 교육 행정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하

과 흥미에 따른 다양한 심리 검사를 개발하여 진로 지

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정보화 인

원 검색에 지도를 활용하였고, 검색된 유치원에 대한

여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도 수준을 높였고 사이버 진로 상담도 개설하였다.

식을 개선하며, 정보화 우수 사례 발굴·보급으로 특

요약 정보를 제공하였다. 관심 있는 유치원을 최대 4개

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교육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까지 선택해 정보 공시 항목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

총 1,279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재해복구센터를

라. 진로·직업교육 정보화

2006년 이후에는 대용량의 하드웨어를 확보하여 대
규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2012년에는 제

2014년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하에

록 하였으며, 유치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 정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원은 국고 228억 원과

2차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수학교(급) 정

보도 제공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내 주변 유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2016년에 기본설계를 거쳐

으며, 직업세계, 커리어넷 진로 상담, 커리어넷 진로

보경진 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특수교육

치원 찾기’ 메뉴를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SNS

부지 매입, 원격지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 완

상담 검사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스마트

정보화 컨퍼런스, 특수교육 산업 홍보전, 특수교육 관

와 연계해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폰이나 스마트 패드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

리자 연찬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하였다.
그밖에도 시각장애 학생의 대입 수능을 위한 EBS 방

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

송 교재 점역 사업,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

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여러 공공 기관에 산재해

수원을 통한 교원 연수, 특수교육 기관 홈페이지 웹 접

있는 진로·직업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통합 시스템에

근성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장애 이해 사진 및 UCC

서 일괄 관리하여 커리어넷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

공모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화·문자 통역 원격

으며, 커리어 플래너 기능을 상정하여 국민들이 자신

교육 지원, 시각장애인 대체 자료 제작 및 보급, 장애

의 진로계획과 포트폴리오를 웹상에서 기록하고 관리

학생 진로 직업 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향후 유관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용자 중심의 교수학습 콘텐츠 지원을 활

게 화면 구성을 개선하고, SNS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성화하여 웹 사이트 개선과 DB 구축·활용을 추진해

과 정책을 수립해갈 계획이다. 또한 이용 감소 추세에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도
교육부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도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정책 연계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및 공동 대응

•침해 사고 대응 및 복구 지원
•글로벌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예·경보 발령

•사이버 위기 경보 전파
•사이버 침해 사고 통보
•신종 해킹 탐지 패턴 배포
•침해 사고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보호 교육 지원

소속·공공 기관

시·도 교육청

•침해 사고 탐지 및 대응
•침해 사고 분석·지원
•사이버 침해 탐지 패턴 개발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센터(KISA)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위기 공동 대응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침해 사고 조치 결과 통보
•위협 정보 공유

대학
•침해 사고 탐지·분석·대응 활동
•침해 사고 예방·대응 활동
•사이버 위기 경보 전파 및 대응 활동

있는 초등학생의 참여를 위해 초등학생용 콘텐츠 개발
등으로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타 부처 보안관제센터

초·중·고 포함

부록

향후 모바일과 PC 버전을 통합하여 태블릿 PC에 맞

그림 1-4-2-4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다. 2013년에는 자녀의 진로 심리 검사 결과표를 학부

제2편 ICT 활용 기반

2012년 9월 첫 공시를 시작으로 정시 공시와 수시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를 교과 자료실, 교육 애플리케이션 자료실, 디지털북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셋째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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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정보화

3. 향후 계획

세계 최초의 국가 R&D 정보 지식 포털이다. 연구자뿐

2. 추진 현황 및 실적

교육부는 제5차 교육 기본 계획 (2014~2018년) 수

보는 물론 인력 및 성과 정보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NTIS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NTIS 1.0 (2006~2009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행정 기관의 개인

립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정부3.0 국정 과

NTIS는 국가 R&D 정보에 대한 범부처 공동 활용,

년) 단계에서는 국가 R&D 정보 수집 기반을 조성해

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 주체의 불안감을

제의 이행을 위해 2015년 4월 교육 정보화 시행 계획을

국가 R&D 중복 투자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

17개 부처·청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해소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수요자의 참여와 개방,

R&D 사업 관리, 연구자 간 공동 연구 촉진 및 연구 성

서비스 대상을 연구과제 관리자로 한정하고 범부처

2014년 8월 동 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계 법령

둘째 객관적·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맞춤 지원, 셋째

과 활용·확산, 기업의 R&D 정보 활용 지원, 과학기술

로부터 국가 R&D 정보를 수집한 뒤 데이터베이스화

과 제도를 정비하여 1만 2,000여 개 산하 기관에서 보

소외 영역을 아우르고, 넷째 교육 정보화 거버넌스 강

정책 수립 및 연구 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 R&D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수집된 정

유하고 있는 2,500만여 개 정보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

화로서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 교육청, 유관 기관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를 통합적으로 제공(one-way)하였다. NTIS 2.0

하도록 정책 지원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도에

로 세부 추진 과제를 취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NTIS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에서 주관하는

(2010~2012년)에서는 정보 연계의 범위를 확대했고,

2016년에는 시·도 교육청과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서는 과학기술 지

주요 서비스 대상을 정책 기획 입안자와 연구자까지 확

기관 홈페이지 9,590개를 점검해 시정·보완하였고,

국립대학까지 연계를 확대하여 대학 정보화 분야의 정

식·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유통을 위한 지원 기관을

대하였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제공하는 방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보화 주요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고, 각 기관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

식 (Two-way)을 적용했으며, 시맨틱 웹 개념을 도입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 사례집을

로 핵심 성과 지표를 도출해 중장기 교육 정보화 정책

40조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지원 기관

해 검색 및 시각화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2013년부터

배포하여 업무의 이해도와 효율화를 제고하였다.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동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

시작된 NTIS 3.0 (2013~2015년)에서는 클라우드 및

획평가원(KISTEP),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빅데이터 등 기술 환경 트렌드에 맞춰 정보 개방을 더

참여하고 있다.

욱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연구자, 기업

한편 2008년 2월 이후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
하여 사이버 침해 (해킹, DDoS 공격 등)로부터 교육행
정 기관의 주요 정보 자원을 보호하고, 사이버 침해 대

NTIS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중심으로 인식을 바꿔 사용자들이 더욱 친근하게

응 24시간 보완 관제를 실시하여 정보통신망과 주요

제25조·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활용할 수 있는 지능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2015

연구개발정보표준(현재 389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은

년 현재 정부3.0 및 창조경제 기본 철학을 반영하여 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시를 따르고 있다.

조·공유의 NTIS 3.0의 완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진

정보 시스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위협 정보 분석 대응 시스템을 확충하여 정보 수집 기

제2절

과학기술 정보화

능을 강화하였고,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기

제2편 ICT 활용 기반

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교육 기관의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국가 R&D 과제에 대한 정

경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

1. 개요

그림 1-4-2-5

부설로 ‘정보 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정보 보호
우수 인재를 전문 인력으로 조기 양성하기 위해 지원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왔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사이버 위협 예측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NTIS)는 사업, 과제, 인력, 연구 시설 장비, 성과 등 국

NTIS 개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업 공고
조 분평 결과
인력 정보
성과 정보
시설 장비 정보

대외

R&D사업 조사 분석
예산 분배 조정
온라인 평가

수집

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가공 (정제)

활용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4개 권역 대학

범부처

389개 정보 표준
조사·평가

표 1-4-2-4

대국민

2015년 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기관명

기관 수

사업 수

2013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교육부

1개

21개

101,805

86,561

86,833

소속 기관

5개

5개

1,178

1,444

1,254

유관 기관

6개

24개

12,460

24,507

22,442

교육청

17개

688개

323,755

307,275

257,562

합계

총 29개

738개

439,198

419,787

368,091

대표 전문 기관 (17)
[부처별 국가 R&D 정보 총괄]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주요 사업 관련 대표 기관

성과물 전담 기관

과제 관리 기관 (125개)
국가 R&D 과제 정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과제 관리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개별 기관(ASP)

예산/심의

대학·연구원

기업

자료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성과 관리

자체·상위·특정 평가

부록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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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5

NTIS 주요 추진 경과

2007. 4

NTIS 1.0

NTIS 사업 추진 계획 (2007~2009) 심의·확정 (과학기술 과기장관 회의)

2008. 3. 31

NTIS 2.0

NTIS 3.0

3. 주요 성과

NTIS 관문인 통합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국가 R&D 사

내용

일자
NTIS 대국민 서비스 실시

2010. 6

NTIS 고도화 계획 (2010~2012) 심의·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12

국가 R&D 정보 표준 제정 및 고시

2012. 6

정부·공공 기관 간 소통·협력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UN 공공행정상 수상

2012. 11

창조·공유의 NTIS 3.0 추진 계획안 (2013~2015) 심의·확정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2013. 11

범정부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 종합 개선 계획(안) 심의·확정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2014. 11

NTIS 기업 활용 서비스 강화 방안 심의·확정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NTIS는 정부기관 최초로 IT 서비스 및 정보 보호

대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제공 서비스는 성격에 따

체계의 국제 규격인 ISO 20000 (2008년), ISO 27001

라 정보 분석, 현황 통계, 공유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9년) 인증을 연달아 획득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그림 1-4-2-6

NTIS 가입자 및 페이지 뷰
(2015년 11월 기준)
가입자 수 (누적)

사용자 만족도
246,821명

NTIS 4.0 발전 계획 (2016~2018) 수립
202,344명

자료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소개 브로슈어’, 2015. 10

156,616명
110,509명

표 1-4-2-6

NTIS 연계 부처·청 및 성과물 전담 기관 현황

부처

대표 전문 기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16,973명

대표 전문 기관

한국연구재단(미래창조과학부와 동일기관)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08

2011

2012

전담 관리 기관

성과물명

전담 기관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010

2011

81.2점

82.2점

2015. 11

2008

2012

2013

2014

2015. 11

631회

674회

2014

2015. 11

1인당 페이지 뷰 (누적)

467회
231회

294회

520회

363회

146회

연구자 (기업) 3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화학연구원
자료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운영 실적 보고서, 2015.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림 1-4-2-7

NTIS 제공 서비스 현황
주요 서비스 (5)

NTIS 통합
홈페이지
(단위 : 건,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과제

182,538

227,083

277,648

317,902

371,230

420,730

478,730

516,753

국가 R&D 참여 인력

94,000

105,000

117,000

129,228

140,217

152,635

162,785

162,559
3,931,975

성과(물)

965,182

1,341,291

2,023,637

2,383,149

2,555,089

3,353,889

3,590,217

연구 시설 장비

69,151

76,682

84,108

72,919

81,402

84,989

86,104

91,807

소계

1,310,871

1,750,056

2,502,393

2,903,198

3,147,938

4,012,243

4,317,836

4,703,094

현재 17개 부처·청 산하 대표 전문 기관 및 10개 성

200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대국민

과물 전담 기관과 정보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NTIS의 가입자 및 이용률은 지

R&D와 관련된 사업, 과제, 인력, 성과(물) 등 약 470만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 NTIS 전체

건의 정보를 확보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24만여 명인데, 이용자의 44%는 연구자이

국가 R&D
참여 인력 정보

•R&D 공고
•세부 사업
•세부 과제
•유사 과제
•제대 정보
•법령 정보
•평가 Navi
•정책 기초 자료
•조사 분석 통계
•자료 공유 서비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이력 정보 수정
•참여 인력 현황
•연구자 검색
•평가위원 후보 추천

국가 연구
시설 장비 관리
•시설 장비 등록
•시설 장비 관리
•시설 장비 제품
•시설 장비 통계
•시설 장비 인력

현황 통계 서비스 (4)

국가 R&D
성과 정보
•성과(물) 검색
•성과 검증 지원
•성과 통계
•선행 논문 검색
•성과물 수집 현황
•성과물 전담 기관

공유 협력 서비스 (1)

과학기술 통계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 인력
•과학기술 성과
•통계 분석

기타 서비스 (2)

과학기술
국제 통계
•지표 관점
•국가 관점

지역 R&D 정보

기술 정보

정보 공유 원스톱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 포털

과제 신청 원스톱

•지역 R&D 통계
•국가 R&D 통계
•기타/인력
•기타/연구 시설 장비
•기타/성과

•기술 수준 현황
•기술별 R&D 현황
•기술 예측 조사

•조사 분석 정보
•장비 정보
•국가 R&D 공동 활용
정보
•NTIS 클라우드

•사이언스 데이터
맵
•오픈 사이언스 랩
•과학 기술 데이터
개방

•과제 신청
•관심 공고 및
신청 현황
•부처별 과제 신청
안내

정보 공유 원스톱

정보 공유 원스톱

NTIS 통합
홈페이지

부록

자료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 설명 자료’, 2015. 12

•소개
•알림마당
•관련 자료
•현황 통계
•R&D 공고
•과찬의 말씀
•기술 정책 동향
•보도자료
•공지사항
•NTIS 웹진
•과학상식 퀴즈
•콜센터
•FAQ
•Q&A
•NTIS 모니터링단

국가 R&D
사업 관리

정보 분석 서비스 (3)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NTIS 내 연도별 DB 구축 및 서비스 건수
2008

2014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44%

과제 관리 기관
담당자
4%

자료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활용 가이드’,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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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처 담당자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80.1점

일반 이용자 17%

논문

소프트웨어

2009

78.9점

69.4점

78,294명

가입자 유형별 분포

성과물명

화합물
생명정보
생물자원
생명
신품종정보
자원
신품종실물

36,614명

77.1점

제2편 ICT 활용 기반

부처

53,955명

75.7점

76.5점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015

업 관리, 참여 인력, 연구 시설 장비, 성과 정보 등 15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단계

고, 33%는 기업 이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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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부 기관

4. 향후 추진 방향
향후 개방형 과학기술 지식 정보 허브로의 발전을

(DQC-S) 2레벨, 웹 접근성 인증, 개인정보 보호 인

위해 ‘개방형 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정부

증(PIPL)을 연달아 획득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안정

R&D 지원 서비스 고도화’, ‘NTIS 시스템 개선’을 추진

성·효율성·신뢰성 모두를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전략으로 삼아 ‘NTIS 4.0 발전 계획 (2016~2018년)’을

2015년 11월에는 NTIS 모바일 앱 서비스가 ‘앱 어워드

수립 중에 있다. 그동안 국가 R&D로 한정되었던 정보

코리아 2015 올해의 앱’에서 2년 연속 공공 서비스 분

를 국가 과학기술 정보, R&D 사업 전 주기 정보, 정책

야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2월에는 NTIS 모바일에 이

정보 등 유관 서비스 콘텐츠로 확대하여 국가 과학기술

어 NTIS 웹이 ‘웹 어워드 코리아 2015’에서 최우수상을

지식 포털의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통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합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도
록 데이터 확보 단계를 최소화하고 오픈사이언스 지원

표 1-4-2-8

최근 5년간 주요 인증 및 수상 내역

제1절

보건・의료 정보화

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지자체와 보건 기관이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반 마련, 활용 중심 특화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병·의원들이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별적·독

또한 국가 R&D 사업 전 주기 정보를 구축하여 계획-

립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정보 시스템 간 정보의

예산-집행-성과-평가가 연계된 환류 기반을 마련하

1. 개요

고, 연구비 집행 상황 종합 모니터링 체제, 출연(연) 성
과 공개 시스템 연계 등으로 국가 R&D 과제 기획·관
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적 공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된 이
유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질병·행위·검사·

보건복지부는 2005년 「공공 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

간호 등의 진료 기록 작성에 사용되는 의료 용어를 동

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공공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계

일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기

획」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분야 정보화 전략 계획(ISP)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을 수립하였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확산하기

해당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지역 보건의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이란,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에 확산을 완료하였다. 이 정보 시스템은 전국 보건 기

보장을 위해 다양하게 표현되는 용어들이 같은 의미를

전문 컨설팅 기관의 분석 결과 (2011년 LG 엔트루컨

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보건 및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념화한 용어 체계라고

설팅, 2015년 기술과 가치 컨소시엄)에 따르면, NTIS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와 보건 기관 진료 업

정의할 수 있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는 과거 보건의

는 유사·중복 과제 방지, 유휴·불용 장비 공동 활용

무를 지원하고 있다.

료정보표준화위원회에서 관리하던 보건의료정보표준

등을 통해 투자 대비 10배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

화 연구물 관리를 사회보장정보원을 지정해 위탁하였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후 2013년 10월 보건의료용어표준을 고시할 수

2. 추진 현황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료 정보 시스템은 2012년 1월, 전국 3,504개 보건 기관

자료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 설명 자료’, 2015. 12

제2편 ICT 활용 기반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 획득 (2015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인증 획득 (2015년)
•모바일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2015년)
•‘웹 어워드 코리아’ 공공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5년, 한국
인터넷전문가협회)
•데이터 보안 (2레벨) 인증 (2015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앱 어워드 코리아’ 공공 서비스 분야 2년 연속 대상 수상 (2014년∼
2015년, 디지털조선일보)
•DB 품질 데이터 관리 인증 (3레벨) 획득 (2013년,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UN 공공 행정 우수상 (2012년)
•e-Asia Award 최우수상 수상 (2011년, 아태지역전자상거래이사회)

제3장

복지·문화 정보화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벨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5년에는 데이터 보안 인증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중 처음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DQC-M) 유효성 3레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2014년 9월 9개 분야, 18만 5천여 개의 용어,
340종의 그림을 고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이를 추

료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통해 임상 관찰 장비

가·보완해 9개 분야, 23만여 개의 용어, 540종의 그림

의 측정 결과를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자동 입

으로 개정 고시하였다.

력이 가능하도록 표준 연계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적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로 추가한 것이 24,597건,

용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 등의 외부 통계와 정보 시스

변경한 것이 88,261건, 미완성 용어 보완 등 품질 관리

템 등의 내부 통계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

를 통해 수정한 것이 30,910건이다. 보건의료용어표준

해 지자체별 건강 수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

을 의료 현장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

부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2015년 지역 보건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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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지급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의료 기관의 교육 및 홍보 등

축한 후 5개 보훈병원과 310개 위탁병원에 용어 표준을

모든 업무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

적용하기로 했고, 지방의료원연합회·경찰병원·대한

강보험 급여 청구·지급 시스템과 별도로 병·의원 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은 기초생활보장·기

적십자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질병관리

연 치료 진료·상담료, 약국 의약품비의 신청·지급

초연금·보육·한부모 등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120여

본부 국립보건원이 주관하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및

관리 및 사후 관리 등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17개 단위 은행에도 용어 표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였다.

제2절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

복지 정보화

행되었다.

1. 개요

개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복지 급여 상담·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신청 및 조사·결정, 급여 지급 및 사후 관리 등 복지 업

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예방 서비스로 서비스의 형태

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 구축된 건강보험증 대

및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회

무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가 진화하는 등 국민의 욕구가 변하고 있다. 또한 빠른

여·도용, 보험 사기 등에 대한 분석 데이터 마트의 활

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해 2010년부터 운영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 노령, 양육 수당, 장애 수당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다양한 빅데이

용도를 높이고자 심층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요양

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등 83종 급여 (정기 급여 39종), 연간 18조 원을 사회보

터 활용 기술을 활용하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예방

기관 부당 청구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에 대해 범부처 확대

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중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업무 화면 구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이 출

추진을 결정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 사업 자격·수

지자체의 복지 급여 수급자 및 서비스의 수급 이력을 개

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출생에

현하고,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는 최신 부당 청구 유

급 이력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을

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다를

서 사망까지 방대한 건강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최

2013년 2월까지 구축하였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수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통일시켜 단 한 번의

내·외부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연계해 분석 및 예측할

신 자료를 연계해 신규 변수를 추가하는 등 부당 청구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근

조사를 통해 이를 여러 사업에 공동 활용하고 있다. 수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거가 마련되었고, 보장 기관의 사회보장 업무에 대한

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인적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첫째, 요양 기관 분석 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용 근거

정보는 22개 기관 59종 공적 정보 외에도 수급 이력 등

또한 반면에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신 성장 동력의

스템과 부당 수급 분석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급여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610종 공적 자료를 연계해 활용하고 있다.

중점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빅데

조사 업무 담당자와 부당 수급 업무 담당자 간 상호 협

이터 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

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 청구 관리에 있어 시너지

경에서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과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 부

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

당 청구 요양 기관과 부당 수진자 적발 모형을 고도화

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

하게 되면 이민자 가족 여부, 임신 기간 진료 유형, 원

로 예방 중심의 건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

거리 진료 등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 및 보험 사기

이다.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조사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M건강

여 체계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 급여 정보 시스템의 기

보험’이란 모바일 앱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건강보험 지

능을 개선하였다. 병·의원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료

출 내역을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요양 기

할 때, 수급자에게 급여 잔여 일수를 실시간으로 안내

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억제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노인 틀니

장구 대여 등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e음
지자체 사용자

지자체
업무 처리 담당

지자체
안내 상담 담당

지자체
복지 업무
처리

범정부
서비스
조회

소득 재산
조사

아니라 환자 등록부터 모든 병·의원·약국의 청구·

소득 재산 조사

조사·보장 결정

급여

변동·사후 관리

상담 및
접수

자격/서비스
신청 조회

조사 대상자
현황 조회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확인

급여 기초 자료
변동분 확인

변동 유형별
대상자 관리

상담 정보
등록

접수 정보
등록

공적 자료 연계
요청/수신

조사자 결정/
보장 결정

급여 지금액
확정

사후 관리 대상
도출/처리

원천 정보
제공 기관

국토부

행안부

통합 DB

복지 사업
정보

개인 및
가구 정보

자격, 수급
이력 정보

변동, 사후
관리 정보

인적/소득
재산 정보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소득 정보
재산 정보
인적 정보
전·출입 정보

통계
정보

국세청

통합 포털

범정부 업무 처리 지원

복지 사업 정보 조회
신청
원스크린 조회
연계 정보 관리

조사

급여

사후
관리

※ 1,2,3 유형별 맞춤형 기능 제공
개인/가구원 정보 관리

대상자 자격,
소득/재산

부처별
업무 처리

결정

조사/정보 제공 4유형
자격 정보 제공

5유형

자격/수급 이력 정보 관리

대상자 및 가구 정보,
자격 결정 및 수급 이력

병무청

부정 중복 수급 관리
부정 중복 기준 관리

건강보험공단
부정 중복 검토
대상 관리
국민연금공단

사후 관리 정보 관리
변동/부정 검토 대상
중복 수급 검토 대상

변동, 부정 및 중복 수급
조치 결과

연계 기관
고용부

교과부

보훈처

복지부

국토부

문화부

산림청

…

부록

범정부
복지 업무 담당

원스크린
조회

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공단 자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보험 급여 절차가

신청

범정부 사용자

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개발하였다.

사업으로 2015년도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상담

범정부

및 치과 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 치료에 대해 건강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성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급

그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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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 분석 시스템 고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공급자 중심의 치료 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공단과 협약을 맺어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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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범정부)은 전 부처의 360개

종, 2015년 62종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개선할 계획이다.

계 종수는 5.4배로 증가하였다.

셋째, 민간 영역과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민·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사회보장 제도가 양적으로

또한 2009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초기에

보를 DB로 구축해 일반 국민·지자체·각 부처에 제

복지 서비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역 자원의 효율

확대되고 다양성은 증가해왔는데, 사회보장 정보 시

는 기능 구현을 중심으로 이후 조금씩 보완해왔기 때

공하고 있으며, 각 부처 복지 사업의 자격·수급 이력

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복지 급여 수급자가

스템 운영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

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구축 기

정보를 통합 관리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사망할 경우 조속히 복지 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도

보 시스템에 의한 복지 제도의 운영과 업무 처리로 제

간은 짧았으며 화면 설계의 원칙은 없었고, 사용 편의

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중복 수

록 지원하는 사망 의심자 HUB 시스템의 활용 기관을

도가 확대되고 다양해질 수 있었지만, 사회보장 시스

성·화면 복잡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사회복지 공무

급 후보군 자료를 제공해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으며,

현행 17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사망 신고 지연

템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예

원이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담으로 작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58개 복지 사업의 복지 대상자

으로 인한 급여 과다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를 들어 정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 제도

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공무원들이 시스템의 다

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A값 및 직역 연금과 연

양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

및 급여 지급 업무의 처리 단계별 해당 부처의 업무 처

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확인 조사 주기를 연

동되는 기초 연금으로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정 수급 적발 위주로 운영되

리(신청-조사-결정-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회에서 월이나 분기로 단축하고, 자격 변동 정보의 급

또한 보육료 지원 사업도 선별 보육에서 무상 보육으로

어 수급자의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도 각 부처(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여 반영 현황을 월 1회로 변경하는 등 주기적으로 이러

변경하고 양육 수당도 도입하였으며, 시간제 맞춤형

온 반면, 시스템의 보유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복지 수

자를 발굴한 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한 내용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섯째, 복지 대상

보육을 2016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에 있다.

요나 수급 가능자를 발굴하는 기능은 부족한 실정이었

의뢰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 서

자가 아니더라도 단전·단수·단가스 등 사회적 위기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5년 현재 사회보장 정보 시

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8년 기획했던 사회보

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사각

스템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초기에 비해 많은

장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책·기술 등의 환경 변화를

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1-4-3-2]

반영하고, 향후 10년을 대비하고자 2015년 차세대 사

일곱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와 같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

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인 BRP/ISP

사업을 국민들이 복지로(www.bokjiro.net)에서 온라

는 4배, 복지 사업은 3.6배, 복지 예산은 2.7배, 정보 연

를 추진하고 있다.

2. 추진 과제

인으로 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복지 급여 계
보건복지부는 2015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신규 및

좌번호 변경 신청서 및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복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로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2014년 8월 범부처의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 조

여덟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사

(2014~2018)」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기본 계획에

업이 2015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정보

담긴 고용-복지망 연계를 통한 통합 정보 제공 및 개

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관리하는 것과 수급을 받

인별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복지 행정 효율화 지원,

는 데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반 조성 등의 정책 과제를

기능을 구축하였다.

이행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운영 초기 vs. 현재 비교
복지 대상자

복지 사업
2,700백만

4배

2015년

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격 정보 연계 확대 및 지

센터 정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원 자격 변동 관리 강화를 요구하였다. 연 2천만 원 미

이외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의 업무 처리 지

만의 이자·배당 소득, 재정 지원 일자리 소득, 고용보

원 시스템의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을 통해 국토교통부

험 가입 시 신고한 소득 정보 등을 신규로 연계해 수급

임대 주택 사업 금융 재산 조사 기능을 추가하고, 여성

자격 책정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

가족부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증을 전국에서 발급할 수

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활용하는 소득·재산·인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적 정보 연계는 2010년 21종, 2013년 48종, 2014년 59

의료급여증 발급을 위한 업무 처리 지원 시스템 역시

20조

2010년

데이터

2015년
정보 연계 기관

2015년
정보 연계 종수

43TB

45개

3배

1,183종

1.6배

14TB

5.4배

27개

2011년

2015년
일일 방문자 수

218종

2010년

2015년

2010년

동시 단말 사용자 수

138,957건

DB 서버 성능

2011년

44Core/352GB 2대
4배

5.3배

26Core/160GB 2대

961건

2015년

2015년

4,910건

4.3배
32,128건

2011년

2009년

부록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과 129콜

2.7배

101개

2010년

통해 지자체의 긴급 지원 및 통합 상담 서비스를 이관

55조

3.6배

700백만

아홉째,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상담사가 행복e음을

둘째, 2015년 4월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사

복지 예산
360개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그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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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복지 급여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되는 상황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 자료 등 복지 수급자 자격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복지 사업에 대해 서비스의 내용, 자격 요건 등 사업 정

2015년

2010년

2015년

172

173

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3. 추진 현황

금 관리 등을 자체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전

교직원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

비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통합 공시 포털을 정비하였

자 바우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보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외에도 바우처 지원 시스템, 예탁 관리 시스템, 보육 정

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간의 비용, 교직원 현

는 1개의 카드로 8개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자 바우

하는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 통합

책 DW 시스템, 어린이집 정보 공시 포털, 유보 통합 정

황 등의 정보가 비교가 가능해져, 시설 간 자율 경쟁을

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 유관 기관의 정보 자원

보 공시 포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2월 현재

통해 보육 시설의 운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소하였다. 2014년에는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해 부정

을 통합하는 사업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어린이집은 43,742개소가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운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전자 바우처 정보 제공 모

수행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어린이

영 중이며, 이용 아동 수는 1,496,671명에 달하고 있다.

산·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육 지원 신청·

바일 앱, 품질 평가 관리 체계 및 업무 지원 시스템 등

집 입소 대기 관리 및 통합 지도 점검 시스템 구축, e호

만 0~5세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는 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한 웹 포털이 여러

을 구축하였다.

조 및 영유아 예방 접종 정보 연계 등의 주요 고도화 및

령별로 22만 원에서 40만 원의 월 보육료를 전자 바우

개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해당 비용이 중복

2015년에는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복

기능 개선을 실시하였다.

처(아이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투자되고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

지부 외에도 다른 부처들의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은 전국 어린이집 원장이 사용

보건복지부는 2015년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흡해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맞춤

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금융 기관과 연계

하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복지부, 지자체의 보육 담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어린

형 보육 정책의 전면 시행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시간

시켜 효율적 지불·정산 처리가 가능한 ‘국가 바우처 운

당자가 사용하는 행정 지원 시스템, 어린이집안전공제

이집의 6항목 34범위와 유치원의 7항목 18범위에 달하

제 보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 급여의

그림 1-4-3-3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구성도

서울시
바우처 관리 시스템

조회

NPKI 인증

부모

결과

어린이집

회계 보고 시스템

자격 관리

바우처 생성

지원 사업

보육 결제

카드 신청

카드 정산

예탁금 관리

지자체 정산

단말기 관리

통계

지급 승인

계좌 검증

입소 대기
입소 대기
기준 정보 관리 기준 정보 승인
지도 점검 계획
관리

점검 및 처분
통계/현황

입소 대기
신청 현황

입소 대기
모니터링

교육 현황 조회

도움말

어린이집
회계 보고 현황

회계 자료
수신

예산 현황

결산 현황

예산 대비 집행
현황

현금 출납부

민간 업체별
결산 보고 현황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자격 수신

정책 안내

인터넷 결제

사업 관리

예탁금

보육료 결제

시설 관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조금 승인

시설 인가

보조금 신청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격 경력

통계

정산

아동 관리

종사자

희망 시설 검색 입소 대기 안내

입소 대기
기준 정보 관리

입소 대기
신청 현황

월 회계 보고

예·결산 보고

입소 대기 신청 입소 대기 취소

입소 대기
모니터링

지도 점검 관리

입소 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지도 점검
결과 확인

보육 교직원
교육 관리

행정 처분 관리

교육 신청 및
이수 내역 조회

행정 처분
결과 확인

(시도, 시군구)
서비스
관리

GPKI 인증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보육 비용 공시

어린이집

분석 현황

커뮤니티

결제

아동

보육 교직원

평가 인증 외

회계 보고 내역

업무 지식 공유 지원

지도 점검 내역

보육 정보 공개 API

부정 수급 내역

를 향상시켜 ‘일 잘하는 정부 (정부3.0)’에 기여하였다.
18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나타난 ‘따뜻한 복지

2011년부터는 금융 기관에 의존하던 결제 승인, 자

그림 1-4-3-4

전자 바우처 운영 체계도
서비스 및 카드 발급
신청 전송

행복e음
보육

주민

카드 신청
카드 결제 KB, 우리, 하나카드
이용 내역
예금 이체

자금 이체

이용 내역

잔액 관리

사회보장 시스템
(행복e음)

카드 제작
및 배송
전자 바우처 시스템

사
발 결 정 후
급 제 산 관
리

서비스
신청 등록

업무 지원
시스템

KB국민은행

시군구 주민센터
실명 인증

기타 기관

민원

(새올, G4C 외)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

결제 승인
시스템

ARS, Mobile, App

권한 관리

실현’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이 결정되었으

카드 제작 및 배송사
카드 발급
시스템

자금 관리
시스템

카드
제작 요청
서비스
대금지불

지자체
사업비 예탁

대금
지불 요청
수탁 금융 기관

보육 유관 기관 시스템

보육료

정보 공시 포털

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사업으로 바우처 대상을 널리

부록

홍보 관리

자의 신속한 추출에 따라 자격 심사의 용이성 및 정확도

금융 기관

계좌 검증
지출 결의

보육 정책 DW 시스템

고객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

계좌 관리

보건복지부

보육 소통 시스템

입하였다. 2008년에는 가사·간병 서비스, 2009년에

예탁 자금 관리 시스템

(부모, 보육직원)

지자체

연계,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 기능 개선으로 정확한 대상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행정 지원 시스템

모·신생아,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등에 바우처를 도

회계 관리 시스템
회계 관리 시스템

세입 세출 대비
진행율
지원 내역

아이사랑 보육 포털

따른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요건을 다양화하고, 공적 정보

민간
회계 자료
수신

민간 업체별
예산 보고 현황

을 구축해 노인 돌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산

확대하였다.
회계 관리 시스템

민간 업체별
회계 보고 현황

부당·허위 청구 근절을 위해 이상 결제 유형 및 기준에

제2편 ICT 활용 기반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사용자

보건복지부는 2007년 전자 바우처 통합 정보 시스템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는 서로 다른 정보 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회, 중앙보육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 업무 담당자, 보육

안전 공제

보육정보센터

자격 관리

평가 인증

가
입

중
앙

포털

인증
포털 평가
시스템

상
품

서
울

자격 관리
시스템

평가 인증 서식
관리

정
산

…

관찰 보고서 조회

서비스 대금
지불

본인 부담금
입금

이동통신사

이용자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제 승인

서비스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요청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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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8월 「에너지 바우처 시

바우처의 지급과 정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과제로 선정된 후, 2011년까지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기

전산화로 처리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자료 관리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

능 개선 사업 형식으로 기능을 확대해왔다. 2012년에는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운영 중인 온라

할 계획이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평상시보다 연료

급 기준과 동일한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 노인 (만

사회복지 시설에 표준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인 자체 평가 기능을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을 기

비 부담이 2배로 급증하는 등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을 포함

차별 중장기 정보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였다. 2013년

반으로 한 통합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이밖에

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지원이 절실하며, 정부가 에너

한 가구로서 지원 수준은 동절기 (12~2월)에 가구당

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 업무 재구축 및 일부 사회복

도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카드) 모니터

지 가격 정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저소득 가구의 에

평균 총 10만 원 내외를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한

지 시설 통합 대상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4년에

링 관련 기능과 사회복지 시설의 자체 안전 점검 관리

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다. 수급자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

는 2차년도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통합 대상자 관리

기능을 개발하는 등 지자체의 복지 시설 담당자의 행정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탄·LP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전자

체계 전환 완료 및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보강하였다.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 등 제도 정비를 마치고, 2015년에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
요금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 시설 대상 평가 담당자 및 현
장 평가자를 위한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회보장정보원, 23,000여 개 에너지 공급자 등과 협업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15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

업무의 전자화)에 따라 약 3만 4천여 개소의 사회복지

조의2에 의거해 3년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와 TF를 구성해 바우처의 전달 체계를 지원하는 운

시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사

영 시스템을 2015년 10월 말에 구축하였다. 사회보장

을 구축·운영하며, 사회복지 시설 업무 간소화·회계

회복지 시설 중 총 2,278개소(11종)의 사회복지 시설이

정보 시스템(행복e음)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접수와

투명성 제고·사회복지 정책 기초 자료 등을 확보하고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882개소(4종)의 사회복

선정 업무를 처리하고, 국가 바우처 시스템은 에너지

있다. 이 시스템은 2003년부터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지 시설이 평가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복지 시설

그림 1-4-3-5

가 업무만 온라인으로 운영되어 자체 평가 이외에 현장

전자 바우처 시스템 구성도

평가, 이의 신청, 각종 평가 관련 공지 등의 업무가 오

전자 바우처 통합 정보 시스템
사용자
바우처 포털
시스템

바우처 통계 분석 시스템
데이터
추출

비정형 데이터
분석

정형 데이터
조회

통계

결제 승인
시스템
결제 승인 처리

일반 국민

회원 관리

서비스 이용자

제공 기관 검색

자료실

제공 기관

참여마당/
커뮤니티
회원 정보

바우처 사업
위탁 기관

My서비스

승인

주관 기관/사업 관리

서비스 대상자 관리

바우처 관리

주관 기관 등록 관리

대상자 현황 관리

바우처 생성 관리

사업/서비스 목록 관리

자격 변동 관리

바우처 소멸 관리

사업/서비스 기준 관리

휴대폰 번호 관리

전자쿠폰 발급 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대비
실적 관리

모니터링

제공 기관/인력 관리

바우처 카드 관리

결제 단말기 관리

서비스 사후 관리

제공 기관 등록 관리

카드 발급 관리

단말기 신청 관리

의심 대상자 모니터링 제공 기관 변경 관리

카드 배송 관리

단말기 배송/개통 관리

부정수급 대상자 관리

제공 인력 관리

바우처 결제 처리

자금 관리

결제 승인원장 관리

서비스 제공 관리

복지 시설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품질 관리 업무의 비
이동통신사
(단말기)

인증번호 생성

서비스 제공 기록 관리

그림 1-4-3-6

소개

행복e음

사회복지 시설

대금 지급 관리

예탁금 정산 내역 관리

시스템 관리

바우처 결제 관리

사업 예탁금 관리

예탁금 이자 정산 관리

단말기 S/W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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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교육

대외 기관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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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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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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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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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맞춤 검색

기타 시설 종사자

실명 확인

온라인 보고

시군구

공공 자원 연계
연말정산

일반 카드사

네트워크

행정 업무 시스템

국세청

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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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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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카드 제작/배송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

중앙/지자체

지자체

사회복지 시설 통계 시스템

금융 기관

복지 정책 통계
부정수급 관리

모니터링 (지도 감독)

보조금 전용 카드 운영

전자적 처리

부록

주관 기관

수탁 금융 기관
시군구

포털 시스템

일반 국민

결제 승인 연계

사용자 관리

결제 승인조건 관리

공공 기관

SMS 중계 기관

후원 조회

데이터베이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대국민
연계 시스템

공통 관리

본인 부담금 납부 관리 예탁금 수정 신고 관리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구성도

ARS 시스템

카드 분실/재발급 관리 단말기 유지 보수 관리
예탁금/정산 관리

프라인으로만 가능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한 사회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서비스 안내

바우처 업무 처리 시스템

결제 승인 관련
기관 및 시스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 용어 표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2015. 12. 16)
- 사회보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시행 계획」,
(2015. 8. 11)
- 사회보장정보원, 「2015년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 (2015. 5)
- 사회보장정보원, 「2015년도 전자 바우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 용역」, (2015. 7)
- 사회보장정보원, 「2015년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2015. 6)
-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상반기 신규 및 고도화
사업」, (2015. 7)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컨설팅 제안 요청서」, (2015. 7)
-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2015. 5)

제2편 ICT 활용 기반

평가 사업의 전체 업무 처리 과정 가운데 시설 자체 평

참고 자료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한국에너지공단을 전담 기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사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행 계획」을 수립해 2015년 겨울부터 이를 최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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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내·외부 고

에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국민 건강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

객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위

DB 고도화’, ‘모바일 민원 서비스 구축’ 등 정보화 사업

다. 이에 따른 추진 전략은 ‘Biz Value Enabler’이란 비

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전 아래 선진 심사·평가 체계 구축, 대국민 의료 정보

섬기는 명품 연금 서비스 제공 및 섬세한 개인별 맞춤

2015년 4월부터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

서비스 고도화, IT 컨트롤 타워 역할 기반 마련을 3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

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44개 중앙 부처 및 기관, 17개

정보화 경영 목표로 세우고, 다각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다. 각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가 참여한 ‘정부3.0’ 체험마당 테마관에서 공단

추진하고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절

사회보험 정보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증진 및 IT 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운영과 효

주요 사업으로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를 통해

다. 특히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질병 예측

의약품 처방·조제 시 연령·병용 금기 등 의약품 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 체험 코너를 통해 정부3.0 국

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올바른 의약품의 사

정 운영에 앞장섰으며, 1조 5천억 건의 빅데이터를 활

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함

용해 대국민 서비스는 물론 산업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기를 만들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한국인건강지수

처방전 11억 2천만 건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졌고, 이

데이터센터’로 지정되어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를 생산

중 6천 4백만 건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가 의사

하는 국가 건강 정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와 약사에게 제공되었다.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DUR)

공단에서는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을 도모하고, 부적

고 있다. 특히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기 위해 ‘7단계 정보 보호 방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문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성능

있으며, 해킹 징후 발생 시 침해 사고 대응팀(CERT)을

제 의약품 처방·조제 563만 건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

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 장애 없는 정보

가동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정보

의료 기관의 편리한 전자 청구를 지원하는 진료비 청

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4대 사회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등에 정보 역

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매년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

구 포털 서비스(MCPoS)를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청구

보험’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국

량을 집중하고 있다.

및 점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

방식에 따른 이용 기관의 수가 기존 ‘EDI 방식 (유료)’은

1. 개요

해 2014년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한 망 분리 작업을

3년이 넘어서야 3만 2천여 개가 된 것에 비해, ‘웹 서비

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정보화 사업을 각각

자 등 급여 사전 제한 대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

시작했고, 2014년에는 본부의 망 분리 작업을 완료하였

스 방식 (무료)’의 경우 개통 6개월 만에 3만 6천여 기관

영역별로 추진하고 있다.

템을 구축해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했으며, 공단 자체

다. 이후 2015년에는 서울·강원 지역, 2016년에는 전

(44%)을 넘어섰다. 이후 2015년 현재 대부분의 요양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증진 및 IT 환경 변화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수원 정보 시스템을 구

국으로 이러한 망 분리 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이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운영과 효

축하였다. 또한 급여 관리 업무 고도화를 위해 2014년

공단이 2015년 하반기에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아울러 보건의료 정보 분석(DW) 시스템을 통해 최

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정

부터 개발된 ‘통합 급여 관리 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라 원주데이터센터 구축과 현 정보통신실에 대한 자

근 7년간 국민이 받은 90억 건의 질병 진료 및 검사, 수

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2015년 2월에 완료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원 조사, 이전 전략 및 종합적인 이전 계획 등 이전에

술 관련 통계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이를 위해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등 총 10개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벤치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나

킹을 실시했으며, 선행 기관들의 문제점 및 고려 사항

타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미니 홈페이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이전을 준비

지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등 의료 기관의 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다.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요양 기관

그림 1-4-3-7

국민 건강 알람 서비스

그림 1-4-3-8

국민건강보험 자료 공유 서비스

의 업무 포털은 동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를 비롯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실시간 정보 알림 서
비스, 기존 요양 기관 서비스 (81종) 등을 사용자 및 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
정성을 보장하고, 내·외부 고객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

로세스 중심의 메뉴 체계로 통합시켜 개편함으로써 요
양 기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부록

공단은 2014년 요양 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자격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제2편 ICT 활용 기반

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 추진 현황

은 “누리세요! 따뜻한 복지”란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 국민연금공단,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정보 시스템 개발」,
(2015. 10)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Post 차세대 시스템 구축 BPR/ISP 컨
설팅」, (2015. 4)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
략 계획(ISP) 수립」, (2015. 4)
- 건강보험공단, 「스마트 건강보험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 (2015. 4)
- 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및 수진자의 적정 진료 관리를 위한 부당
청구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5. 3)
-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신규 급여 관리 시스템 개발」,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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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다. 국민연금공단

을 위한 업무 체계 개선’, ‘사전·사후 업무 강화를 통

3. 주요 성과 및 이슈

4. 향후 추진 방향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섬기는 명품 연금 서비스 제

객 응대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업무 환경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에 대한 연

공,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ICT 조직·인력과

‘전사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한 지능형 IT 체계 구축’ 등

관한 ‘공공 기관 정부3.0 실적 평가 점검’에서 우수 기

구 용역과 ISP 컨설팅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빅데이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시행하였으며, 경영 정보

과 관련한 41개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담아 국민연금

관으로 선정되었으며, 4대 사회보험 자격 정리 자료 교

및 U-Health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RP) 역시 재구축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효율

공단의 Post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주의 알람 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적 활용을 통해 연금 가입자·연금 수급자·장애인들
까지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의 대체 수단인 NPS번호 를 각종 명부 출력 및 업무

에 정보 공개 메뉴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연결된 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공개·개발 확대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조회 화면에 확대 적용해 기술적 정보 보호 체계를 한

보 공개 포털을 구축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 앞서

정책·학술 연구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보호 및 정보 보안 분야를 강화하되, 사용자의 편의성

층 강화했으며, Windows XP 보안 패치 중단에 대비해

2015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 기관 협업 과제

3.0을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또

과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우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OS 영향도 분석

발표회에서도 ‘4대 사회보험 자격 정리 자료 교환 시스

는 기관 간 자료 연계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

국민연금공단은 미래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을 완료하였다. 2014년에는 전국 모든 PC를 안정적인

템 구축’으로 최우수 기관(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

응하며 경영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BPR/ISP 컨설

OS로 변경해 보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의약품 안

한 장기요양 통합 정보 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 완료

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공단 성장을 뒷받침할 ICT

또한 소중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연금 업무 시스템

심 서비스(DUR)를 통해 약화 사고 가능 처방 563만 건

할 계획이며, 장기요양 부당 청구 감시 시스템(FDS)을

분야의 6개 전략 방향을 설계하였다. 6개 전략 방향은

의 개인정보 DB 암호화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

을 예방하고 연간 약품비를 20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활용해 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모바일과 GIS 시스템을

‘미래형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1인 1연금 시대 구현

정이다.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2년부터 연속해 ISQua(국제의

통해 직원들이 인정 조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료질관리학회)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데

처리하고, 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터 품질 관리의 성과로 2014년에는 심사 시스템에

만들 계획이다.

목표 정보화 Big Picture

대민 서비스

Post 차세대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지역

채널계 시스템

기간계 시스템

대외 연계 시스템

채널 통합 서비스

연금 업무 효율화 서비스

대외 통합 서비스

콜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
공동 연계 급여 포털

고객

고객 정보 통합 관리

고객 접점 확대

모바일 환경 접목

자격

NPS 신용도 모형 구축

대국민 안내 서비스 효율화

외부 자료 연계 고도화

급여

합리적인 업무 체계 개편

무결정 급여 관리

수급권자 사후 관리 강화

심사 활동 강화

복지 서비스 관리 체계 강화

장애인 지원 장애 심사 판정 일원화

홈페이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효율적 사후 관리

EDI

노후 준비

통합 정보 체계 구축

노후 준비 서비스 전문화

웹 팩스
자산 운영

웹팩스

지사 경영 정보

PDW 시스템
예측 경영
지원 정보
고객
통계 정보

지사
경영 정보
자격
통계 정보

급여
통계 정보

PDW

예측

기타 통계 자산 운영 통계

의사결정

KMS

Navi EDMS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Big Data

가입 통계 급여 통계

전자 결제

심사
시각화

Big Data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

리스크
분석

노후
준비

정책 평가

Curation

LBS(위치 정보)

GIS(지리 정보)

ICT 서비스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사무 환경

정보 보안 시스템

Help Desk, ITSM, ITACS 통합 서비스

When/Where 서비스체계

개인정보/위협대응 서비스

조회

Help Desk

요구 정보
대응 정보
진행 정보
지식 정보

모니터링

서버 기반
개인PC

다채널
지원 업무
SW

모든 정보
중앙 저장
상황 분석 이상 징후 탐지 경고, 알람 보고서

통신망

서비스 관리자
(RM)

본부

스마트워크센터

1) NPS번호 : 11자리 숫자로 무작위 연번 형태로서 개인, 사업장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

이동민원

통합 모니터링

공적연금
연계

대외 연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금융결제원
금융 기관
카드사
국세청
행복e음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민원24시
병무청
대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용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보안 인증(DQC-S) 2레벨을 획득하였고, 2015년 5월

서비스의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해 업무 혁신을 유

기준으로 8만여 기관이 요양 기관의 진료비 청구 포털

도하고, 새로운 IT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기관 및

서비스에 가입(94.7%)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업 사용자에게 정보화의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에 ICT센터를 구축해

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지자체의 의료 기관 인·

2015년 5월 3無 원칙(無중단, 無장애, 無사고) 하에 1천

허가 신고와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신고를 통합하는 보

3백여 대의 전산 장비를 연 인원 1,000여 명을 투입시

건의료 자원 신고 일원화 구축 사업을 완성한 것은 물론

켜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

심사 지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분석 도구를 활용

의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개선, 취약

한 모형을 개발하고, 패턴을 수집·자동화해 심사자 편

점 개선, 인식 향상 등 정보 보안 시스템 및 관리 체계

의성 확보 및 심사 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지식 기반

개선을 통한 무결점 보안 환경을 실현하였다. 또한 꾸

심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준한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1천 6백억 건의 연금 데

청구 전 사전 점검 기능 및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진

이터에 대해 품질인증 최고 등급보다 뛰어난 데이터 품

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질 지수 5.3σ를 달성하였고, 정부3.0 공공 데이터 민간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시스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 개발, 유관 기관 협업, 데

운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주 이전에 대비

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

해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그린 ICT

다. 더불어 고객·업무·경영 측면 등을 고려한 공단

센터 구축 등 스마트 오피스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에 최적화된 빅데이터(과학적 분석 기법) 활용 기반을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치 중심의 의료 체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화하고, 의료 기관 간의 진료 정보 교류를 촉진하며,

부록

1355
콜센터

4대 사회
보험 연계

업무 효율화 서비스
연금마당

정보 분석 시스템

PDW 서비스

지사/본부

성과 평가

기간계 통합 DB

BSC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법무부

공적연금 연계

업무 지원 시스템

예측 경영 정보 서비스

기초연금
연계

대외 연계

정보 분석

경영 지원 시스템
신 경영 정보

4대 사회보험 연계

기금 운용 서비스

SMS

사업장

기초연금 연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모바일

연계 기관

제2편 ICT 활용 기반

이렇게 구축된 기반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축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단 홈페이지

1)

그림 1-4-3-9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업무 시스템과 관련해 주민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한 무결점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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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등을 골자로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콘

2. 정보화 시스템 현황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이후 현장에서 업무를 조회

가. 워크넷

하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도입 및

대한 설명, 실업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관련 서식

2011년부터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일 평균 방문자 수

자료 등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는 2011년 352,000명에서 2015년 8월 695,000명으

이밖에 모바일 서비스는 고용보험 민원 신청 (모성

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성장률(CAGR : Compounded

보호) 및 제도 소개, 건설 근로자 출근 관리 및 일용 근

Annual Growth Rate)은 18.5%로 나타났다.

로자 근로내역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보

워크넷(work.go.kr)은 1998년 11월부터 서비스를 개

대를 통해, 관계·공간·지식을 확장하는 융합형 스마

시해 구조조정의 상시화,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등 다

웹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는 기업 형태별 등

트 업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의 기관 운

양한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마찰적 실업의 최소화를

일자리 검색, 구직 활동 관리 (워크넷), 지역별·직종

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경영에

이루고자 구축되었다. 워크넷의 목표는 인재 정보, 일

별·근무 요일/시간/기간별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워

활용할 수 있는 경영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리 정보 등 각종 취업 정보를 구인 업체 및 구직자에

크넷 알바), 구인 공고 관리 등 워크넷 기업 전용 서비

도 고객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정보화의 운영을 위해 스

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통한

스 (워크넷 기업)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의 일 평균

마트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건 및 구축 절차를

복지 국가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방문자는 2011년 7,189명에서 2015년 8월 403,166명에

보강하는 한편, 분산된 보안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위

주요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능과 고용센

한 보안 포털 구축을 통해 진화하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터를 통한 오프라인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안전한 공단 업무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기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근무 지역별, 직종별, 기업
형태별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이르며, 평균 성장률은 173.7%였다. 또한 앱 다운로드
수는 누적된 숫자를 기준으로 2,822,796건이었다.
표 1-4-3-2

모바일 서비스 연도별 이용자 수
(2012년 1월부터 워크넷 일 평균 방문자 수 집계 포함)

온라인 구직 신청, 입사 지원 관리, 맞춤 채용 정보, 방
등이 있다. 또한 개인 경력 설계를 위한 직업 심리 검

제4절

고용・근로 정보화

사, 직업·학과 정보 검색, 직업·취업·학과 동영상,
직업 탐방, 직업 정보·연구보고서 등의 직업·진로

표 1-4-3-3

고
 용보험 홈페이지 연도별 이용자 수
(단위 : 천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8

일 평균 방문자 수
증가율

43
-

50
16.2

61
22

66
8.1

일 평균 조회 수
증가율

900
-

1,661
84.5

3,601
116.7

2,730
∆24.1

회원 수
증가율

3,678
-

4,281
16.3

4,952
15.6

5,418
9.4

(단위 : 명, 건)

구분
일 평균 방문자 수
증가율

2011

2012

2013

7,189 106,154 184,369
3,095% 1,377% 73.7%

2014

2015.8

314,236
70.4%

403,166
28.3%

앱 다운로드 수 (누적) 553,210 1,213,167 1,805,092 2,405,962 2,822,796
증가율
1,925%
119%
48.8%
33.3%
17.3%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직업훈련
직업훈련 전산망(hrd.go.kr)은 고용센터·지자체·
인력공단·훈련 기관 등의 훈련 과정·훈련생 관리·
훈련 비용 지원과 같은 직업능력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

한편 기업회원은 다양한 인재 정보 검색과 고용센터

1. 서론

66,000명이며 회원 수는 5,418,000명이다.

나. 고용보험

를 통해 온라인 e-채용마당(채용 대행) 서비스를 사용

로 지원한다. 이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대
국민 온라인 서비스로 훈련 기관·과정 정보 제공, 온

고용보험 전산망(ei.go.kr)은 고용보험 관련 행정 업

라인 수강 신청 상담 등 평생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맞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는 고용

를 지원하는 것이다. 워크넷의 일자리 정보는 유관 기

무(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 안정 및 직업

서비스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6개소에

능력 개발 사업 등)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

대국민 서비스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을 희망하

왔다.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용 정보

이른다. 지자체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3개 기

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의 생산 및 제

는 수요자들에게 구직자(실업자)·재직 근로자·기업

시스템을 활용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

관, 민간 기관으로는 잡코리아 등 8개소에 이르며, 중

공으로 효과적인 고용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등 훈련 대상별 훈련 과정·취업률·평가 등급·만족

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고용 서비스 정

소기업청 등 15개 중앙 행정 기관이 연계되어 있다.

춤 정보 및 개인 훈련 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살펴보면 기업과 개인(근로

도 정보와 평생 학습 기반 무료 학습 콘텐츠 및 직업

다음의 표는 워크넷의 연도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

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서

능력 개발과 관련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고 있다. 현재 공공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워크넷·고

기 위해, 일 평균 방문자 수와 회원 수를 나타내 본 것

비스는 사업장의 취득/상실/변경/전근/이직 확인서 신

을 통해서는 고용부 직업능력 개발 관련 사업 안내, 훈

고, 일용 근로자 근로내역 확인 신고 등 각종 신고 업무

련 기관·과정 정보, 관련 기관 위치 안내, 새 소식, 통

(단위 : 천 명)

용 서비스 전달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는 국
내 고용 정보 시스템 현황과 향후 사용자 만족도 제고
를 위한 품질 진단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4-3-1

워크넷 연도별 이용자 수

와 지원금/고용 창출 참여 신청 업무 서비스 제공 등으

합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의 내부 사

2011

2012

2013

2014

2015.8

로 구성된다. 개인 서비스는 개인 회원에게 육아휴직

용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

일 평균 방문자 수
증가율

352
14.6%

422
19.8%

467
10.7%

610
30.5%

695
13.9%

급여/실업 인정/심사/재심사의 온라인 신청 및 고용보

개발 사업에 대해 행정 업무 수행 기관 (고용부, 고용

회원 수
증가율

6,341
23.4%

7,862
23.9%

9,301
18.3%

10,591
13.9%

11,416
7.8%

험 가입 이력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과 개

센터,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기관 등)

인에게 모두 해당되는 공통 서비스로 고용보험 제도에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직업 훈

구분

부록

보화에 힘입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되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할 수 있다. 즉 오프라인 기능은 고용센터의 행정 업무

용보험·직업훈련 시스템 등의 주요 전산망은 주요 고

제2편 ICT 활용 기반

문 상담 신청, 취업 도우미, 이메일·SMS 알림 서비스

험 홈페이지의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현재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스마트 회의 시스템 확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텐츠를 개발해 사회 각 분야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다. 일 평균 방문자 수는 연도별 추이를 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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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ata base)를 분석해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고 구분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 속 문화융

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임무를 갖고 활동

79,000명이며 회원 수는 4,166,000명이다.

한다. 휴리스틱 분석은 전문가 집단이 실험 참가자의

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

하고 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사업 수행자

행동을 관찰하면서 웹 사이트의 사용성을 분석한다.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 시설 및 문화예술 단체 정보를

의 정산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해, 국가 문화 예술 지원

표 1-4-3-4

H
 RD-Net 연도별 이용자 수

구분

(단위: 천 명)

2013

2014

2015.8

일 평균 방문자 수
증가율

52
2.0

60.3
15.9

64.6
7.1

79.4
22.9

일 평균 조회 수
증가율

2,786
2.9

2,364
△15.1

2,559
8.3

2,791
9.0

회원 수
증가율

2,445
29.0

3,135
28.2

3,685
17.5

4,166
13.0

웹 사이트 완성도 분석은 웹 수집기(crawler)를 통해

문화 포털 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융성

시스템(http://www.ncas.or.kr)을 예술위원회와 전국

링크 오류 및 HTML 구문의 오류를 파악한다. 웹 사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IT를 기반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문화 재단3)에서 모두 활용하게

트 완성도 분석이 자동화 된 방법이라면 소프트웨어 테

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

함으로써, 각 기관 자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

스트는 수동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많이 사

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문화 정보화의 주요 사업을 차지

적 예산 절감은 물론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공유의 획

용하는 기능에 대해 일련의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한 후

하고 있다.

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였다

오류를 찾아낸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은 신속

이밖에 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장애
인 대상의 접근성 분석,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점

하고 정확한 공연예술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체계

2. 추진 현황 및 평가

검 등을 들 수 있다.

계 제공을 통해 공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공연예술

가. 추진 현황

3. 품질 진단 및 발전 방향

를 구축하며, 공연예술과 관련한 정확도 높은 산업 통
정보에 대한 대국민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012

2)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련 홈페이지의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현재

고 있다.
(1) 문화예술

품질 진단 방법을 살펴보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
사하는 방법과 시스템 자체만을 살펴보는 방법으
법은 ‘만족도 조사(횡/종단면)’, ‘FGI(focused group

제5절

문화 정보화

interview)’, ‘요구사항 분석’이 있다.
만족도 조사는 횡단면의 분석 결과를 통해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만족

1. 개요

도 조사의 종단면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질문 항목으

(2) 문화유산

련 지식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

문화유산 정보화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장 유물, 국

립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사이버

보, 보물, 지정 문화재 등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데

공간에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

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영구 보존

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하고, 국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유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창의적 전문 예술인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예술 전문 교육 기관으로, 예술

관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는 시스템별로, 각 시스템의 고객 구분별로 수행된

국정 기조로 제시하고, 문화가 국력의 핵심 요소이며

전공 분야의 학문적 영역을 탐구하는 일반 대학과 달리

국립중앙박물관은 2015년 12월 현재 69만 4,093건

다. 종단면의 분석 결과는 시스템의 만족도가 과거에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점

실기 및 제작 능력을 배양시켜 현장에서 바로 구현 가

의 소장 유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으며, 이 중 대국민

비해 증가하였는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하므로,

을 강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삶’을

능한 예술적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한다.

서비스가 가능한 2만 9,383건의 유물 정보 중에서 국

지난 한 해 동안 시스템에 발생한 개선 작업이 만족도

통해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보·보물 375건, 중요 소장품 3,285건 등을 포함한 1만

이처럼 문화로 행복한 삶의 구현을 위해, 2014년 ‘문

츠의 수집·디지털 자원화·보존·온라인 서비스를

8,319건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FGI는 분류된 고객 특성별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보

화가 있는 날’의 운영1)을 시작으로 관광 주간 실시, 생

통해 국악의 대중화, 문화 콘텐츠 산업 활용, 우리 문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직접 보고

다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요구사항 분석은 콜

활체육 참여율 제고, 예술인 복지 강화 등 국민들이 언

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선

센터 및 자유게시판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텍스트 데이

제 어디서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를

악 교육을 통한 국악 교육 활성화 및 고품질의 온라인

조들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

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분석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융·복합

국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터 일생에 이르는 모습을 조사·연구·수집하고, 이를

시스템 자체만을 살펴보는 방법은 ‘DB 및 로그 분

환경에 맞는 문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전시·보존하는 기관이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국

석’, ‘휴리스틱 분석’, ‘웹 사이트 완성도 분석’, ‘소프트

시 추진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관광 주간’ 등 주

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

립민속박물관은 총 68만 935건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

웨어 테스트’가 있다. DB 및 로그 분석은 누적된 운영

요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온라인 웹 사이트를 이용해
2) 문체부 문화 포털 : www.culture.go.kr
3) ‘국가 문화 예술 지원 시스템’의 사용 기관은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의 3개 지자체와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전남, 제
주, 충북, 충남의 12개 지역 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19개 기관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부록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포털 개편 문화 융성 체감 온도 높여」, 보도 자료, 2015년 1월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로 다년간의 조사 결과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만족도

국립국악원은 다양한 국악 콘텐츠의 허브로서 콘텐

제2편 ICT 활용 기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방

문화예술 정보화는 문화예술 기관이 보유한 예술 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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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통보, 정보 제공 등 등급 분류 및 추천 업무 전반을 온

츠 IT 인프라 구축 및 보급을 통해 경기 단체 대회 운영

한 2014년부터 전국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애인

카이브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라인으로 처리하며, 등급 분류에 대한 온라인 업무의

및 체육 정보화 행정 선진화, 체계적인 체육 정보의 수

용 대체 자료를 한 번에 통합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스포츠 및 경기, 실적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대체 자료 공유 시스템’을 개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 자료의 체계적인

5)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4) 관광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2년 개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도 방한 관광객의 유치 목

여가생활의 진작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종목

(7) 여건 조성

이후 다양한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하고, 박물관 종

표를 1,550만 명으로 하고, 다양한 해외 관광 마케

별 경기 단체, 장애 유형별 체육 단체 및 시·도 지부를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한 정

합 정보 서비스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브 DB 구축 사

팅 추진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

지원·육성하고, 유형별로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인 발

책 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단체의 정보화

업 추진을 통해 2015년 12월 현재 약 7,400점의 다양한

visitkorea.or.kr)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한국 관광 정

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2월 소치장애인 동계올림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이곳에

근·현대사 역사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픽에 대한 경기 영상 및 기사 통계 자료 제공을 위해 콘

서는 문화 정보화 전문 컨설팅 지원, 문화 포털(http://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관광 정보의 온라인 제공

텐츠 제작 및 포털 사이트에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www.culture.go.kr)을 통한 대국민 디지털 문화 정보

(3) 문화 산업

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특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 중계 사업을 추진하

서비스 제공, 문화영상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문화 PD

문화 산업은 문화적 자원과 창조성, 다양성이 결합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였다.

양성, 각종 사이버 침해로부터 문화 정보 자원을 안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대

국민체육공단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하게 보호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문화정보통합센

력이 창작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문화와 정보 기술이

한민국 구석구석’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400만 건의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를

터(IDC) 운영,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 유용성·시의

융합된 콘텐츠 산업이다. 출판, 영화, 음악 등의 기존

다운로드를 달성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

활성화하고자, 2014년 9월 스포츠 산업 진흥 애플리케

성 있는 통계 정보의 적시 제공 등 대국민 문화정보 서

산업과 게임, 콘텐츠, 지식 정보 등의 신규 산업 분야

어, 일본어 VisitKorea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이에 대한

이션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국민체

비스의 기반을 위한 역할 강화 및 기능 강화에 기여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육공단 산하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체육 지도자 자격

고 있다.

4)

로 나눌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가 표준 디지털 식별 체계

이밖에도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

제도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 지도

문화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인 문화 포털은 문화체육

(UCI)의 보급 확산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가 차

해 스마트 관광 표준 모형을 준용한 「스마트 강원 관

자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도자 자격 정보에 대

관광부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

원의 선진화된 유통 인프라(관리, 유통, 서비스 편의성

광 통합 콘텐츠」를 구축 및 공유해 정부3.0을 실현하

한 접근·활용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시켰다.

는 통합 문화정보 사이트로서 2015년에 개편·오픈하

제고)를 조성해 콘텐츠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

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며 공사-강원

고,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도-통신사가 모두 협력해 강원도 지역의 주요 관광

(6) 도서관

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http://www.culture. go.kr/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지 (143개소)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새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

wday)을 구축해 문화가 있는 날에 개최되는 다양한 문

법률」에 의거해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

로운 패러다임의 스마트 관광 ICT 서비스 창출을 기

며, 디지털 콜렉션 포털(dcollection.nl.go.kr)을 통해

화 행사 및 소식, 문화 시설6)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 및 영화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으로서 영화 기획, 투

대하고 있다.

도서 정보에 대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서비스를

있다.

였으며, 특히 2014년 1월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추진하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의 주요 업무인 소장 자료에 대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

(5) 체육 분야

한 DB 구축은 2015년 약 4만여 건의 원문 DB 구축을

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 관리 운영 주체

체육 정보화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환경 개선,

시작으로, 2015년 12월 현재 근대문학 자료, 낱장 악

마련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

로서 동 기금의 운용을 통해 각종 영화 진흥 사업을 추

우수 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경기 단체 지원과 육성,

보, 기소장 수증 자료, 아동문학·시·수필, 고서 등

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국어정보대사전, 한국어

진하고 있다.

올림픽 운동 확산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통해 전 국민의

총 40,067권, 8,056,385면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리

교원 자격 심사,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등을 구축, 운영

체육 활동 진흥 및 스포츠를 통한 체육의 범국민화를

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정보누리터를 구축, 장

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및 시

추진하고 있다.

애인 이용자의 도서 환경 개선을 통해 시각·청각·지

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 등급 분류 시스템(오알
스, ORs : Online-Ratings services)은 등급 분류 업무
온라인 처리 요구 대응 및 신청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대한체육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영상물 등급 분류, 외국인 공연 추천 신청·접수·결과

대회 운영의 전산화, 체육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스포

4)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 정보화 백서」, 2013년

체 장애인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

5) 대한체육회, 「2015년 국가 정보화 시행 계획」, 2014년
6) 2015년 12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문화 시설 1,753개

부록

영화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영화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자, 제작, 배급, 해외 진출, 기술 지원, 영화 정책 연구,

제2편 ICT 활용 기반

해 창조경제 시대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며, 상상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여러 콘텐츠 구축 및 온라인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으며, 6만 8천여 점의 유물 데이터, 7만여 점의 민속 아

186

187

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며, 소장 자료를 출판·영화·음반·방송 제작 사업

작 및 배포, 에듀넷 (교수학습 포털)을 통한 콘텐츠 연계

(6) 도서관

홍보 지원 분야는 국가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맞춰 공급하고 있다.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관

홍보와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

리·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공공 도서관(작은 도서
(3) 문화 산업

관 포함)에서 장서 관리, 대출/반납, 회원 관리 등 도서

정책브리핑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13건(Open api 8건, 파일데이터 5건)을 개방 서비스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에 UCI 총괄 시스템

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서

정책 내용을 34개 부처에서 제공받아 표준 XML 방식

였으며, 공공 서비스 23건 (수혜적 공공 서비스 13건,

을 이관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하고

비스의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나의 통

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3개 민간 포털 및 신문사

정책 정보 공공 서비스 10건)의 등록 조치와 2016년 1월

2013년에 범용 UCI 발급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였다.

합 회원증으로 책이음 서비스 (구 통합도서서비스)에

등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각 부처에서 생

2일에 시행되는 전자 결재 시스템의 원문 공개 연계 서

2014년에는 UCI 표준 패키지를 개발·배포하여 2014년

참여하고 있는 전국 공공 도서관의 이용 및 도서 대출

산한 뉴스·보도 자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

비스의 구현을 완료 조치하였다.

기준 UCI 등록 관리 기관을 36개로 확대하여 보급 확산

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KOLIS

중이며, 총 1억 7,000만여 건의 콘텐츠에 UCI를 부착하

II) 구축 등 대국민 도서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여 콘텐츠 산업의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정보 인프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

다. 뿐만 아니라 부처의 소식에 대한 안정적 연계 기능

속하고 빠른 정보 제공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해 2015년

을 위해 관리 도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7월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산업 합리화 및 유통 구조의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 문화의 해외 홍보, 국제 문

방문자 수가 257%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공

투명화를 위해 전국 영화관의 발권 데이터를 실시간으

화 교류,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담당하는

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해 시·도 산하 문화재

로 집계 처리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성공적

(7) 여건 조성

총괄 지원 기관으로,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단 및 국·공립 공연 시설 1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데

으로 정착시켰다. 법률로 개정된 영화관 입장권 통합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정보화 사업 고도화 및 지속

(www.korea.net)의 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 주요 이슈

이터를 연계하여 정확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시

전산망 의무 가입 법제화의 후속 조치로서 데이터 정합

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분야의 정보화

및 문화예술 등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종합적으

장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성 향상을 위한 발권 모듈 개선, DB 구조 리모델링 등

정책 개발 및 정보화 사업 발굴·추진을 진행해왔다.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영화 산업 유통 구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 기관 및 관련 단체의

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 정보화 촉진 및 정보화 사업을 지원한다.

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K-Culture의 세계적인 위
상 변화, 전통 음식, 전통 의류 등 한국의 전통 문화에

(2) 문화유산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콘텐츠를 보강하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소장 고화질 유물 이미

고 서비스의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 성과

대국민 문화생활의 향유 증진 및 체감형 문화융성을 확
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문화 포털은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알자’는 콘셉트

지 7,300여 점을 무료로 개방 다운로드 서비스하고 있

(4) 관광 분야

로 명료함·사용성·실용성을 갖추어 웹페이지 UI/UX

으며, 프랑스로부터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 222책 8만

한국관광공사는 정부3.0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를 개선하여 사용자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6,000여 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관광 정보를 민간 기업

문화의 달, 국가 브랜드 공모전 등 문화 정보 자원 통

한 문서철 281권 6만여 면과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

및 개인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Tour API 서비스

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문화 정보 서비스의 접

판 1만 1,000여 건을 공개하고 있다.

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37명의 개발자를 통

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문화 포털 방문자는 2013

해 249개의 관광 정보 활용 애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년 월 111,834명에서 2014년 월 231,995명으로 107.4%

가 창출되었다.

증가하였으며, 문화 포털 체류 시간은 2013년 874초에

국립민속박물관은 2015년 5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하
여 민속 자료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소장 유물 6만 8,000여 점의 데이터와 원본

서 2014년 974초로 11.2% 증가하였다. 더불어 해외 문

(1) 문화예술

이미지를 공개하여 외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민속 자

(5) 체육 분야

화 PD를 통해 한류 소식을 국내에서 소개하고 해외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4년에 구축한 미디어 콘

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인 정보

대한체육회는 경기 단체 경기 실적 종합 전산화 사

전파하는 통신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문화

업을 통하여 선수·지도자 증명서 발급 및 실적 관리

PD를 통해 제작된 영상은 총 670편, 블로그를 통한 홍

텐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210편, 공연·전시

화 발전을 위하여 5개년 ISP를 수립하였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8대 분야별로 정보화를 통한

확충 및 보안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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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해, 정책브리핑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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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하여 2015년 공공 데이터(www.data.go.kr)

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8) 홍보 지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3년 구축한 ‘파노라마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발급 종류 확대 및 개인 기록 관리

보물은 150편이다. 그리고 제작된 해외 문화PD 영상은

있다. 미술원 등 학내 무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민국’을 통해 박물관 소장 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간 약 15만 명의 선수·임원 등

유튜브를 통해 평균 조회수가 4,263회7)에 달하고 있다.

U-Campus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를 활용하여 개항 이후 근현대사를 시대 순으로 주요 사

록자를 위하여 신청 서비스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국립국악원은 ‘국악 아카이브’를 통해 2015년 현재

건과 함께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였다. 관련 사진과 동

절차를 개선하였다.

연간 3만여 명의 이용자가 약 8만여 점의 DB와 2,500

영상 자료, 상세 설명 등을 추가하여 제작한 온라인 역

여 점의 음향·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이용 중이

사 교육 콘텐츠로 홈페이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DVD 제

7) 문화PD 유튜브 채널 : 2011년 5월부터 운영, 구독자 수 6,437명

부록

271편, 교육 콘텐츠 80편 등 총 561편을 서비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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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지원

3. 향후 계획

해외문화홍보원은 전 세계 20만 개 서버를 활용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통해 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문화로 행복

제 어디서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리아

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환경을 활성화할 예

넷의 브랜드 사이트인 K-Store(kstore.korea.net) 구

정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축과 해외문화홍보원 모바일 기관 홈페이지를 제공하

고품질의 문화 정보 구축, 효율적인 문화 정보화 추진

여 이용자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

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고

제2편
ICT 활용 기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

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해를 돕기 위해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

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고, ‘문화로 행

며, 2014년부터 정부 정책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 정보

복한 삶’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

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정책 하이라이트’ 코너를 운

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

영하여 대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주요 정책 현황을 제

서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를 지속 확

제1부 ICT 산업 육성

공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

산시키고,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제2부 미래 네트워크

책은 별도로 ‘희망사다리’ 코너에 운영하고, 정책정보

을 위한 문화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다. 또한 국

별·계층별·생애주기별 등 8개 분야(저소득층, 취업

민들이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정보에 손쉽게 접

희망자, 근로자, 소상공인, 농어업인, 아동,청소년 등)

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문

로 나누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

화 정보 구축, 효율적인 문화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볼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정보화백서, 2013. 12
대한체육회, 2015년 국가 정보화 시행 계획, 2014. 11
국립국악원, 2015년 국가 정보화 시행 계획, 2014. 11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업무 계획,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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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정보 보호 로드맵, 연구개발(R&D) 추진 전

기술 현황

략, K-ICT 전략 등 사물인터넷 전 분야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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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IoT

가. IoT 정보 보호 로드맵 및 IoT 정보 보호 3개년

1. IoT 정책 현황

시행 계획
하고, 국가 현안 해결, 공공 부문의 효율화 및 민간 부

안전한 사물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

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는 ‘사물인터넷 정보 보호 로드맵 (2014. 10)’과 ‘사물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사물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

인터넷(IoT) 정보 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 계획 (2015.

해 2014년 5월에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6)’을 수립하였다.

사물인터넷 정보 보호 로드맵

비전

추진
전략

누구나 안전하게 사물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심 국가 실현

기반

Security Native

보안이 내재된 loT 기반 조성

기술

Security Frontier

글로벌 loT 보안 선도 기술 개발

산업

Security Premier

loT 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과제

•loT 보안 9대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디
 바이스 Dome, 네트워크 Dome,
서비스 Dome 기술
•loT R&D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IoT) 정보 보호 로드맵, 2014. 10. 31

스마트
안심 국가
실현

02
Technology
: Security
Frontier

03
Industry
: Security
Premier

•7대 분야 loT 서비스 보안 내재화
•loT 사이버 위협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안전한 loT 제품·서비스를 위한
신뢰 확보

•loT 보안 우수 기업 발굴·육성
•loT 보안 제품·서비스 수요 창출
•ICT와 Security가 결합된 맞춤형
loT Security Brain 양성

부록

01
Policy
: Security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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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사물인터넷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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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 사업 추진 등 사물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을

의 근본적 개선 ② ICT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

트워크(인터넷, 이동 및 근거리 통신, GPS 등)뿐만 아

성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보안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과 연계한 토탈 솔루

모 투자로 新 수요 창출, ③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니라 보다 저렴하면서도 광범위하고 저전력을 사용하

(security)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사물인터

션 개발 및 개방형 플랫폼 기반 IoT 서비스 제공을 위

수출 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④ SW·신 산업 분야에

는 IoT 전용 망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트래

넷 정보 보호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정보 보호 로드맵

1)

한 분야별(S-P-N-D-Se)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불

대한 9대 전략 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

픽 급증에 대비해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은 ① 보안이 내재화(內在化) 된 기반 조성, ② 글로벌

법 조업 어선 식별·긴급 구난 시스템 등 IoT 기술을

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제한 인터넷 주소 자원(IPv6) 기술 개발 및 활용이

융합 보안 시장을 선도하는 9대 보안 핵심 기술 개발,

활용한 부처 간 협력 과제 추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③ 사물인터넷 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2018년까

형 R&D 사업 등을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2)

이 중에서 사물인터넷은 SW·신 산업 분야 9대 전략

확산될 전망이다.
플랫폼 부문은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사 핵심

또한 사물인터넷 R&D와 연계하여 상호 운용성이

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7개 전

역량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개발 및 치열한 주도권

확보된 공공 서비스 표준 개발 및 oneM2M 등 사물인

략 업종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IoT 산업 초기의 시장

경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사물

‘사물인터넷(IoT) 정보 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 계획’

터넷의 국제 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표준화 기구

수요를 창출하고,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글

정보의 양적 확대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과 같이 소

은 사물인터넷 정보 보호 로드맵의 3대 전략을 실현하

(ITU, ISO 등), 사실 표준화 기구(oneM2M, IEEE 등)

로벌 기업·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국내 IoT 스타트업·

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 위해 수립하였다. 3개년 시행 계획은 보안 가이드를

및 기업 주도 연합체(AllSeen Alliance, Tread Group

벤처 등을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개발·보급하고, 민간 주도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얼

등) 등을 통해 표준화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심 국
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하며,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

다. K-ICT 전략

장비 보안 인증 제도’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성과 창출을 앞

또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센서 산업 육성’,

성의 ‘아틱(Artik)’, 샤오미의 ‘미홈(Mi Home)’, 화웨이의

‘IoT용 저전력 통신 기술 개발’ 등 IoT 산업 활성화에 필

‘애자일(Agile IoT)’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산업

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 점검 및 취약

및 공공 분야에서 사물간 연결·제어·관리를 위한 기

점 개선 등을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의 구축도 추진

업 주도 IoT 플랫폼의 등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당기고 ICT가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 개발, 글로

도록 ‘K-ICT 전략 (2015. 3)’을 수립하였다.

벌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 R&D 추진

동 전략은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ICT 산

계획 (2014. 12)’을 수립하였다.

2. IoT 기술 현황

- 관계 부처 합동,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사
물인터넷 기본 계획’, 2014. 5

제2편 ICT 활용 기반

나. 사물인터넷 R&D 추진 계획

애플의 ‘홈(Home) 플랫폼’, 구글의 ‘브릴로(Brillo)’, 삼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 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부는 사물인터넷을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육

업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연계한 R&D 추진 및 다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① ICT 산업 체질

이즈음에는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디바
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등의 부문에서 기술 확보를 위

사물인터넷 R&D 추진 계획

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전

디바이스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매스마켓과 벤처·

제2절

향후 전망

개방형 loT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라이프 실현

중소기업 중심의 롱테일 마켓이 공존함에 따라 웨어

목표 (2020)

러블·스마트카·스마트홈의 핵심 부품인 스마트 센

사물인터넷 관련 세계 시장은 연평균 26%씩 성장하

기술 경쟁력 세계 1등

서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며, 글로벌 대기업·전문 기

여 2020년 1조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SW 및 서비스

1등 제품

기술 격차

시장 규모

업(삼성·구글·애플 등)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에 벤

부문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1% => 5%

0종 => 20종

1.7년 => 1위

2.3조 => 30조

처·중소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비중이 높으나 2022년 전 세계 사물인터넷

기기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앱세서리 등을 통해 틈새

시장 매출의 60%가 플랫폼 및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할

시장을 형성 중이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BD 추진 과제
토탈 솔루션
IoT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통한
토탈 솔루션

원천 기술
글로벌 IoT R&BD First Mover
도약을 위한 P-N-D-Se 선도 기술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R&D 추진 계획, 2014. 12. 31.

1) 서비스(Service)-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디바이스(Device)-시큐리티(Security)

표준화
IoT 표준 맵 기반 loT
기술 글로벌 표준화

네트워크 부문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물의 폭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정 및 생산 효율화 등에

적 증가, 연결 범위 확대 등에 따라 연결 비용 감소를

사물인터넷이 적극 활용되면서, 다른 산업으로의 사물

위한 요구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현존 유·무선 네

인터넷 확산을 견인해나갈 것이다. 제조업의 디지털화

2)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정보 보안,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빅데이터

부록

사물 보급 점유율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그림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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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전 산업에 접목되어 지금까지 경험하

팅·빅데이터·센서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거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이 가

비용 절감과 함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속화되어 시장과 일자리가 확대되며, 생활양식과 사회

또한 사물인터넷은 첨단 의료 기기, 공장 자동화, 국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

방, 환경 등 산업 및 생활 전 분야에 확산되어 다양한

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서비스 및 제품이 보급될 것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
참고 자료

르면 공장, 운송, 물류, 도시 등 9대 전략 분야의 사물
11.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3년
93%
5%
2%
1%

2022년
37%
3%
30%
30%

CAGR
10%
17%
66%
90%

제1절

주요 업체
브로드컴, STMicron, 스카이웍스 퀄컴, 인텔, ARM, 삼성, 애플
AT&T, 보다폰, 텔레포니카, SKT
구글, IBM, 시스코
헬스케어(애플), 스마트카(포드), 스마트홈(삼성, GE)

기술 현황

9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현재 미래창조
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ICT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제조·금융·유통 등 주요 산업 분야별로 민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글로벌 사물인터넷 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 전망

구분
단말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빅데이터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물인터넷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시사점, 2014. 6
- McKinsey & Company, The Internet of Things: Mapping the
Value Beyond the Hype, 2015. 6

인터넷의 적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2025년까지 최대

표 2-1-1-1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로 전통적인 생산 공장에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컴퓨

간 부문의 수요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선도 사업을 추

1. 빅데이터 정책

자료 출처 : Machina Research, 2013 재구성

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유통 기반 마련 확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

0

50

100

150

그림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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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

도시

204

물류

9,300억~1.7조
2,100억~74조
가정
5,600억~8,500억
건강
9개 분야에서 2025년까지 2,000억~3,500백억

120

자택 감시

89

소매

88

3.9조~11.1조 달러
잠재 효과 전망

83

교통/유통
49

공공/스마트 시티

46

1,700억~17조

소매
700억~3.7조

40

의료

오피스

공장
작업장

1,600억~3,900억 4,100억~1.2조

자료 출처 : Verizon Report, 2015

자료 출처 : 맥킨지, 2015. 6

12조
1,451억 원

57조
1,770억 원

13조
1,830억
원

1만
5,322명

9만
910명

42만
7,991명

<2014년>

<2017년>

<2020년>

4,720억 원

고용 유발 효과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물인터넷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시사점, 2014. 6

관리할 수 없는 크기(volume)의 다양한 종류(variety)

있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중심의 정책 수

를 가진 데이터를 빠른 생성 속도(velocity)로 처리하

립을 지원하고, 선제적 공공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통

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 데이터의 진실성

합전산센터에 빅데이터분석과를 개설하여 분석 인프

(veracity)과 가변성(variability)을 추가하여 빅데이터

라의 운영과 함께 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를 설명하기도 한다. 데이터 저장과 네트워킹 비용의
획기적 감소는 현재의 빅데이터 시대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고, 그간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정보 시스템에서

2. 빅데이터 시장 현황

어의 확산으로 인한 모바일 데이터의 폭증, 사물인터넷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

(Internet of Things)의 확산으로 인한 센서 데이터의

한 바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2,013억

생성은 빅데이터 시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으로 2013년 1,643억 원 대비 22.5% 상승하였다. 매

우리 정부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적 가치

년 크게 증가하는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 일부

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

기업들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기 시작하였

원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으며, 금융, 의료,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서 초기 수요

수립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에 ‘빅데이

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 비

터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여 국내 빅데이터 시장 창

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빅데

출 및 확대, 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전문 기업 및 인

이터 분석을 확대하고자 파일럿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

력 양성,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

하고 있다. 2013년 230억 원 수준의 정부 투자가 있었

조성’이란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으며 2014년에는 49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시장

2015년 3월 발표된 ‘K-ICT 전략’에서는 빅데이터를

에 활기를 부여하였다.

부록

2조
8,00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정부3.0에서 표방하고

의 데이터 축적,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소셜 미디

2.3조~3.7조

IoT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치
2조
470억 원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유틸리티

생산 유발 효과

운송

128

금융/보험
엔터테인먼트

그림 2-1-1-5

9대 분야 IoT 경제적 파급 효과

제2편 ICT 활용 기반

M2M 접속 수 증가율 (2014/2013)

그림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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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으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거래·분석 서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공공 부문의 비중이 높은

비스, 컨설팅 서비스 등 서비스 부분의 기술 수준은 낮

점은 민간 수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

게 나타났다. 선진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

사한다. IT 시장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매출액 1,000억

급 기업은 62.6, 수요기업은 60.4로 국내 기술 수준을

원 이상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8.1% 수준으로 본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이터 유통을 위한 제도와 기반이 미흡한 형편이다. 두

향후 전망

번째는 해외처럼 특화된 분석 서비스 업체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
현재는 국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소

1. 빅데이터 시장의 주요 이슈

셜 분석, 지역 분석 제공에 그치고 있어 선진 시장처럼

국내 기술 수준이 낮은 거래·분석·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의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특정 고객에

이 도입을 위해 내부 연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선진국과의 수준 격차가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기술 이슈는 크게 세 가

세분화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활발한 활동

향후 도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크게 평가된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에서 평가

지다. 첫 번째는 사업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부족이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분야별 기술의 수준

전 세계 IT 시장에서 빅데이터 시장의 비중은 0.7%

하는 수준의 격차는 각각 3.3년, 3.2년으로 나타났다.

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해

격차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크게

수준인데 반해 국내는 1.1% 수준으로 나타나, 빅데이터

다른 IT 기술과 비교하여 빅데이터 기술은 빠른 성장세

외의 경우 사업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판매되고 있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래 및 분석 서비스 등

시장의 초기 구도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려면

데이터를 판매하고 중계하는 기업이 존재한다. 반면,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술 격차

만 서버와 저장장치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3.6년과 3.5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요기업보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 보호와 관련한

가 커서 이에 대한 발전 전략이 시급히 요청된다. 오픈소

한 인프라 중심의 투자 비중이 높아 서비스 및 분석 부

다 공급기업이 국내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했음에도

규제의 수준이 높고, 핵심 데이터를 생산하는 통신·

스를 비롯한 기술 공유 문화의 부재로 국내 업체의 기술

문의 성숙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 기술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

금융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지 못해 데

적 성장이 미흡한 것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많은 기업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부의 사업에 이어 민간 부문의 사업도 점차 증가

상하는 이유는 빅데이터의 성장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기술 속도를 공급사 스스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2-2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 (공급기업)
표 2-1-2-1

이터 공급 및 수요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구분

빅데이터 기술 수준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

공급기업 응답

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도입 초기 단계 수준으로 솔

수요기업 응답

루션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 수준은 평균 이상을 나타

국내 기술 수준 평가 (공급기업 vs 수요기업)
수준 격차 (년)

선진 기술
도달 시간 (년)

62.6

3.3

3.6

60.4

3.2

3.5

국내 기술 수준
(선진기술 100 기준)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 (수요기업)

[공급기업 100개 선택 빈도·중복]

56

48

45

482 458

41
31

30

26

364 342
332 329
236

19
5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시장 조사 결과

135
2

33

2
통신/
방송

금융 비즈니스 의료
마케팅/
컨설팅

공공

IT/ 물류/
신기술 유통

제조

13

학교/ 건설/
교육 토목

빅데이터 도입률 및 IT 시장 대비 빅데이터 시장 비중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시장조사결과

빅데이터 도입률

IT 시장 대비 빅데이터 시장 비중
표 2-1-2-2

8.1%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기준 도입률 : 3.9%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시장 조사 결과

공공 서비스

금융

물류/유통

의료

제조

통신/미디어

1위

위험 요소 예측/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98)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마케팅 (48)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마케팅 (126)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마케팅 (55)

비즈니스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185)

향후 트렌드
예측 (40)

2위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마케팅 (87)

비즈니스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36)

향후 트렌드
예측 (83)

비즈니스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46)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마케팅 (172)

기업 리소스 및
경쟁력 관리 (33)

3위

비즈니스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87)

위험 요소 예측/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36)

비즈니스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74)

향후 트렌드
예측 (41)

향후 트렌드
예측 (148)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마케팅 (34)

1.1%

● Global 기준 Bigdata share : 0.7% (IDC)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업무 – 수요 (산업별)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시장 조사 결과

부록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기준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제조 물류/ 금융 의료 IT/ 공공 통신/ 비즈니스 건설/ 학교/ 기타
유통
신기술
방송 마케팅/ 토목 교육
컨설팅

그림 2-1-2-1

[수요기업 908개 선택 빈도·중복]

제2편 ICT 활용 기반

3. 빅데이터 기술 수준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공급기업/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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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빅데이터 전망

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전망된다. 아직은 신중한 모

빅데이터의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관점으로 빅데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

이터의 전망을 살펴보면, 공급기업에서는 향후 높은

들의 견해이다. 2018년까지 빅데이터 수요기업들은 파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을 제조와 물류·유통으로 꼽았

일럿 테스트를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이 지속될 것으로

다. 빅데이터가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발전한다고 볼

예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용

때, 해당 업종의 적용이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사례,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적용 사례가 산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업별로 나타나면서 빅데이터의 도입이 활성화 될 것이

수요기업에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는 업
기대하고 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큰 의견의

요 창출을 위한 산업별 전략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수요기업의 경우 분명하게 드

예정이며,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

러나는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반면, 공급기업

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제1절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개발 환경·테스트

기술 현황

환경 등의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Platform as
a service(PaaS), 응용 애플리케이션·보안 솔루션

2016년 이후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참조 가능 모델이 풍부해지고, 실제 활용에 있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oftware as

1. 개요

a service(SaaS)로 구분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빅데이터의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사물인터
넷과 저장 분석 인프라인 클라우드의 발전에 힘입어 지

구축 방식에 따라 공용 클라우드(Public cloud), 사

성공 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혼용 클라우드(Hybrid

넷과 새로운 기술을 통한 풍부한 데이터 생성, 이들 데

유틸리티 컴퓨팅(Utility computing), 가상화

Cloud)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생성은 데이터 활용의

(Virtualization) 기술 및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는 실시간 셀프 서비스(On-demand self service),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 산업

(Software oriented architecture, SOA) 등의 IT 기

자원의 탄력성, 네트워크 접근(Access network)과

창출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술을 기반으로 정보 자원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

측정되는 서비스(Measured service), 자원의 동적 할

한 만큼 실시간(On-demand)으로 제공하는 모델이

당(Resource pooling) 등 5가지 기본 특성을 바탕으

다.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따르면 클라우

로 이루어진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드 서비스는 크게 인프라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표 2-1-3-1

클라우드 서비스별 기술적 특징 및 대표 서비스

서비스 유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기술적인 특징

대표 서비스

•(확장성) 서버 수, 스토리지 볼륨 등 자원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탄력성) 신속한 자원의 추가와 삭제가 가능
•(즉시성)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프라 자원의 신속한 할당
•(사용량 과금) 시간/분 단위의 과금 체계 가능

•가상 서버
•스토리지(NAS, SAN)

플랫폼 서비스
(PaaS)

•(운용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로드 밸런싱, 모니터링, 고 가용성 구축 가능
•(서비스 연계) IaaS와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확장성, 운용 자동화 등 구축
•(배포 관리) 단순 개발 플랫폼 제공뿐만 아니라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제공

•DevOps (개발, 운용)
•Test 환경
•서비스 배포 관리, API 등

•(공유 활용) 소프트웨어 인스턴스 하나를 여러 이용자가 사용하는 멀티테넌시(Multi-tenancy)
기술을 통한 공유 활용 환경 가능
•(커스터마이징) 이용자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자원을 손쉽게 맞춤 구성하여 화면, 메뉴, 로직 등
손쉽게 적용 가능
•(보안) 소프트웨어 인스턴스 하나를 여러 이용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 간 보안 체계 가능
•(확장성) 소프트웨어 인스턴스 활용 시 급격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가능

•전사 자원 관리(ERP)
•고객 관계 관리(CRM)
•업무용 솔루션 (Office)
•이메일(E-mail) 등

부록

인프라 서비스
(I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제2편 ICT 활용 기반

3. 향후 빅데이터 발전 전망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의 시범 사업과 함께 대형 수

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클라우드

리라 예측하고 있다.

종인 통신·방송, 금융에서의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은 현재보다 향후 성공 사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

제3장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습을 보이고 있는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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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영되었으나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요구사

관리(CRM) 등이 대표적이며 클라우드 서비스(Iaas,

다. 클라우드 스택의 주요 기능으로는 컴퓨터에서 다

항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IaaS

PaaS)와 연계하여 급격한 사용자 요청에도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NIST에서 정의한 5가지 특성을

수의 운영 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

와 연계하여 운용의 확장성,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사용자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통

바탕으로 기업 또는 기관에 효율적인 IT 자원 활용 및

의 다양성, 대규모 확장 가능한 인프라 관리, 자동 구

또한 최근 PaaS의 운용관리 측면에서 컨테이너(도커)

한 맞춤형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다.

빠른 시스템 구축, Green IT,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

성 관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애플리케이

기술로서 확장되고 있다.

IT 지출 비용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확장, 고 가용성(High

팅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 요소로는 가상화, 분산 처리

Availability)을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SaaS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출

도커(Docker)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 애

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IT·제조·서비스 분야에

플리케이션 패키징, 배포 등을 지원하는 기술로 가상

서 SaaS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 높고 금융·의료 등

화 기술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상화는 하나의 컴퓨터

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더 많은

스 기반 기술, 서비스 관리 및 자동화 기술 등이 있다.

작된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이며, 오픈소스를

에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OS)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

SaaS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다양한 산업군 활용으로 연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인프라 서비스·플랫폼 서비

기반으로 개발 운영(DevOps)에 대한 환경 구현이 가능

주는 하이퍼바이저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도

결되어지리라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클라우드 컴퓨

스·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별

하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가상 머신 생성·갱신·삭

커는 하이퍼바이저와 달리 게스트 운영 체제(Guest

팅은 기술과 기술의 융합적 측면에서 현재 사물인터넷

로 독립적 활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간 유기적 연동이 가

제 관리를 위한 노바(Nova), 가상 머신 이미지 관리 서

OS)를 두지 않고 호스트 운영 체제(Host OS) 커널을

(Internet of things, IoT), 모바일(Mobile), 빅데이터

능하여 시스템의 운영 관리 및 활용이 용이한 구조다.

비스를 위한 글랜스(Glance), 대용량 객체 기반 스토리

바로 사용하여 가상화 대비 작업 처리량을 감소시키

(Big data)와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체 분석 및

인프라 서비스(IaaS)는 사용자가 서버·스토리지 등

지 구현을 위한 스위프트(Swift)가 대표적이다. 오픈소

고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구매 패턴 분석(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기술 융

IT 인프라 구축에 있어 원하는 인프라 환경을 쉽게 구

스 기반으로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탈피와 고가 라

PaaS는 현재 IaaS와 SaaS 중간 계층에서 가장 유기적

합), IoT 관리형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클라우드와

축할 수 있으며, 서비스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

이선스 비용 절감, 동적 프로비저닝 등을 목표로 서비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역할이 점점 확

사물인터넷 기술 융합), 모바일 개발 환경 및 테스트 서

하기 위해 자원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자동화 서비스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 스택 기반의 서비스 개발이

대되는 추세이다.

비스(클라우드와 모바일 기술 융합) 등 융합 서비스의

등을 지원하는 관리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된다. 최근

점점 증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는 기존의 ASP(Application

기반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용되고 있으며 클라

클라우드 스택(cloud stack), 오픈 스택(open stack) 기

플랫폼 서비스(PaaS)는 클라우드 계층 구조에서 인

service provider)를 확장하고 고도화시킨 개념으로 멀

우드 서비스는 신기술과 결합하여 파생된 융합 서비스

술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운영 관리, 기

프라와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이에 있는 일련의 미들웨

티테넌시(Multi-tenancy)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별

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능 개발 및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클라우드 스택은 클

어 계층으로 개발 환경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상

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가능한 구

라우드 인프라를 만드는 컴퓨터·네트워크·스토리

위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역할

조이다. 멀티테넌시는 확장성, 비용 절감, 데이터 백

지의 노드(node)를 관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

을 담당한다. 초기 PaaS는 물리적인 인프라상에서 운

업 등에 용이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조

3. 클라우드 정책 동향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전사 자원 관리(ERP), 고객 관계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별 구조 및 관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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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 행정안

심 클라우드 기술 R&D,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
화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년 행정안전
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클라우
드 친화적 제도 마련과 공공 클라우드 선도적 도입, 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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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공공 및 민간 부
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가상 머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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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와 도커 기술의 비교

그림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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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주요 클라우드 선진국에서는 ICT 트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직에서 공유해 사용하는 구조로 이용되고 있다. SaaS
그림 2-1-3-1

제2편 ICT 활용 기반

오픈 스택은 Rackspace 社와 NASA의 합작으로 시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데이터 저장 관리, 프로비저닝, 멀티테넌시, 오픈소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한 자원 배치·관리·컴퓨팅 환경 구성을 위해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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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

사업체(75.2%)가 클라우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2019~2021년)이 끝나는

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시행

2013년 국내에서 클라우드의 도입 비율은 3.3%에 불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의 목

하였다. 또 2014년에는 공공 부문 선도 확산(민간 클라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표를 제시했다.

우드 도입), 산업 경쟁력 강화(클라우드지원센터 확대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의 육성

9대 세부 추진 과제로는 1)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

운영),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

지원 근거 마련, 클라우드 발전의 장애 제도 개선, 이

드 이용 활성화 2) 정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3) 안전

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의 기

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마련 4) 클라우드 친화적인 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된 ‘클라우드

반을 강화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도 개선 5)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 지원 6) 클라우드

법률 해설서에 따르면 법 제정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법’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클라

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는 ‘K-ICT 클라우드 컴

기술 경쟁력 강화 7) 클라우드 해외 진출 촉진 8) 클라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우드 산업 발전과 이용률 개선, 이용자 보호 등에 초

퓨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

우드 전문 인력 양성 9) 클라우드데이터센터(CDC)가

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클라

점을 맞추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

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

있다. 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

우드 컴퓨팅 시장이 확대되고 대국민 업무 편의가 증진

다. 특히 정부의 정보화통계집 (2014)에 따르면, 미국

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

해 2018년까지 공공 부문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 선진국은 자국 기업체 중 40%가 클라우드를 활용하

략, 9대 과제로 기본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1단계 계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 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

또한 정부3.0 추진 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 정

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공공 부

부 구현’ 추진 과제와 연계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

문에서 클라우드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 G-클라우드

퓨팅 도입 및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고 2018년까지 정부통합전산

다. 하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 및 도입

센터(제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 구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2-1-3-2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국내 클라우드 정책 (일시)

주요 내용
공공 부문 선제 도입,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마련, 핵심 클라우드 기술 R&D, 활성화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 (2011)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 마련, 공공 클라우드 선도적 도입, 클라우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 (2014)

공공 부문 선도 확산(민간 클라우드 도입), 산업 경쟁력 강화(클라우드지원센터 확대 운영),
생태계 기반 조성 등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9)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발전, 이용률 개선 등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 (2015. 11)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선제적 도입을 위한 G-cloud 전환 가속화 계획,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산업 적용 확대,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 등

표 2-1-3-3

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1 클라우드 선도 국가 도약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정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1단계 계획(2016 ~ 2018)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 모멘텀 마련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마련

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의 이

굴,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 체계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

용률이 3.3% 수준인 현재에서 2018년까지 30% 수준으

요하다. 영국의 경우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조

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역량, 세계 시장

달에 중소기업(SMEs)의 참여가 약 85% 이상이다. 이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전략적 R&D를 추진하고 SW 연

를 통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적극적인

구 개발 투자의 비중을 9%에서 2018년까지 20%로 확

참여 유도가 가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대할 예정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

(CSB)의 역할로 클라우드 도입 확산에 대한 기여가 가

해 ‘클라우드 인력 양성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

능하며, CSB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 지원
목표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2018년 클라우드 이용를 30% 이상
•클라우드 기업 육성 : 250개(2014년) → 800개(2018년)
•클라우드 시장 4.6조 원(3년 누적) 형성(2014년 5,000억 원)

또한 다양한 기업군과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레퍼런
스의 발굴을 통해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

참고 자료
- NIST,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2009
- GAO, ‘Cloud computing – Additional Opportunities and Savings
Need to Be Pursued’, 2014. 9
- 관계 부처 합동,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 2015. 1
- 관계 부처 합동,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 2015. 11

하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 혹은 근간을 지
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 체계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는 대형 통
신사 및 SI 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이용자는 클라우드 마켓플레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

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통 구조가 친숙하지

클라우드 해외 진출 촉진

못했으며, 클라우드 마켓 플레이스의 홍보도 부족한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를 손쉽게 제공받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 경쟁력 강화

수 있는 유통 체계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록

클라우드 친화적인 제도 개선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클라우
드 컴퓨팅에 대한 인식 개선, 다양한 도입 레퍼런스 발

9대 세부 추진 과제
비전

1. 클라우드의 발전 방향 및 미래 가치

아울러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및 제도 개선, 중

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의 비전 및 목표

향후 전망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 계획 (2009)

제2절

제2편 ICT 활용 기반

획(2016~20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모멘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360만 개 사업체 중 270만 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라우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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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컴퓨팅은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사항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자원의 중요도를 지속적으로

맞는 퍼포먼스를 창출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안에 대한 우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함에 있어 비용 측면을

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융합 측

고려하기에 앞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고, 사용

면에서도 타 기술 기반 인프라 혹은 플랫폼 서비스로

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개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

라서 세계적인 클라우드 트렌드에 부합하여 국내 또한

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치

클라우드와 연계된 신규 융합서비스 개발, 서비스 고

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다.

제4장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정보 보호

도화, 서비스 다양성 등 클라우드 R&D 연구·개발에
기업은 유동적인 시장 환경에 따라 비즈니스에 적합
한 I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의사결정 시간과
적용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
심적 가치는 기업의 IT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하고 본 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 클라우

참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5.10
- 미래창조과학부 포털 : www.msip.go.kr
- 행정자치부 포털 : www.moi.go.kr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포털 : www.etri.re.kr
- 국제전기전가기술자협회(IEEE) 포털 : www.ieee.org

제1절

해 정보 보호 분야에서 선두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현재

기술 현황

1.6년에서 0.5년으로 줄여 나가고, 정보 보호 신규 시장
을 현재 6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Security No. 1) 발굴 및 기

1. 기술 개발 전략

술 개발은 시장 및 기술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
으로 핵심 기술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 위협,
국내 정보 보호 시장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34개의 정

을 뒷받침하는 사이버 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

보 보호 제품군을 분석하여 전략 제품군을 도출하였다.

보 보호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

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선진 국가와의 경쟁

술 진화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악성코드 대응, 보안 관

력 강화를 위해 10대 세계 일류 정보 보호 제품(Security

제 제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무선·모바일 등 정보통신

No. 1)을 집중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군

정보 보호 핵심 기술 개발 분야

시장 규모
<기존 보안 위협>
웜·바이러스,
불법 접근, DDoS,
불법 스팸, 웹 해킹
<신규 보안 위협>

10대
전략 제품

400억~700억

700억~900억

PC 방화벽, 안티 스파이웨어,
스팸 차단, 보안 운영 체제,
싱글사인온(SSO),
DDoS 대응

방화벽(Firewall),
웹 방화벽, VPN,
공인/사설 인증 서비스,
통합 보안 관리

DB 보안(접근 제어),
PC 보안, DRM

PKI
취약점 분석 도구,
로그 관리 분석 도구,
무선 네트워크 보안,
모바일 보안, 보안 USB,
보안 스마트카드, 홍채 인식,
유해 콘텐츠 차단

DB 암호,
얼굴인식

900억 초과
영상 수집 장치(DVR),
카메라(CCTV),
엔진/칩셋(영상)

침입 방지,
바이러스 백신,
보안 관제
영상 감시 관리,
영상 감시 지능형 솔루션,
사회 기반 시설 보안

-

• (지능형 위협) 악성코드 대응(침입 방지+바이러스 백신+취약점 분석 도구), 보안 관제(보안 관제+로그 관리·분석 도구)
• (높은 성장) 무선 보안, 스마트 기기 보안(모바일 보안+보안 스마트카드), 사회 기반 시설 보안
• (사회 안전) 영상 감시(영상 감시 관리+ 영상 감시 지능형 솔루션), 바이오 인식(얼굴 인식+홍채 인식), 콘텐츠 보안
• (개인정보 보호) 차세대 암호(DB 암호), 스마트 인증(보안 USB+PKI)

자료 출처 :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국가정보보호백서, 2015. 4

부록

무선/모바일 위협,
지능형 공격(APT),
사이버 사기,
개인/기업 정보 탈취,
사회 안전 위협

100억~400억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표 2-1-4-1

제2편 ICT 활용 기반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4월 정보통신기술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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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제품군으로, 차세대 암호·스마트 인증이

안 제품을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범죄 예방, 불법·유

이에 해당된다.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이벤트를 수집·분석하여 이상 공격 징후를 탐지한다.

통한 공격 징후 탐지 기술은 조직 내부의 정보 보호를

2013년 주요 성과로는 대용량 보안 이벤트에 대한

해정보 확산 방지 등을 통해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제

10개 정보 보호 전략 제품군에 대한 시장 수요적 특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내부로 유입되는 악성코드

수집 센서 및 분석 플랫폼의 설계와 조직 내부로 유입

품군으로 영상 감시·바이오 인식·콘텐츠 보안 제품

성, 국내외 기술 동향과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와 내부의 감염 PC를 탐지하고, 장기간의 대용량 보안

되는 실행 파일·웹 사이트·이메일을 수집하고 분석

을 선정하였으며,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다양한 접속

각 전략 제품군에 대한 주요 핵심 기술을 도출하였다.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군

도출된 정보 보호 핵심 기술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으로 차세대 암호·스마트 인증 제품을 선정하였다.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 및 개발
시기를 결정하였다. 국내 정보 보호 시장은 선정된 10대

점유율, 수출 규모, 미래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핵심 기술 중 수출 주도형 기술 개발을 통해 정보 보호

수입 대체형, 수출 주도형, 미래 성장형 3가지 유형으

수출 규모가 연 67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수입 대체

로 재분류하였다. 수입 대체형 제품군은 국내 시장에

형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점유율이 약 8%에서 약 40%

국산 제품이 거의 없고(국산 점유율 12% 이하), 글로벌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래 성장형 기술

경제 제품의 국내 시장에 대한 잠식 우려가 있어 시장

개발을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및 글로벌 보안

방어가 시급한 제품군이다. 무선 보안·스마트 기기

인증 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안·사회 기반 시설 보안이 이에 해당된다. 수출 주

기대된다.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 징후 탐지 기술

그림 2-1-4-1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APT 공격 징후 탐지 기술

통합 보안 관제 기술

명령 제어
내부 취약점
확인

최초 침투

정보 유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단계별 공격 징후 탐지

공격 징후
분석/
탐지 결과

연관 분석 및 APT 공격 탐지

실시간 통합 보안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결과 및 프로파일 정보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렇게 선정된 10개 정보 보호 전략 제품군을 국산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으로 무선 보안·스마트 기기 보안·사회 기반 시설 보

악성코드/감염 PC 탐지 및 프로파일링 기술

도형 제품군은 국내 시장은 장악하고 있으나, 국제 경
수 중심의 제품군으로, 악성코드 대응·보안 관제·영

내부 APT 공격 징후 시각화
내부 유입 악성코드 탐지

2. 기술 개발 주요 실적

정되어 원천 기술 선점을 통해 세계 신규 시장의 주도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공격 탐지

상 감시·바이오 인식·콘텐츠 보안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형 제품군은 장래 유망 기술로 선

내부 감염 PC 탐지

네트워크 트래픽

가.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 징후 탐지 기술 개발

감염 PC

감염 PC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방화벽

보안 장비

웹/메일 서버 등
기타 운영 장비

보안 관리 시스템

감염 PC
정상 PC
정상 PC

표 2-1-4-2

수출
주도형

전략 제품

선정 사유

기대 효과

① APT 공격 대응

국내 매출 1,084억 원 규모

수출 66억 원 → 연 220억 원

보안 관제

② 사이버 블랙박스

국내 매출 910억 원 규모

수출 1억 원 → 연 190억 원

영상 감시

③ 지능형 영상 감시

국내 매출 920억 원 규모

수출 미미함 → 연 250억 원

바이오 인식

④ 사용자 진화형 얼굴
- 홍채 인식

국내 매출 200억 원 규모

수출 미미함 → 연 100억 원

콘텐츠 보안

⑤ 유해 콘텐츠 차단

전 세계 시장 10억 달러 규모, UAE/
중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

수출 미미함 → 연 190억 원

⑥ 무선 침입 탐지

국내 시장 260억 원 규모

국산 점유율 4% (10억 원) →
40% (100억 원)

차세대 암호
스마트 인증

BYOD,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 정보 기반 동적 접근 통제 기술

공중 유무선망

사내 네트워크
Agent 및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한
서비스 이용 행위 정보
스마트 워크 서비스

⑦ 스마트 단말 보안칩

국내 시장 400억 원 규모

국산 점유율 12.5% (50억 원) →
40% (160억 원)

⑧ 산업용 통합 보안

국내 시장 750억 원 규모

국산 점유율 0%→ 30% (225억 원)

⑨ Cipherbase 기반 암호

MIT 선정 10대 유망 기술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시장 선점

⑩ 유니버셜 인증

인증서 대체 기술로 신(新) 인증
분야 개척

신(新) 인증 기반 글로벌 인증 시장
진출

자료 출처 :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국가정보보호백서, 2015. 4

그림 2-1-4-2

외부 유선망

공용 WiFi 망

모바일 망

사내
유무선망

웹 방화벽 인증
/방화벽 시스템

Device 접근 상황 정보 수집 시스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황 정보 수집 기술 포함)

사용자

Device 접근 상황 정보
수집 에이전트

MDM
서버

보안 정책 연동

사내
유선망
개인
사용 기기

NAC

기존 보안 시스템

탐지 정보
수집 에이전트의
상황 정보
사내
WiFi 망

Device 비정상 이용
탐지 시스템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BYOD,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 정보 기반 동적 접근 통제 기술, 2014. 2

Device 접근/사용
동적 통제 시스템

부록

스마트 기기 보안
사회 기반 시설 보안

미래
성장형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 징후 탐지 기술, 2014. 1

악성코드 대응

무선 보안
수입
대체형

핵심 기술

<기업/조직 내부>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구분

10대 전략 제품 - 핵심 기술 선정 사유 및 기대 효과

제2편 ICT 활용 기반

대용량
보안 이벤트

쟁력 (국내 매출 대비 수출 규모 6% 이하)이 부족한 내

210

211

제1부 ICT 산업 육성

다. 4G 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

하여 악성 여부 및 내부의 감염 PC 탐지, 악성코드 행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다.

기 위한 프로파일링 기술이 있다. 해당 기술은 국내외

‘2015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 개발 사업 종합 시

논문 (국내 5건, 국제 1건)에 게재되었으며, 2014년 총
3곳의 업체에 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나. BYOD,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 정보 기반
동적 접근 통제 기술 개발

4G 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은 4세대

행 계획’에 따르면 정보 보호 R&D는 정보 보호 산업 매

이동 통신망에서 DDoS(분산 서비스 거부, Distributed

출액 7조 원 (2013년) → 14조 원 (2017년) 달성, 세계

Denial of Service) 공격과 같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일류 기술 수준 대비 1.6년 (2014년) → 0.5년 (2017년)

와 음성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격을 탐

달성, 10대 정보 보호 세계 일류 제품 5개 (2014년) →

지하고 차단하는 기술로서, 이동통신망 인프라 보호에

10개 (2017년)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목

활용 가능한 원천 기술이다.

표로 추진된다.

-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국가
정보보호백서’, 2015. 4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 개발 사업 종합
시행 계획, 2014. 12

향후 전망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2절

2013년 주요 연구 성과로는 4세대 이동통신망에서

2015년 정보 보호 R&D의 중점 연구 내용으로는 정

Device)환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인의 기기를 활

의 데이터 트래픽 수집, 공격·비정상 데이터 트래픽

보 보호 세계 일류 10대 제품 신규 추진 및 기 추진 제

용한 업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업무 환경을 반영해

탐지, 데이터 서비스 기반 침입 방지 및 모니터링 기술

품에 대한 고도화 기술 확보를 통한 정보 보호 산업 경

개발된 것이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 정보 기반 동적

이 있다. 개발된 기술은 3곳의 업체에 이전되어 1개 업

쟁력 강화,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도모

접근 통제 기술이다. 이 기술은 BYOD 환경에서 비인

체는 상용화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상용화를 추진

를 위한 금융 사기 대응 기술 등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가된 기기의 사용 및 사용자 접속 등의 보안 위협을 탐

중에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은 국내외 논문 (국내 8건,

개발 추진,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잠재적 시장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기존 산업과 ICT

지하고, 기기의 접근과 사용 권한을 동적으로 통제하

국제 5건 : SCI(E) 1건 포함)에 게재되었고, 특허 (국내

수요가 큰 미래 정보통신 기술 융합 신 산업 분야를 위

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초연결·ICT 융합 시대에서 ‘사

는 기술이다(<그림2-1-4-2> 참조).

15건)로 출원·등록되었다.

한 정보 보호 핵심 기술 확보 등이 있다. 현재는 악성코

이버공간’은 제2의 삶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2013년 주요 성과로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

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

와 같이 ICT 환경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및 산

한 기기 접근 상황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비인가된 기

격 징후 탐지 기술 개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 정

업의 발달,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가 등의 순기능적 효

보 기반 동적 접근 통제 기술 개발 등 정보 보호 기술

과가 있지만, 이면에는 위험성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

개발 과제가 수행 중이다.

다. 이에 ICT 발달의 속도에 따라 정보 보호의 중요성

3. 기술 개발 주요 계획

근 통제 기술이 있다. 개발된 기술은 국내외 논문 (국
내 4건, 국제 2건)에 게재되었고, 특허 (국내 3건)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2월 ‘2015년도 과학기

출원되었다.

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술·ICT 분야 연구 개발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통해

순번

4G 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
4G 코어 망

모바일 봇넷
구성 좀비

Signaling
Data Traffic
Traffic, Siganling

HSS

MME

4G망 공격/
비정상 데이터 침입
모니터링 시스템
▼
탐지 정보

반복적인 스캐닝 등
단말/무선 자원
고갈 데이터 트래픽

4G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
▼

트래픽
수집 정보

대량 데이터
트래픽 발송

IMS

모바일 서비스
또는 Push 서버

4G망 제어 메시지
수집 시스템

Internet
망 부하/장애 유발
악성 데이터 트래픽
대량 유입

4G망 데이터
트래픽 수집 시스템

4G망 데이터

S-GW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4G 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 2014. 2

P-GW

악의적인
서버
대량의 Fin/Push
메시지 유입 등

주요 과제명

총 사업 기간

1

스마트 디바이스용 칩(ARM7/9/11,UICC등)에 최적화된 암호(ARIA, SEED, KCDSA 등)의 국가 인증 모듈 및 배포 체계 개발

2011~2015

2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정보 대체 기술 기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개발

2012~2015

3

파이프라인 시설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제어 시스템 인트라넷 보호용 침해 사고 이상 징후 탐지 및 다중계층 대응 기술 개발

2012~2015

4

1KB 이하 암호문 간의 연산을 지원하는 동형 암호 원천 기술 개발 및 응용 기술 연구

2013~2015

5

인 메모리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스마트폰 금융 사기 대응 기술

2013~2015

6

4G 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2013~2015

7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 징후 탐지 기술 개발

2013~2015

8

BYOD,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 정보 기반 동적 접근 통제 기술 개발

2013~2015

9

SDN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검역 시스템 개발

2014~2015

10

사이버 공격의 사전·사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블랙박스 및 통합 사이버 보안 상황 분석 기술 개발

2014~2016

11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결함 및 취약점 탐지 기술 개발

2014~2016

12

스크립트 기반 사이버 공격 사전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

2014~2016

13

자동차 전장 ECU 간 보안 전송 기술 개발

2014~2016

자료 출처 :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국가정보보호백서, 2015. 4

부록

PCRF

4G 무선 접속망

주요 정보 보호 기술 개발 과제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표 2-1-4-3

그림 2-1-4-3

1. 현황

제2편 ICT 활용 기반

BYOD(개인 소유 기기 활용, Bring Your Own

기·사용자의 접속 탐지, 기존 보안 장비와 연계한 접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개발

위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하

참고 자료

2015년도 과학기술 분야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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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투자 (2014년도 실태 조사 결과)
IT 예산 대비 정보 보호 예산 투자 비율

비전

1% 미만

1~3% 미만

3~5% 미만

5~7% 미만

7~10% 미만

10% 이상

2012

26.1%

13.6%

6.0%

3.4%

1.2%

1.6%

0.3%

2013

45.8%

28.5%

10.9%

3.2%

0.7%

2.0%

0.5%

2014

20.9%

11.2%

5.6%

1.4%

0.7%

1.1%

0.9%

△17.3%p

△5.3%p

△1.8%p

-

△0.9%p

0.4%p

△24.9%p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개념도
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사회, 창조경제 먹거리 산업화

목표

R&D 수준

보안 인재

침해 대응

정보 공유

정보 보호 5% 이상
투자 기업
(2014) 2.7% → (2019) 10%

세계 일류 보안 제품·기술
(2014) 3개 → (2019) 10개

최정예 보안 인재 양성
(2014) 1,000명 →
(2019) 7,000명 (누적)

사이버 안전 大진단
(2014) 150개 →
(2019) 1,000개

정보 공유 기관
(2014) 71개 →
(2019) 400개

1. 정보 보호 산업 기반 강화

2. 글로벌 원천 보안 기술 개발

•정보 보호 산업 체질 개선
•정보 보호 수요·투자 촉진
•정보 보호 산업 기반 강화
•융합 보안 등 新 시장 창출

•글로벌 사이버 보안 R&D 이니셔티브 확보
•ICT 신규 보안 위협 대응 기술 개발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보안 개발
•글로벌 Open R&D 추진

화·대량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가정과 국가에 막

되는 사회, 창조경제 먹거리 사업화’라는 비전과 중요

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인 혼란을 유발시키는 등 국

추진 과제를 담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

4)’을 수립하였다.

히 사이버 침해 사고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3.6조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정보 보호에 5% 이상 투자하는

원으로 자연 재해 피해액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기업을 2014년 기준 2.4%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확대
하고, 세계 일류 정보 보호 제품 및 기술을 10개 확보하

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戰 양상으로 진화하여 문제의 심

고 최정예 사이버 보안 인재 7,000명 양성, 1,000여 개

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ICT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 대진단 실시, 정보

반면,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공유 기관을 400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

(R&D) 등 기초 체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

략’의 추진을 통해 ICT 산업에서 정보 보호 산업의 비

측면에서는 정보 보호 시스템, 인력 확충 등 자발적인 투

중을 2014년 5%에서 8%까지 확대하고, 정보 보호 분

자가 미흡하며, 非ICT 또는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야 신규 일자리 1만 9,000개 창출, 정보 보호 기술의

보안 인프라의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격차를 1.6년에서 0.3년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최고 보안 인재 양성 및 정보 보호 실천 문화 조성
•수능 걱정, 경력 단절 없는 생애 全 주기 보안
인재 육성
•보안 인재 양성 인프라 강화
•범국민 정보 보호 실천 문화 운동 전개

시장

수출

일자리

기술 수준

•ICT 산업에서 정보 보호 산업 시장
비중 (2014년 5% → 2019년 8%)

•매출액 대비 수출액
(2014년 20% → 2019년 30%)

•정보 보호 업무 종사자
(2014년 → 2019년 1.7배 증가)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
(2014년 1.6년 → 2019년 0.3년)

7.6조 원

기대
효과

2014

15조 원

1.5조 원

2019

•2014년 ICT 산업 (약 150조)
정보 보호 산업 (7.6조)
시장 규모

2014

4.5조 원

55,000명

1.6년
0.3년

36,000명

2019

2014

2019

•연평균 15% 성장
융합 보안 신 시장 창출

2014

2019

•주요국 기술 수준 :
미국 (100%), 유럽 (88.2%)
한국 (79.9%), 중국 (72.7%)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정보 보호 산업 기반

그림 2-1-4-5

강화

정보 보호 제품의 기술 경쟁력 (보안 기능성·품질)
정보 보호 제품의 기술 경쟁력
CC 인증

성능 시험

보안 기능 중심

보안 성능 중심

정보 보호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시장 수요를 창
출하고 기업은 정보 보호 투자를 확대하여 핵심 ICT 자
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보 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과제
우리나라는 금융·통신·인터넷 마켓 등 다양한 분

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통해 가격 경쟁 (최

※ CC : 정보 기술 보안 평가를 위한 국제 공통 평가 기준 (Common Criteria)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4

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경험과 북한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 요인에 따라 사이버 공

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산업 육성뿐 아니라 국가 차원

격에 대한 방어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

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과 미래의 국가 정보

리 정부는 정보 보호 산업과 정보 보호 기술의 경쟁력

보호를 책임질 핵심 인력 양성 등이 균형 있게 추진되

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어야 한다. 이를 위해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에서

정보 보호 제품
도입 조세 감면 확대

•기업의 정보 보호 시설, 제품 투자 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7%→10%, 중견기업 5% 등, ~2017년) 기술
유출 방지 설비 등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는 5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신규 보안 인력 인건비

•중소기업의 신규 보안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보조 (월 최대 90만 원/1인)

고 강력한 자생력을 갖춘 정보 보호 산업을 미래 국가

표 2-1-4-5

정보 보호 우수 인센티브 방안

구분
정보 보호 투자
우수 기업 가점제

인센티브 방안
•우수 기업 : ISMS/PIMS 인증 기업, 정보 보호 준비도 평가 우수 등급 (AA등급 이상) 기업으로 정보 보호 현황 공개
•정부·공공 조달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時, 가점(0.5∼1점) 부여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부록

미래창조과학부는 높아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인식이 저조하고,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문 인력·기술

•민간 분야 주요 시설 보안 취약점 大진단 실시
•심층 탐지 체계 강화
•CISO 핫라인 구축
•전국 원스톱 정보 보호 지원

제2편 ICT 활용 기반

에는 국가 기반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4. 사이버 보안 복원력 제고

부
정

성장 동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정보 보호가 기본이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Security
Spark

추진
과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위협은 점점 지능화·은밀

소
구
연
·
업
기

※ (투자) 약 97% 기업이 정보 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5% 미만 편성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정보 보호 투자 강화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보 보호 예산 있음

그림 2-1-4-4

개
인

표 2-1-4-4

보
안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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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외 수출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보 보호 성능 평가’ 제도의 도입과 정보 보호 제품이 지

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술 확보

속적으로 안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를 위한 사이버 보안 원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용 가능한 경량 암호 개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필요하다.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헬스케어 등에 IoT

사이버전쟁 양상으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이용자가 별도로 작동시키거나

하여 에너지, 상·하수, 운송, 자동화 플랜트 등 사회

의식할 필요 없이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 기술

보호 서비스 대가 가이드’를 개발하여 정당한 정보 보

첫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신규 위

기반 시설 제어 시스템 보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

을 개발하여 사이버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호 서비스 대가(代價) 체계를 구축하여야 정보 보호 선

협, 기반 시설 제어망 보안 위협, 지능화된 사이버 위

히, 제어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산

한다. 또한 파밍·스미싱 등 전자 금융 사기 예방을 위

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협 등 3대 분야 신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혁

업용 방화벽과 망 분리 환경에서 안전한 망 연계를 위

한 능동형 모바일 결제 사기 대응 기술 등 생활 밀착형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 보

2)

신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 하드웨어 기반의 단방향 보안 게이트웨이 및 신뢰

보안 기술의 개발이 더욱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3)

IoT, 클라우드 등 신규 ICT 환경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센티브’ 제도와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정보 보호 활

새로운 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 보호 현황 (인력·조

스마트 카 등의 도입은 사이버 위협이 이용자의 생명

위하여 난독화, 가상 환경 회피 등의 분석 방해 기법이

직·교육 등)을 공개하는 ‘기업 정보 보호 현황 공표’ 제

위협으로 이어져 신속한 대응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적용된 지능형 신·변종 악성코드에 대한 자동 분석 기

국가 정보 보호 역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다. 따라서 IoT 기기 해킹 방지 및 통신 보호를 위한

술 개발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침해 경로, 사용된 악

는 국가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디바이스 보호 기술(Device Dome), 보안 게이트웨이

성코드, 공격 기법의 연관 분석을 통한 사이버 침해 사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

기술 개발(Network Dome)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고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서 생애 全 주기에 걸쳐 전문가로 성장하게 만드는 인

하며, 또한 장기적인 보안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하여 대
1)

용량 암호화 DB 처리를 위한 동형 암호 , 양자 컴퓨팅

를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하여 핵심 원천 기술의 개발

시대에도 안전한 Post-Q 암호 및 소형 프로세서에 적

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정예 보안 인재 양성

또한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력 양성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는 사용이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 기술 개발이

그림 2-1-4-7

대표적으로 우수한 주니어 화이트 해커가 수능 걱정
제2편 ICT 활용 기반

미국, 이스라엘 등은 정보 보호 기술을 사이버 안보

기반 패치 관리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핀테크 보안 시스템(Easy-Trust)

그림 2-1-4-6 안전한 산업 제어 시스템(ICS Secure Onion)

핀테크 보안 시스템(Easy-Trust)

안전한 산업 제어 시스템(ICS Secure Onion)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에너지, 상·하수, 운송 등 산업 제어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한 다중계층 기반 심층 방어 기술
제어 시스템 영역
(폐쇄망)

센서 계층

업무 시스템 영역
(내부망)

GUI

압력계

PLC
(응용 접근 제어)

산업용
방화벽

금융사
공격자
(사이버 사기)

신용도
분석

인터넷

사이버 사기
결제 대응

상하수
(센서)

운송
(센서)

신용 정보, 거래 정보 빅데이터

개인
연료계

이상 거래
탐지

타 금융사
신용 정보
공유

신용 정보 DB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온도계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한 핀테크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실시간 신용도 분석, 이상 거래 및 피싱/피밍 탐지 기술

인터넷 영역
(외부망)

단방향 보안
게이트웨이

에너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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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보 보호 투자

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보호 원천 기술의 개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저가 낙찰제 등)에서 품질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

개인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DB

핀테크 거래 사기 피해 예방, 피싱/파밍 등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 50% 이상 감소 (2014년 600억 원)
외부로부터의 제어 시스템 안전 영역으로 악성코드 외부 유입 및 제어기 계층의 제로데이 공격 차단
2018 ~ 2019 (2년)

ICS Secure Onion V1.0
(HW 기반 단방향 보안 게이트웨이)

ICS Secure Onion V2.0
(화이트리스트 기반 비정상 응용 접근 제어)

2020 ~ (장기적)

Easy-Trust
미래형 ICS Secure Onion 기술

2015 ~ 2016 (2년)

2017 ~ 2019 (3년)

사이버 심사관 V1.0
(신용 정보 기반 거래 승인)

사이버 심사관 V2.0
(지능화 된 신용도 분석 및 이상 거래 탐지)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1) 동형 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사칙연산을 수행하므로 대용량 암호화 DB 처리에 적합하며, 미래 ICBM 고도화 환경에서 암호 성능 유지를 위한 Post-Q 암호, 경량
암호 필요

2) HW 기반 단방향 보안 게이트웨이는 제어 시스템 안전 영역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 차단
3) SW 패치 무결성 검증 평가, 사전 시험 등을 통한 제어 시스템에 보안 패치 적용

2020 ~ (장기적)
미래형 사이버 심사관 기술

부록

ICS Secure Onion

2015 ~ 2017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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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형 사이버 보안 훈련장

민간 분야의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보장하기 위해 ‘정보 보호 특성화 대학’ 지정을 확대하

(Security-GYM) 과 같은 기반 시설의 확충도 함께 이

버 침해 사고 시 핵심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

이렇게 탐지된 사이버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

고, 軍·警 정보 보호 특기병 제도를 신설하여 경력 단

루어져야 한다.

한 국가 차원의 다중 보호막 개념인 ‘사이버 보안 대응

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민

체계(Secure Dome)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간과 공공 간 핫라인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절 없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
애 전 주기 정보 보호 우수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라. 사이버 보안 복원력 강화

다. 이를 위해 기존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나 악성코드

야 한다.

탐지 기반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공격의 신속

또한 잠재적 인력 발굴과 교육 기회 부여를 위하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사이버

한 탐지 및 대응 범위 확대가 가능한 ‘사이버 심층 탐지

여 정보 보호 인재 양성 전담 기관 지정 및 사이버 실

공격에 대한 사이버 보안 복원력 제고를 위한 공공 및

체계(DID : Detection In-Depth)’가 갖추어져야 하며
기존 유선망(PC) 중심의 위협 탐지 체계를 모바일, IoT

중
등
·
고
등

참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국가정보보호백서’, 2015. 4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그림 2-1-4-8

생애주기형 全 주기 우수 보안 인재 양성 개념도

영
재
교
육
원

수
시
전
형
/
특
별
전
형

정보 보호
특성화 대학

정보 보호 우수 인재
개술병·의경 선발

전
문
역
량
강
화

군 연계 교관 양성
프로그램 지원

보안 전문 업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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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보안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
군
·
경
연
게
프
로
그
램

사이버 예비군

그림 2-1-4-10 사전(事前) 예방 중심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Secure Dome)

잠재 인력 발굴

예비 인력 육성

경력 단절 해소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4)

전문 인력 강화

Secure Dome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침해대응센터

보안 기업

그림 2-1-4-9 실전형 사이버 보안 훈련장 구조

가상 기업 네트워크망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Hub

DDoS
탐지 대응

실시간 공격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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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심층 탐지

국군 사이버 사령부

Server

훈련장 서버

Router

Server
F/W

오프라인 교육 제공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IoT Device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대응

사이버
치료 체계

오픈 플랫폼 제공
F/W
Server

Router

ISAC

ISAC

ISAC

ISAC

ISAC

ISAC

정보통신

금융

교통

에너지

의료

교육
부록

정보 보호 동아리

대학·대학원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4) 가상현실, 가상머신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사이버 공격 훈련 실시

일반인 등

커버리지 확대

PC, 웹사이트 → 모바일·IoT, 사이버 트랩 등 탐지 대상 확대

대응 방식 개선

사후 대응 중심 → 사이버 안전 大진단 등 사전 예방 중심

분석 기술 고도화

C-TAS → 사이버블랙박스, 빅데이터 기반 인텔리젼스 사고 분석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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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 제조, 관광·안전, 스

(스마트 카, 지능형 교통 체계)), 환경·재난, 제조, 건

포츠 등 7대 전략 분야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 에너지)별로 사업자가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시

실증단지 조성 및 실증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 및 글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를 개발·보급하였다. 또

벌 기업의 경쟁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집적된 장소에

한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

서 시험·검증·상용화가 이뤄지도록 하여 사업화의

안 취약점 공개, 사후 관리 (보안 패치, 업데이트 제공)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5장

정부 시책과 시장 현황

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7대 분야(홈·가전, 의료, 교통

강화 및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 장비 보안 인증 제
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세계적인 사물인
터넷 보안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사물인터넷의 3계층

제1절

창의적 ICT 활용 추진

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심 보안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사물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을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

‘과학·ICT의 접목·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및 국민행

인터넷의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

하지 않고, 데이터센터에서 빌려 사용함으로써 전산실

복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농·축·수산·식품과 소상

쟁형 연구 개발(R&D)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축 대비 약 30% 이상의 저렴한 비용으로 IT 자원 활
용이 가능하다. 이는 IT 전문 인력이 없어 IT·SW를

공업·창업, 문화 관광, 주력 전통 산업, 보건·의료

1.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분야,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의 분야에 다양

가. K-ICT 전략 실현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 영세 기업의 IT 활용을 도와 경
쟁력 향상과 IT 시장 확대의 효과를 보인다.

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사회 전반의 경쟁
력 강화 및 산업 활력 제고, 범부처 협력 활성화 및 국

사물인터넷은 K-ICT 전략 가운데 SW·신 산업 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대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경쟁력도 급속도로 상승 중이

민 편익 증진, 상생 기반의 튼튼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야 9대 전략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와 협력한

세계(16.9%)와 국내(17.7%)가 공통적으로 증가할 것으

다. 그러나 2012년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이에 대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 7개 전략 업종별 실증 사업

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 속도는 세

등을 통해 IoT 산업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IoT 글

계보다 빠른 수준을 보인다. 이에 반해 국내의 클라우

로벌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기업·대기업 등과

드 비중은 세계 시장의 4.3%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2013년부터 신 융합 계획으로 부처 협업 기반

2. 사물인터넷(IoT) 정책 추진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비전

과학·ICT의 접목·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
목표
•국가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력 제고
•범부처 협력 활성화 및 국민 편익 증진
•상생 기반의 튼튼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

또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센서 산업 육성, IoT

어 클라우드 인프라(IaaS)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해서는 보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사물인터

용 저전력 통신 기술 개발 등 IoT 산업 활성화에 필요

Amazon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진출을 가시화하면서

넷 정보 보호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사물인터넷을 미래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 점검 및 취약점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내재화된

개선 등을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의 구축도 추진할

인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에 글로벌 융합 보안 시장

계획이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과 민간·공공 시장 창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생기 있는 지역 경제

 소상공업 창업(B)

•중소기업·자영업 분야 지속 가능 산업 생태계 구축

 문화 관광(C, T)

•문화관광 산업의 신 수종 산업화

 주력 전통 산업 등(E, M)

•과학·ICT 기반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혁신

 보건 의료(H, W)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 학습(L)

•평생학습 사회 구현으로 창의 인재 양성

 재난안전 SOC(S, I)

•21C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재난·재해 안전

인프라·기반 조성

법 제도 개선

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을

을 선도하는 9대 보안 핵심기술 개발, 사물인터넷 보안

나.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5
년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심 국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정보 보호 로드맵의 3대 전략

정부는 ‘2014년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국

법률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해 클라우드 산업 발전

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6월에는 ‘사물인터넷 정보 보

내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시장 수요 창출, 글로벌 경쟁력

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호 로드맵 3개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물인터

을 갖춘 사물인터넷 전문 기업 육성, 사물인터넷 확산

조성 등에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 보안 정책 수립과 관련된 이슈 논의와 기술 자문을

토양 마련 등 3대 중점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해 민간 주도의 ‘사물인터넷 보안 얼라이언스’를 구

먼저 초기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헬스케어와 스마

성·운영하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

트 시티 등 대규모 실증단지 2곳을 조성 중에 있으며,

부록

 농축수산 식품(A, F)

이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대형 SI 업체 등이 주축이 되

누구나 안전하게 사물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
7대 분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개화기로 빠른 성장세를 보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그림 2-1-5-1

협력하여 국내 IoT 스타트업·벤처 등을 글로벌 전문

제2편 ICT 활용 기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3.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기기, 네트워크, 서비스·플랫폼)을 대상으로 9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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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ICT 산업 육성

4. 빅데이터 사업 추진

8. 국산 SW 활용 확대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ICT의 융합을 통

고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해 금융 서비스의 혁신 및 이용자 후생 증진, ICT 기반 융

정보화시대가 정착되면서 모바일·인터넷·IoT의

교육 및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합 신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과 함께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이 급격

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

정부의 핀테크 관련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핀테

10월) 및 대·중소기업 동반 발전 방안 (2013년 6월)’, ‘SW

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경제 자

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공간과 업무 외의 시간에 편

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중심 사회 실현 전략 (2014년 7월)’ 발표를 통해 상용 SW

원(맥킨지)의 개념이 탄생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안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운영,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활발히 추진할 계

유지 관리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

획이다.

진하였다. 현행 도입가의 평균 8% 수준을 2014년에 10%,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은 정부3.0 계획
수립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스마트워크센터의 긍정적 효과

3.2
3.6
3.9

2015년에 12%, 2017년에 15%(검토) 내외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0.7

7.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수요 조사를 실시, 2014년 11개의 분석 과제를 추진하
였다. 또한 2013년 분석한 온라인 가격 데이터 수집을

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 유지 관리 요율이 평균 10%
22.0

43.6

통한 물가 생성 과제의 결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였고, 분석 결과
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분석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한 과제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갖추고 있다. 이에 민간과 공동으로 7대 유망 업종(제

23.1

원거리 출퇴근 부담 경감 (통근 시간 단축)
업무 성과 향상 (업무 생산성)
업무 연속성 향상 (출장, 지방 이전 등)
부처 간 협업 업무의 편리성

학업 및 취미 활동 (자기계발)
육아 및 간병 (가족 친화)
기타

조, 건강, 금융, 기상, 스포츠, 재난, 유통)에서 대표적

평창동계올림픽은 ‘빠르고, 편리한, 감동의 K-ICT

내외 수준으로 책정되어 발주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올림픽’이라는 비전과 함께 ‘세계 최초 5G 올림픽, 편

에 2016년 유지 관리 요율 인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

리한 IoT 올림픽, 감동의 UHD 올림픽 구현’을 목표로

업 대가 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5

삼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27일 관계

년 개정판)’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 요율 산정

부처와 합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ICT 추진 계획을 발

방법을 추가하여, 5등급 중에 3등급을 적용할 경우 도

표하였다. 5G, IoT, UHD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입가의 13%로 책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분리 발주

ICT 서비스·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올림픽의 성공적 개

제도를 통해 하도급으로 참여한 상용 SW 기업이 SI 기

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창의 우수한 ICT

업과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제값을 받을 수

인 빅데이터 분석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선도 프로젝트

중앙행정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상의 비효

서비스·제품을 향후 일본·카타르 등 주요 경기 개최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를 추진하는 한편, 2017년까지 시민 체감형 도시 문제

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2012년 세종

국과 해외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분

(교통, 주차, 에너지 등)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실증타

청사를 시작으로 주요 출장지와 교통 요지인 서울·국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리 발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운을 확산할 계획이다.

회·과천·서울역·세종2단계·연풍문·대전청사까지

5. 스마크워크 활성화 추진
6. 핀테크 산업 육성
ICT의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가상 협업, 클라우드

부가적으로 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특정 상표·규

등이 집중되는 지역, 인천공항, 광화문 등 주목도가 높

격·모델(알박기)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소프트웨어

은 지역에 5G 시범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평창 지역

법·제도 준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권고하고

을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5G 전파 자유 지역’

있다. ‘공공 부분 상용 SW 도입 점검 사항’을 개발하여

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평창에서의 시연·검증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 간에 기술력을 바

5G 사실 표준(Defecto Standard) 선점을 추진해 나갈

탕으로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ICT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

방침이며, 인천공항·광화문 등 기타 지역은 통신사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워크를 들 수 있다. 이

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금융 서비

자사망을 통해 시범 서비스용 주파수를 지정해 추진할

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

스와 비교하면 구조·제공 방식·기법 면에서 차별성

계획이다. 구축된 5G 시범망에서는 홀로그램, 초다시

으나, 대면 중심의 조직 문화와 관리자의 부정적 태도,

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전자 지급 결제에서부

점, 가상현실 등 5G 기반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고용 안정성 우려 등의 이유로 스마트워크를 운영하

터 대출, 자산 관리, 송금,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다양

예정이다. VIP·기자들에게는 단말 대여 서비스를 통

고 있는 사업체 수는 0.7%(2만 3,903개)에 그치고 있다

한 핀테크 기업이 출현 중이다.

해 5G 실감 미디어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화통계집, 2015. 1).

최근 국내 은행 순이익이 2011년 11.8조 원에서 2013년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공공 부문의 스

3.9조 원으로 급감하는 등 국내 금융 산업의 위기감이 고

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

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핀테크는 이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인들은 체험 부스를 통해 이를 시연할 수 있다.

부록

소싱, 집단지성 등 일하는 방식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센터를 구축해 출장자들의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였다.

경기장 주변, 프레스센터 내 대회·미디어 관계자

제2편 ICT 활용 기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구조를

2014년 3월 SW 유지 관리 사업의 실태 조사를 통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해

그림 2-1-5-2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혁신 전략 (2013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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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심판

2. 전자정부 표준화 추진

허브 시스템 구축’, ‘범정부 행정 협업 체계 구축’, ‘행정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
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110여 개의 과제를 발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운영 시 필요한 기본 기능

굴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유사 중복성, 사업

다. 둘째,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통

을 미리 구현한 표준 프레임워크는 추가 기능을 개발

추진의 타당성, 기대 효과, 기술 적합성, 추진 기관의

합 재난 안전 체계 구축’, ‘119 소방 현장 통합 관리 시

하고 조립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

의지 등에 대한 실무 검토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

스템 확산 및 고도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체계 구축’

들어진 기반 소프트웨어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최종 13개 과제를

박근혜 정부는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셋째, 수요자인 국민을

2012년까지 5단계에 걸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선정하였다. 2015년부터 총 125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

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정부3.0 구현을

위한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유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트 훈련병 관리 체계,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통합 정보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전자정부를 정부

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축’, ‘간단 e-납부 시스템 구

표준 프레임워크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

시스템, 재난 시뮬레이터 응용 모의 훈련장, 원격 영상

3.0 패러다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

축’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넷째, 전자정부 투자

위한 ‘실행·개발·운영·관리’의 4대 환경과 재사용

진로 멘토링 서비스,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

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기관 간

효율 강화를 위해 ‘정보 시스템의 운영 성과 진단’, ‘실

성을 위한 250종의 공통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 등 신규 사업 11개와 확

협력 체계 구축, 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

시간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

2009년 6월 공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이후부터 2015년

산 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다.

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발전시키고 있다.

였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추진이

6월까지 45만 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ICT 기반 공공 서비스

필요한 ‘재난안전통신망 ISP’, ‘주요 정보 시스템 암호

1조 5,650억 규모의 547개 공공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

촉진 사업 13개 과제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와 홍보 및

화’ 등 4개의 과제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는 등 빠르게 확산되었다.

다수 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통합 사업 설명회를

1. 전자정부 정책 및 정부3.0 추진

2014년에는 정부 3.0 구현 등 국정 핵심 과제의 지원
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 사업들을 선정하여 4대 분
야 30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13개 과제 통합 추진 점검 회

기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 지원, 교육, 상호 호환성 확

의, 사업 관리 교육 등을 개최하고, 주관 기관, 사업자

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정부 UN 평가 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구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수 연속 3회 1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전자정부 서비

전자정부 발전 지수

5위

6위

1위

1위

1위

온라인 서비스

0.97 (4위)

0.82 (6위)

1.00 (1위)

1.00 (1위)

0.97 (3위)

스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0.67 (9위)

0.69 (10위)

0.64 (13위)

0.83 (7위)

0.93 (2위)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으로 진

인적 자본

0.97 (14위)

0.98 (10위)

0.99 (7위)

0.94 (6위)

0.92 (6위)

온라인 참여 지수

0.87 (5위)

0.98 (2위)

1.00 (1위)

1.00 (1위)

1.00 (1위)

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 사업은 유비쿼
터스·스마트 기술 등 IT 관련 신기술을 재난관리·환

표준 프레임 워크와 공통 컴포넌트 개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A 시스템

B 시스템

C 시스템

응용 SW

응용 SW

응용 SW

공통 모듈

공통 모듈

공통 모듈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화
업무별로
상이한
개발
프레임워크

B' 시스템

C' 시스템

응용 SW

응용 SW

응용 SW

C

H/W

H/W

•기술 종속으로 인해 후속 사업의
사업자 종속성 발생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 제한
•사업자별 동일 기능의 중복 개발


개발
프레임워크
표준화

F/W

 활용

B

C

C

C

F/W

F/W

F/W

H/W

H/W

H/W

H/W

H/W

 등록/관리

표준 프레임워크센터
 확산/보급
표준 프레임워크 관리 환경

동일한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우수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H/W

가. ICT 기반 공공 서비스
구글 컨슈머 바로미터(2015. 7)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5년도에는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위해 1월부터 중

국민은 55세 이상(47%)을 제외하고 전체 연령대에서

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

10명 중 9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 25세 이상 35세

고, 민간 산·학·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78개의 과

미만은 모든 사람(99%)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제를 접수하였다. 사업의 중복성 및 사업 추진의 타당

이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과 RFID/USN과

성, 신기술 활용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 기관의 이행

같은 신기술을 토대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사

노력 등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외

회 전 분야의 효율성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의 후보 과제 심

2015년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위해 중앙 행정 기관,

의를 통해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최종 과제

부록

H/W

F/W

C

2014년부터 정부3.0과 사회안전 2대 중점 추진 분야별

B

B
B

경·복지 등에 적용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 서비
스를 개선하고 국가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 시스템

B

F/W

3.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향후 모습

B

F/W

나.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 서비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그림 2-1-5-3

제2편 ICT 활용 기반

우리나라에 대한 UN 전자정부 평가 연도별 결과

표 2-1-5-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보급과 활용을 지원하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 공동 이용 체계 구축’ 등 10개의 과제를 추진하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ICT 기반 공공 서비스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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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u-IT 기반 섬 지역 안전 정보 알리미 시스템 구축’,

된 ‘우수 과제 확산’의 체계로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성

‘UAV(무인기)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u-IT

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반 스마트 특수 재난 대응 지원 시스템’, ‘시각 장애

행정자치부는 ICT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형태의 미

인 원격 생활안전 서비스’,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래형 행정 서비스 표준 및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

출동 길 안내 서비스 확산’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용하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확산 기반 마련에 기여해왔다. 지금까
지 주로 활용했던 RFID/USN 기술의 대부분은 보편화

4. 향후 방향

되었지만 사회·기술·사용자 요구 등이 급변한 사물
인터넷 등 최신 ICT를 접목한 U-서비스 발굴 및 추진

제2부
미래 네트워크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에도 ICT 기반 공공 서비스

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ICT 신기술에 대해

촉진 사업을 위해 세부 과제와 중장기 정책을 중점 발

개방적 혁신과 창조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스

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연구 개

마트 정부3.0 구현 및 국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

발은 완료되었으나, 초기 시장의 부재로 인한 사업화

운 공공 서비스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흡한

제1장 기가 인터넷

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공공 부문의 선도적 도입을

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자체 예산 확보

제2장 센서 네트워크

위해 기술적·제도적 검증이 필요한 ‘선도 기술 사전

또는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의 의무화 등 법·제도 기반

검증’과 공공 부문 적용에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공공

을 마련한 후 확산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적극적으

서비스 표준 모델 발굴’, 그리고 표준 모델 검증이 완료

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3장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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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인터넷 시장 현황

가 인터넷 기반 UHD 서비스, 4K 무안경 3D 디지털 사
이니지, 테라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고품질·대용량의
미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시범 서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기가 인터넷

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1. 개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08년 광대역 통합망 사
업을 통해 사전에 기가 인터넷 기술에 대한 시험·검
증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도 사업

품질·실감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다양한 스마트 단

을 추진하면서 2013년에는 정부 국정 과제로 지정되어

말 사용 증가로 인한 데이터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

2017년까지 전국 85개 시 지역의 90%에 서비스 보급

하여 현재보다 최대 10배 빠른 유·무선 기가급 네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의 성과로,

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BcN(broadband

2014년에는 국내 통신 3사 (KT, SK브로드밴드, LG유

communication network : 광대역 통합망)이후 ICT

플러스)가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5년에는 신규 15개 시 지역에 시범망 구축 및 기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강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

가급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가입자에게 시범 서비스

부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2009년부터 사업을

를 제공하는 기가 인터넷 활성화 시범 사업, 기가 인터

추진해오고 있다.

넷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가 인터넷 실증단지 구축 사

이를 위해 2009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기반 미래 창조 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제2편 ICT 활용 기반

‘기가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은 대용량·고

업을 추진하였다.

과학부)에서 ‘기가 인터넷 도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 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

2. 추진 현황 및 실적

업체, 장비 업체 등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광대

가. 기가 인터넷 활성화 시범 사업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일반 가정까지 제공
할 수 있도록 시범망 구축, 시범 서비스 발굴 및 개발,
기술 개발 및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
진흥원은 기가 인터넷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특히, 민·관 매칭 펀드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통

2009년도에 공모를 통한 2개의 컨소시엄 (KT, CJ헬로

해 기가급 시범망을 구축하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기

비전)을 선정하였고, 2011년에는 LG유플러스, 2012년

부록

역 통합망 서비스의 최대 속도인 100Mbps보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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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2015년도 기가 인터넷 선도 시범 사업 컨소시엄별 사업 현황

개발 응용 서비스

가구 수

제공 지역

KT 컨소시엄

1,000

안산, 의정부, 충주, 당진, 구미, 경산

광시야각 초실감 영상 서비스 등

LGU+ 컨소시엄

1,000

양주, 광주, 평택, 의왕, 거제

스트리밍 기반 자율 주행형 홈케어 로봇 등

SKB 컨소시엄

1,000

화성, 순천, 김천, 삼척

8K UHD IPTV 등

소계

3,000

15개 지역 (누적 68개 지역)

9건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도 기가 인터넷 시범 사업 결과 보고서’, 2015. 12

통신사

2015년도 기가 인터넷 실증단지 통신사별 전시 내용
서비스 내용
VR 기반 패러글라이딩 체험 / VR 기반 역사 유적지 탐방
VR 기반 360도 제주 탐방 / VR 기반 패러글라이딩 체험

스 제공 등 기가 인터넷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별 품질 현황 조사를 실시한 뒤 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하였다.

기술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였

2015년에는 안산·충주·당진·구미 등 15개 중소

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품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중심으로 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

NIA 품질 측정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특히 NIA 품질

하여, 전국 1,657만 가구 중 996만 가구가 기가 인터넷

측정 모바일 전용 페이지 개발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가 인터넷 상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의 품질 측정을 위해 쉽게 접근

용화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확산 동력을 마련하기 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스마트 홈 체험

기가 인터넷 서비스 모델은 2015년에 총 9종을 신규

특히, 2015년에는 차세대 SDN(Software Defined

기가 IoT 홈캠 / GiGA IoT home manager / olleh tv 올인원

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가 인터넷 상용 서비스에 대

Networking) 기술을 적용한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

미디어 게임·광고 Kiosk를 Bus shelter와 함께 연출 (Media Pole)

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통신 사업자들의 품질 시스템 회

미래 ICT 세상에서 KT 기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기가 서비스를 Cube 내 5면
디스플레이로 초실감·현장감을 제공하는 영상 서비스 (미래 영상관)

차세대 기가 WiFi

1G 무선랜을 DMC 주변에 구축하여 무선 인터넷 제공

PIR / 스마트 매트를 이용한 인체 인식 스마트 홈

기가 인터넷의 수요 확산과 차세대 서비스 발굴을
위한 기가 인터넷 실증단지 구축 계획의 1단계로 조성

U+ 대화면 사이니지

3. 주요 성과 및 이슈
나. 기가 인터넷 품질 관리

U+ 光 기가 속도 비교 체험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과 품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

업이다.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나면서

U+ 光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

보급하고, 서비스 품질 보증 제도(SLA) 도입 등을 추진

이제는 민간 부문에서도 기가 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지

기가 인터넷 기반 미래 세상의 스마트 홈 체험관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 사업은 사업자의 기가 인터넷

하고, 네트워크 고도화 및 상용화에 대해 적극적인 준

국내 최초 8K UHD 서비스 체험 (110인치 8K TV)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이용자에

비를 하고 있다. 기존 기가 인터넷 시범 사업에 참여하

사용자 맞춤형 UHD 멀티뷰 서비스 (78인치)

게는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품질이 보장되는

고 있는 KT, CJ헬로비전, LGU+ 외에도 SKT, 티브로

증강현실 체험관 - 관람객 참여형 공룡 체험 서비스

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드 컨소시엄이 추가로 참여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기가 속도 비교 체험 서비스

위치 기반 안전 클라우드 영상(CCTV) 서비스, B home CCTV
1G, 100Mbps 속도 체험 존 구성

한류 콘텐츠 해외 전송

한류 콘텐츠를 CJ헬로비전 기가 인터넷과 KOREN, TEIN망을 연동하여 인도네시아로 전송

초고화질 한류 콘텐츠

UHD 한류 콘텐츠를 실시간과 VOD로 제공

한류 영상 퍼즐 게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 퍼즐 게임

기가 Wi-Fi 기반 OTT 서비스

기가 Wi-Fi 기반의 OTT 서비스 tving stick

이를 통해 기가 인터넷 사업에서 발굴된 3D 기반의

있으며, 참여 업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적

영상 서비스, 멀티앵글 TV, 스마트 TV, HD급 영상전

으로 기가 인터넷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

화 등 다양한 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기

사업자와 제조 업체로 구성된 공동 컨소시엄은 기가 인

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가급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터넷과 관련된 장비·부품·시스템·서비스 등에 대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가 인터넷 품질

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통신·방송 사업자에게 신

측정 시스템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유무선

규 BM 창출 기회 제공, 관련 콘텐츠 생산 등 부가가치

부록

통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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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인터넷 사업은 광대역 통합망 이후, 방송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사

UHD 체험관
실감형 감성 콘텐츠

영·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기가 인터넷 품질 관리 사업은 기가 인터넷 및 응용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미래 스마트 홈

선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통합 운

누적 방문객 4만 명을 기록하였다.

U+ 홈 케어 로봇
LTE 실시간 스트리밍 드론

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된 ‘K-ICT 차세대 기가 네트워크 실증단지 체험존’은

U+ tvG UHD 미디어, tvG Woofer, tvG PCTV
U+ 3D 홀로그램

U+ 光 기가 와이파이

시스템의 회선을 10G급으로 고도화하여 기가 인터넷

제공하였으며, 전년도에 개발한 서비스도 보완하여 지

GiGA Holo Cube

U+ 光 기가 속도 비교 체험

드, C&M 등 6개 통신 사업자의 통신국사에 품질 측정

제2편 ICT 활용 기반

스마트 Pole 서비스 (미래형 공중전화)

축·운영하였다.

2013년에는 KT, SKB, LGU+, CJ헬로비전, 티브로

기가 IoT 헬스 골프 퍼팅 / 기가 IoT 헬스 바이크

U+ 光 기가 IoT@home

CJ
헬로비전
기가로
즐기는 hello
K-Wave

2012년 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대비하여 서비스 구간

발굴·개발하여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도어락(방범), 가스락2, 창문 열림 감지 센서, 에너지 미터, 플러그, 스위치, 홈 CCTV 맘카

SK
브로드밴드
행복한
Band
기가
인터넷

축 및 기술 방식 검증·시범 가입자 선정 및 시범 서비

12K UHD 파노라마 영상 / GiGA UHD tv / GiGA IoT Smart Mirror
실감형 UHD 서비스

LG
유플러스
U+ 光
기가
인터넷

인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해, 서울 상암동 DMC에 기가 인터넷 실증단지를 구
서비스명
AR, VR(증강현실) 응용 서비스

KT olleh
기가
인터넷

시엄으로 확대된 후, 서비스 모델 발굴·가입자망 구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표 2-2-1-2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자가 상시적으로 품질에 대한 확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시범 가구 모집

사업자

에는 SKT와 티브로드가 추가 참여하며 총 5개의 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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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4. 향후 추진 방향

기존망 (전화선 등)을 활용한 500Mbps 인터넷 솔루션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의 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

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고, 이를 통해 기가 인터넷 환

리지를 90% 완성함으로써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유도

경의 고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가입자 수를 크게 확대하여 전

시발점이 되어 나타난 하나의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국망 커버리지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가급

우리나라가 기가 시대로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

유·무선 서비스를 위한 이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

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지금까지 기가 인터넷 서비스

이다. 이는 단순 가입자망의 기가 속도를 제공하는 차

는 주요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가입자망의 광대역화

원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 환경

에 집중해왔으나, 향후 농어촌 등 정보 소외 지역에 대

을 기가급으로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해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이를 위해 기 구축된 매체(구리선, HFC 등)를 활용

또한 유선망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유·무선

스마트 기기의 증가 및 실감형 대용량 콘텐츠 유통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복지·근로 서비스를 향유

증가로 인해 현재의 네트워크는 수용에 한계점을 드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마트 네트워크 및 초광대역
네트워크 관련 기술 시험·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네트
워크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 관련 표준화, 특허 등 기술 경쟁 분야에 대한 선
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가 인터넷의 본격 확산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방송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유
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가 네트워크 실
증단지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서비스 수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도 기가 인터넷 시범 사업 결과 보고서,
2015. 12
- 한국정보화진흥원, 기가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수행 계획서,
2014. 2
-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기가 인터넷
도입 추진 계획, 2009. 4

보급에 힘입어 헬스케어·생활안전 등 일상생활 관련
개인화 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의 u-센서 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

1. 개요

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107개 과제를 추
진하였는데, 그 중 계속 과제의 중복성(30개)을 제외하

u-센서 네트워크는 각종 사물에 정보가 수록되어

면 공공 및 산업 분야에 걸쳐 77개의 과제를 추진하였

있는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인식·식별하

다. 사업 첫 해인 2008년에는 공공 부문의 확산을 유도

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각종 센

하는 선도적 시범 사업을 목표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서를 부착해 무선으로 사물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향후 확산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RFID 분야(10개),

있도록 구성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

모바일 분야(1개), USN 분야(10개)를 추진하였다.

술을 말한다. u-센서 네트워크 사업은 새로운 기술

지식경제부로 업무가 이관된 2009년에는 기존에 수

적 선도 시장의 수요 발굴을 통해 미래 신 산업으로서

행 중이던 공공 부문 과제와 함께 대규모 적용 확산이

의 모멘텀을 얻고자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동 사업

가능한 민간 산업 분야의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RFID

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분야 10개 과제 (계속 과제 4개, 신규 과제 6개) 및

검증하는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에

USN 분야 8개 과제 (계속 과제 1개, 신규 과제7개)의

는 17대 분야에 대해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추진 분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대량 수요를 창출하

확산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가 선정되었다.

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형 성공 모델을

2009년에는 제약을 필두로 철강·자동차·패션 등의

창출함으로써 IT 융합을 확대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산업 분야에 스타 과제 발굴 추진 등을 통해 u-센서 네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였다. RFID 분야는 국세

트워크 서비스의 시장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

청 주도 하에 진행하였던 부처 협력 과제를 제외하고 의

한 노력의 결과로 RFID 분야에 대한 장비의 가격을 낮

약품, 의류·패션, 가전 등의 완제품 물류·유통과 철

춰 지속적인 신규 수요 창출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강,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부품 물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생장 관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리, 산업시설

민간 산업 분야 12개 과제 (계속 과제 4개, 신규 과제 8개)

안전, 재난·재해 관리 등의 일부 제한적인 활용을 보

를 진행하였다. 또한 물류창고 자동화, 홈에너지 효율

인 USN 분야는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형 정보 기기의

화를 대상으로 USN 분야의 신규 과제 2개에 대한 사

부록

야는 주류·국방·항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향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요 발굴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노력이 중요할

센서 네트워크 시장 현황

제2편 ICT 활용 기반

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가

제1절

한 고도화 방안도 점차 확대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에서 스마트 교육, 스마트 워크 등 국민들이 언제

더불어 시범 사업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제2장

센서 네트워크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기가 인터넷 선도 사업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자들은 신규망 구축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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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분야 12개 (계속 과제 5개, 신규 과제 7개) 과제와 모바

RFID/USN 산업을 발전 및 촉진하는 차원에서 건강 기

대의 시장 창출을 목표로 민간 산업에 대한 지원 분야

일 분야 신규 과제 (5개), USN 분야 신규 과제 (3개)를

능 식품, 대학 등 기업 및 국민 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

를 의료 기기, 택배, 극장, 소매유통 등으로 넓혀 RFID

추진하였다.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RFID

2014년에는 RFID 등 센서 시범 사업을 통해 총 9개

분야 11개 (계속 과제 7개, 신규 과제 4개) 과제, 모바일

과제를 지원하였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력 등의

분야 3개 (계속 과제 2개, 신규 과제 1개) 과제, USN 분

부족으로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

야 계속 과제 (2개)를 추진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상용화 및 해외 진출 현지화 사

표 2-2-2-1

2008~2013년 u-네트워크 사업 개요 (종합)
구분
RFI B2B

2008년
USN

RFID B2B
2009년
USN

2010년
USN

RFID B2B
2011년

RFID B2B2C

RFID B2B
2012년

RFID B2B2C
USN
RFID B2B
RFID B2B2C
USN

2008~2013년
과제 총계
*USN 사업

-

신규

8

조달청, 국토해양부(2),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방부

산업 분야의 신규 적용 모델(6개)을 발굴하여 추진했

-

다. 공급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은 그동안 수요기업 위

신규

1

SK네트웍스

계속

-

-

신규

12

경찰청(2), 기상청,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12개 농촌 과제)*, 진안해운*, 중부발전*,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제주대산학협력단*, 강원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계속

2013년에는 공급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을 포함하여

업을 통해 12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가. RFID·특수 태그 확산

주였던 시장 수요의 창출에서 벗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상용화를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

RFID의 경우 종래 범용 RFID의 활용 범위를 넘어

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원을 통해 필요 자금 및 RFID/

특수 RFID 적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수

계속

4

국토해양부(2), 국세청, 지식경제부

USN 기술 공유 기반 시설을 활용한 제품 기술의 컨설

RFID란 기존의 단순 무선 인식 중심이었던 RFID에 센

신규

6

공군, 한미약품, LS산전, 스쿨룩스, 더베이직하우스, 농림수산식품부

팅과 시험 검증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

서·배터리 등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계속

1

중부발전

온도·압력과 위치 확인, 내열 기능, 장거리 인식 등

7

전라남도*, 진안홍삼사업단*, 옥천군*, 금호타이어*, 대한송유관공사(비트밸리)*,
부산광역시(인타운)*, 경기도(u-화훼)*

하도록 도왔다. 이는 2013년에 새로이 마련된 사업으

신규

로 국내 기술 상용화에 5개, 해외 진출 현지화에 3개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고성능 RFID를 말한

과제를 지원하였다.

다. 주로 특수 업무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계속

4

국세청, 한미약품, 스쿨룩스, 더베이직하우스

신규

8

동부하이텍, 앰코, 포스코, LG전자, 일동제약, 한국콜마, 성주디앤디, 엠시트

계속

-

-

신규

2

CJ-GLS(물류), 토지주택공사

계속

5

포스코, LG전자, 일동제약, 한국콜마, 엠시트

신규

7

오스템임플란트, CJ-GLS(택배), 경동제약, 유니메드제약, CJ제일제당, 신성홀딩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계속

-

-

신규

5

메가박스씨너스, 플렉시엘시디, 양지병원, ㈜신세계, ㈜보광훼미리마트

계속

-

-

신규

3

비츠로씨앤씨, 대우조선해양, 순천시 농특산물유통 연농조합법인

계속

7

오스템임플란트, CJ-GLS(택배), 경동제약, 유니메드제약, CJ제일제당, 신성홀딩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신규

4

서흥캅셀, 크리스패션, 금호타이어, 건양대학교병원

계속

2

㈜신세계, ㈜보광훼미리마트

신규

1

한동대학교

계속

2

비츠로씨앤씨, 순천시 농특산물유통 영농조합법인

신규

-

-

계속

3

금호타이어, 서흥캅셀, 크리스패션

신규

6

한림제약, 진양제약, 네오프린텍, 에코트로닉스, 보나뱅크, 네톰

계속

2

한동대학교, 신세계

신규

5

KT렌탈, NFC글로벌, 유타렉스, 드림텍, 지니

계속

-

신규

2

한국플랜트관리, 이도링크

계속

30

신규

77

계

107

기술적 구현이 어렵고 소량으로 생산된다. 때문에 우
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에

그림 2-2-2-1

특수 RFID 종류 및 특징

주파수 : 900MHz
재질 : 플라스틱 라벨
가격 : 60원~100원
용도 : 라벨 형태로 붙이기 용이한 제약, 주류, 패션, 택배, 가전 등에 활용
인식 거리 : 30cm~5m 내외
저장 정보 : 상품의 고유 식별번호(일련번호)

R
F
I
D

⇩

+배터리
배터리 태그

+센서
센서 태그

+GPS
위치 태그

+내열 소재
내열 태그

-안테나
칩 태그

+스마트 기기
M2M

장거리 인식 (10m~)

온도, 압력 등 감지

정확한 위치 감지

고온 제조 공정

칩만으로 작동

기기 간 정보 교환

건축 자재, 컨테이너
등 대형 상품

혈액, 식품, 유리 등
관리 상품

자산 관리, 재고 관리
등

자동차, 가전 등

인쇄기판, 제약 은박
등 금속 재질

가전 제품, 런닝 머신,
보일러 등

스
마
트
태
그

부록

2013년

-

제3편 글로벌 정보화

USN

계속

제2편 ICT 활용 기반

RFID B2B

주관기업 명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RFID B2B2C

과제 (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2015년까지 RFID 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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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센서 융합 확산

없는 봉제형 RFID 태그를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의류

년에는 이 분야의 총 4개 시범 과제가 추진되었다.

는 문제점이 있다. ‘플라스틱 내구성 태그 기반 LPG 용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공급망을 관리하고 반품 등을 체

기 안전 이력 관리’ 사업은 고열·금속 등의 열악한 환

크해 유통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

(1) 온도 태그 기반 검체·혈액팩 유통 안전 관리

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NFC·RFID 인식 기술을 활용

템을 구축하였다.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은 보존 기간이 짧고 적정 온도

하여 LPG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

우선 생산 업체, 물류센터, 매장 등 전 유통 흐름에

지능화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발굴하

를 유지해야 하며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

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이다. LPG 용기

대하여 RFID를 통해 자동으로 상품을 검수·등록함으

고자 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센서란 컴퓨팅 및 근거리

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혈액 및 검체의

에 대한 소유 및 관리자를 표기함으로써 관리의 책임을

로써 개별 상품의 이력 관리에서 판매 허위 보고를 줄

통신 기능을 내장한 저전력·초소형·고성능 센서로 다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수송이다. 수송에 있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리더기를 통해 소비

이고, 매출 누락 등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양한 기기 등에 내재되어 활용될 수 있는 센서 모듈을

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적정 온도 유지를 비롯해 검체

자들이 손쉽게 LPG 용기의 제조·검사·유통기한 등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물류센터에서는 입고·적재·분

말한다. 2014년에는 새로운 시장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 상태 유지와 분실의 방지다. 녹십자의료재단은 이러

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요자 가스

류·출고 업무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함으로써 물

검증을 중심으로 총 5개의 시범 과제가 추진되었다.

한 검체 품질 관리를 위해 업계 최초로 행낭이라는 검

시설의 현황 파악과 안전 점검 기록 등에 있어서도 신

류 비용을 절감하고 매장으로부터 반품되는 상품에 대

체 운반 용기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업계의 주요

속하고 효율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해서도 자동화를 통해 반품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

(1) 자동차 ICT 기반의 e-call 서비스

스마트 센서 융합 사업은 단순 정보 전달자의 센서 기
능을 넘어선, 센서 태그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등 보다

검사센터들도 녹십자의 행낭을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

현재는 안양, 대구, 목포, 홍천 등 4개 지역의 LPG 충

였다. 또한 생산·판매 업체와의 클레임 역시 줄이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연간 사망자 수는

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낭의 온도와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 및 판매 사업자 24개소를 대상으로 LPG 용기 2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원의 비용

5천 명이 넘는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사고 처리 체계

조회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온도 등 수송

개에 시범 적용 중이다. 현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 다소 미흡한 것에 원인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필요 시

로 향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상에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체 관리가 제대로

LPG 용기 이력 관리를 위한 RFID 부착 의무화 등을 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도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LPG를 사용하는

경우, 교통사고 긴급 출동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
관리

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더 소요되고 있다. 특히 응급
환자의 최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 5분

노송퍼니처는 국내 최초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가구

내 도달률은 32%에 불과하다. 대형사고의 경우 운전자

액의 수집부터 이송·처리·저장 등 일련의 검체 품질

기관 23개소 등에 단계적으로 이를 확산해 시행할 예정

에 NFC를 접목시켜 활용하였다. NFC 시스템의 새로

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보험 회사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집부터 안정적인

이다. 이를 통해 연간 LPG가스 사고의 약 75.6%가 감

운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노송퍼니처는 이 시스템

유관 기관에 사고의 상태와 위치를 신속하게 알려줄 수

품질 수준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온도 측정 기능을 가

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 및 업

을 통해 정품 인증과 AS를 포함한 가구 관련 유익 콘텐

가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

진 스마트 센서가 내장된 검체 수송 용기를 개발하고 용

무 효율화 등을 통해 약 72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

츠를 구매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 더 큰 인명 피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기로부터 전송되는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로 기대하고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불법 복제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본 사업은 렌터

여 브랜드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

카, 화물차 400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차량에 각종

단의 서울·경기 3개 지점, 17개의 영업소를 대상으로

(3) 봉제형 인쇄 태그를 활용한 의류 유통 관리 혁신

를 높여, 중고가 가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센서를 부착하여 에어백 전개 등을 감지하여 사고 유무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 수기 기반의 검

의류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노송퍼니처는 본 사업의

를 판단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회사 등 관련 기관에 자

체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한 혈액검사의 품질 기반

지는 대표적인 다품종 대량 제품 시장이다. 제품 기획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물류, 생산, 재고에 있어 기업 내

동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관련 기관에서 운전자에게 먼

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검체 분실, 오류

단계에서부터 트렌드의 변화를 인지하고, 제품화 및

자산 관리 시스템도 혁신 중에 있다.

저 사고 발생 확인 전화를 하는 시스템이다. 사고 감지

방지 등으로 연간 약 4억 원의 비용 절감과 함께 신규

시장의 반응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체제가 필요하다.

사업 진출로 약 35억 원의 추가 매출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재

(2) 플라스틱 내구성 태그 기반 LPG 용기 안전 이력
관리
우리나라 주거·상업용 2,000여 만 개소 중 약 99%가

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항상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사업은 이러한 패션 분야의 핵심 현안을 RFID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취사와 난방의 주 연료로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주관 사업자인 ㈜엠케이트랜드의 4개 브랜드 의류

(LPG)를 사용하고 있다. 용기로 공급되는 LPG는 배관

약 800만 점을 대상으로 기존의 라벨 대신에 이물감이

센서와 GPS 수신 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한 본 서비

표 2-2-2-2

부록

고·반품·유통에 있어 정확성과 스피드를 높일 수 있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전국의 533만 가구와 LPG 충전·판매 4,782개소, 검사

제2편 ICT 활용 기반

(4) NFC 기반 가구 정품 인증, 콘텐츠 제공 및 자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녹십자는 검체·혈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현재 녹십자의료재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에 비해 폭발 등의 사고가 많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4

2014년도 RFID/특수 태그 확산 추진 과제
과제명

주관 기관

사업 기간

온도 태그 기반 검체・혈액팩 유통 안전 관리

녹십자의료재단

2014. 5 ~ 2015. 12

플라스틱 내구성 태그 기반 LPG 용기 안전 이력 관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2014. 5 ~ 2014. 12

봉제형 인쇄 태그를 활용한 의류 유통 관리 혁신

㈜엠케이트랜드

2014. 5 ~ 2015. 12

NFC 기반 가구 정품 인증, 콘텐츠 제공 및 자산 관리

노송퍼니처(주)

2013. 11 ~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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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사고 조사 및 사후 처리에

정공 사옥 내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증 중이다.
(4) 운
 동 감지 센서 활용 젖소농가 생산성 증대

(2) 근전도 센서 기반 근골격계 질환자 재활 시스템
실증

스마트-Farm 실증

써 국내 u-센서 네트워크의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관

코드를 스마트 글래스로 스캔할 수 있어 간편하게 입고

련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14년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어

에는 총 12개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면 작업자의 안전 사고는 감소할

젖소의 목에 운동량·충격·고도 측정이 가능한 스

디스크·오십견 등으로 대표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마트 센서를 부착해 젖소의 발정 상태 등 정확한 인공

사무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수정 시점과 수태율을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우유 생

하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산량 증대를 통한 관련 축산 농가의 수익 증대를 서비

동영상을 무료로 배포할 정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스 모델로 추진한 사업이다.

것이며, 생산성 증대도 기대되는 등 택배 시장에서의

3. 주요 성과

활용 가능성에도 기대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및 해외 진출 현지화

u-센서 네트워크 사업은 그동안 시범 적용, 성공 모
델 발굴, 대규모 수요 창출 확산 단계를 거쳐 우리나라

적합한 운동 재활, 즉 메디컬 트레이닝을 통해 치료와

통해 분만을 하고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발정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평가·시험 및 현장 검증들을

부분에 기여하였다. RFID 시장은 제약·의류를 포함

회복이 가능하다. 때문에 메디컬 트레이닝 관련 콘텐

시기의 발견은 전적으로 농장주 스스로 해결하여만 하

지원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

한 유통 부문, 교통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

츠와 서비스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는 중요한 문제다. 정확한 인공수정 시점을 확인하기

기 위해 기존 제품의 기술 보완과 성능 개선, 커스터마

고 있으며 해당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휴레이포지티브가 이번에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한 것

위해 적은 인력으로 24시간 사람이 관찰하여야 하는 등

이징 등 제품의 현지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

성장하고 있다.

은 근골격계 질환자 중 특히 견관절 질환자의 치료와 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번 사업으로 개발한 젖소

복을 위한 메티컬 트레이닝 콘텐츠와 연계된 시스템이

용 스마트센싱 목걸이는 젖소의 주기적인 분만과 착유

다. 현재 관련 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무선 근전도 스

사이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태 단계별로 개체를 효

마트 센서를 착용하여 표준 메디컬 트레닝 콘텐츠를 제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태 예측에 오

과제명

주관 기관

사업 기간

작하여 재활 운동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실증 중에 있다.

류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 충북 4개 축

IoT 기반 스마트 플러그의 커스마이징을
통한 일본 현지화 사업

㈜다원디엔에스

2014. 6 ~ 2014. 12

전기・전자 제품의 낭비되는 대기 전력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단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 운행 정보 관리
솔루션 해외 현지화 사업

㈜큐브스

2014.6 ~ 2014. 12

국내에서 입증된 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베트남 현지화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 SW 개발

해외 Telecare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M/W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하이디어솔루션즈

2014. 6 ~ 2014. 12

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동이 용이한
텔레 케어 서비스 미들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SW 개발

RFID/USN 기술 및 인터넷을 이용한
유동 시설물 관리 시스템

㈜트라이앵글씨엔씨

2014. 6 ~ 2014. 12

해외 사용 주파수 대역에 무관한 900Mhz 기반의 골프
경기 관제 시스템 개발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2014. 6 ~ 2014. 12

수리 시설물의 다양한 계측 정보를 GIS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이퍼컴

2014. 6 ~ 2014. 12

지속적인 촬영 및 저장으로 인한 현 감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한 상황 인지 기반의 지능형 영상 저장 및
전송 방식의 감시 시스템 개발

㈜제이엠피시스템

2014. 6 ~ 2014. 12

SoC(System On Chip) 기반으로 통신 관련 부품에 대한
단일 처리가 가능한 WiFi, 인터넷 통신 기술 모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

㈜유니크온

2014. 6 ~ 2014. 12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에 상관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모듈 및 스마트홈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UHF 대역의 Wireless 온습도 단말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블락스톤(주)

2014. 6 ~ 2014. 12

별도의 유선 공사, 무선 AP 공사 없이 설치 가능한 UHF
대역의 원격 온습도 모니터링 장치 개발

IoT 기반의 스마트 스피커 개발

㈜매직에코

2014. 6 ~ 2014. 12

기울임, 회전 등 직관적인 사용자 UX를 통해 스피커의
볼륨, 선곡 등을 조절하고 선택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폰 사용
인지 전력 제어용 멀티탭 개발

㈜유타랙스

2014. 6 ~ 2014. 12

사용자의 별도 동작 없이 등록된 스마트폰의 접근만으로
사용자를 인지하고 대기 전력을 인가

어비 재난 대처 인텔리전트 솔루션

어비팩토리

2014. 6 ~ 2014. 12

어비콘이라는 블루투스 기반 송신기와 앱을 활용하여
건물 곳곳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산농가의 젖소 200두를 대상으로 실증 진행 중이다.
(3)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하베스팅 및 보안 전자
(5)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물류 관리

본 사업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의 비상용

국내 최초로 스마트 안경을 기반으로 입고·적치·

전원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려 추진된

출하 등 창고 물류 작업 전반에 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이다. 가정 내 설치가 용이한 태양관 블라인드 및

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실증 사업이다. 본 서비

ESS(Energy Storage System)로 심야 전력을 충전하

스를 통해 작업자는 기존에 창고에서 PDA를 기반으로

고, 공동 주택 단지의 공용 전기용 신재생 발전 설비와

수행했던 일련의 물류 정보 처리 작업들을 스마트 글라

ESS를 연계하여 ICT 기반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를

스를 통해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다.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려는 모델이다. 현재 이 사업은

입고 예정 정보 조회와 유효성 체크를 포함한 실시간

표 2-2-2-3

2014년도 센서 융합 확산 추진 과제
과제명

주관 기관

사업기간

자동차 ICT 기반의 e-call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주)

2014.5 ~ 2014. 12

근전도 센서 기반 근골격계 질환자 재활 시스템 실증

㈜휴레이포지티브

2014. 5 ~ 2014. 12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하베스팅 및 보안 전자 계량기 실증

㈜이이시스

2014. 5 ~ 2014. 12

운동 감지 센서 활용 젖소농가 생산성 증대 스마트-Farm 실증

㈜터보소프트

2014. 5 ~ 2014. 12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물류 관리

엠큐로지스틱스(주)

2014. 5 ~ 2014. 12

표 2-2-2-4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및 해외 진출 현지화 추진 과제

태국 농업 용수 자동수위계 현지화 및
통합 관측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IoT 기반의 지능형 무인 시설물
감시 시스템 개발
IoT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춘 WiFi 모듈
솔루션 상용화

주요 내용

부록

의 미래 먹거리로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데 많은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시장에서 요구하는 특수 태그 등의 기술을 보유한

제2편 ICT 활용 기반

젖소농가는 대부분 수의사의 도움으로 인공수정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있는 질병이다. 근골격계 디스크 환자 중 80~90%는

계량기 실증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고 처리를 수행하게 되며, 포장 단위별로 다양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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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미래 네트워크

USN 또한 공장 에너지 관리 효율화, 물류창고 업무

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인다.

및 확산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도에는

되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u-센서 네트워크 사업 또한

보다 스마트하면서 보다 소형화 되고, 에너지 소비는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로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이를

더욱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해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

기술적인 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 사업과 기술 상용화를 시도하였다. 일부 과제들의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성장과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상용화 되

서비스 모델에 대한 발굴 노력도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 활용 중이거나 시장 출시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유망 분야에

있다. 또한 e-call 등 2014년에 진행된 일부 과제들 중

서의 새로운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신 서비스 모델들에

기술적인 한계 등의 문제점으로 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대한 발굴,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시도는 지속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수요로의 정

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책 반영도 진행하였다.

제3장
제1절

5G

계 주요 기업들은 미래 이동통신 기술·시장 선점을 위

5G 시장 현황

해 4G 시대의 경험을 토대로 선도적인 5G 핵심 기술

또한 USN 분야는 다양한 사물들이 스스로 센싱을

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 중이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와의 융합에 대

통해 정보를 생성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 및 축적

다. 우리나라 역시 창조경제의 근간인 ICT 산업을 혁신

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 과

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적시에 다양한 사용자 군에 대

제가 발굴된다면 신 시장 창출은 물론 저비용 고효율의

하여 분석·가공되어 맞춤형으로 적시에 제공되는 체

국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제공을 통해 경제 혁신과 창조

제로 진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클라우드·빅데이터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 상호 융합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하는 지식·정보의 유통 인프라이자 국가 핵심 산업으
로서 5G가 부상하고 있다.

가. 이동통신 분야 동향
나. 5G 추진 현황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2015년 기준 1조 4,486억 달
러로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20
1)

4. 향후 추진 방향

(1) 5G 연구 개발 현황

한 세계 이동통신 단말 시장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웨

13대 미래 성장 동력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확

2020년까지의 청사진인 ‘미래 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

산·보급될 전망이다. 이제 생활 전반이 모바일 영역

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2020년 모바일 기술 진화 주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향후 도래하는 초연결시대

도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를 맞이하여 모바일 트래픽의 폭증과 모바일 중심의

를 통해 2014년 1월 5G MASTER 전략이 수립되어 추

서비스 생태계 진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향후 미

진 중에 있다. 또한 5G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2020년

래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ETRI(한국전자통신연

건이 되었다. 또한 주 이용 매체가 PC에서 모바일로 변

구원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화함에 따라 핀테크,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

Institute)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0개의 단일

하는 비즈니스 : 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증강현

과제를 한 개의 초대형 단일 과제로 통합하여 진행하고

실과 같은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생태계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15년에는 272억을 편성하여 5G 핵심 요소 기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치 있는 데이터의 가공은 새로

술을 확보하기 위해 5G 원천 기술 개발의 기술 선도형

보다 스마트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내재한 태그로서 기

운 시장에 대한 기회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 일거

연구 개발과 기술 상용화 목표의 시장 지향형 연구 개발

존 태그보다 고가의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

양득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세

로 분리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표 2-2-3-1> 참조)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
다.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으로 대변되
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사
람, 기기뿐 아니라 산업 및 국가까지 연결과 접속을 통
해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로의 변
화가 진행 중이다. u-센서 네트워크 분야 또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

RFID 분야는 모든 사물에 내재 가능한 융합형 스마
트 태그로의 확산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RFID 태그

-

가 단순히 사물에 대한 정보의 인식자로서 역할을 하

-

였다면, 스마트 태그는 온도·압력 인식, 위치 확인 등

-

방송통신위원회, ‘사물 통신 기반 구축 기본 계획(안)’, 2010. 10. 14
산업경제리서치, ‘2009 RFID/USN 산업 총람’, 2009. 2
지식경제부, ‘RFID 확산 전략’, 2011. 2. 17
지식경제부, ‘RFID/USN 산업 발전 비전 및 전략’, 2008. 7
한국정보화진흥원, ‘u-서비스 지원 사업 성과 측정·분석’, 2010. 10
행정안전부, ‘2011년 행정안전부 업무 계획’, 2011. 1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 서비스 활성화 기본 계획’,
2009. 3
행정안전부, ‘u-서비스 중장기 계획’, 2010. 11. 29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신 산업 육성 방안’, 2013. 6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육성 전략’, 2014. 6
사물인터넷산업협회, 2013년도 RFID, M2M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2014.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2014.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 창조 사회 혁신적 전환을 위한 Sensing+
확산 전략, 2014.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년도 사물인터넷 선도 사업 브로셔, 2015. 11

한 스마트 태그는 소량 맞춤형의 다양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진

1) ETRI 산업전략연구부, 2015. 11

부록

현재 5G 분야는 국정 과제, 경제 혁신 3개년 개획과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년에는 1조 7,756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참고 자료

제2편 ICT 활용 기반

새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5G 시장 현황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USN 분야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물들에 내재화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처리 효율화 등의 성공 사례 창출을 통해 시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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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합 과제 기술 선도형 및 시장 지향형 연구 개발 현황

표 2-2-3-1

기술
선도형

시장
지향형

중점 확보 기술

밀리미터파 기반의 광대역 이동통신 핵심 원천 기술

어디에서든 100Mbps 이상의 체감 전송 속도를 제공하

및 실용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삼는 기가 코리아 사업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성능 지표는 최

에서는 밀리미터파의 좁은 통신 범위 개선을 위해 빔

대 전송 속도, 이용자 체감 전송 속도, 주파수 효율성,

간 핸드오버 시 실시간으로 최적의 빔을 선택·변경하

고속 이동성, 전송 지연, 최대 기기 연결 수, 에너지 효

여 데이터 손실과 지연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율성 그리고 면적당 데이터 처리 용량의 총 8개 항목으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

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처럼 전송 속도를 올리는 데 주

다. 이와 같은 핵심 기반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2015년

연도

1

2014 ~ 2015년

(5G 기초 기술) 무선 전송 용량 증대, 면허 대역 기반 근접 디바이스 간 직접 통신, 고효율 무선랜

2

2016 ~ 2017년

(5G 무선 기술) 고효율 변조 및 다중 접속 기술, 저지연·고신뢰 전송 기술, 이동형 소형 기지국,
고집적 안테나, 밀리미터파 이동통신 시스템 등

3

2018 ~ 2020년

(5G 변혁 기술) 테라헤르츠 대역, OAM(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기술, 디바이스
네트워킹

1

2014 ~ 2015년

(Pre 5G 상용 시스템) 소형 기지국, RRH(Remote Radio Heads), 광역 와이파이 단말 및 AP 등

2

2016 ~ 2017년

(5G 진화 시스템) 무선 백홀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기지국 및 코어 시스템 등

안점을 두지 않고, 향후 IoT 시대를 맞이하여 대량의 접

12월에 기가급 동영상과 동적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

3

2018 ~ 2020년

(5G 변혁 시스템) 6GHz 이하 대역 및 밀리미터파 기반 5G 기지국 및 단말, 5G 모바일 코어 시스템 등

속을 지원한다거나 자율 주행차 등을 위한 저지연을 지

스 : Social Network Service)로 구성된 5G를 미리 체

원하고 있다. 향후 수립된 5G 비전을 통해 2017년 3월

감할 수 있는 Pre-5G 서비스 시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5G 기술 성능 수치를 정하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향후 해당 결과물을 이용하여 서울지하철 8호선 잠실-

이와 더불어 홀로그램, 초다시점 등 5G 서비스의

간 총 36억 원을 투입해 사업 공고와 한·EU 간 컨소

6월까지 5G 후보 기술을 접수받아 2020년 10월에 5G

강동구청 구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통합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시연을 목표로 C(콘텐

시엄 구성을 위한 ‘ICT 2015’ 행사가 2015년 11월에 개

표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그림 2-2-3-1> 참조)

솔루션을 시연할 예정이다,

츠 : Contents)-P(플랫폼 : Platform)-N(네트워크 :

최되었다.

2015년에는 2회에 걸쳐 5G 분야 민·관 역량 결집을

Network)-D(디바이스 : Device)를 연계한 기가 코리아

위한 컨트롤 타워인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2015년 419억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2) 5G 표준화 현황

5G 네트워크 분야에 132억 원을 투자하여 개인별 기가

ITU-R(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총국 : International

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밀리미터파 5G 단말 및 시

Telecommunication Union-Radio) WP5D(이동통

5G 요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5G 통합 과제 중 기

추진 체계 정비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5년

스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5G 국제 표준화

신 작업반 : Working Party 5D)에서는 2020년 이

술 선도형 연구 개발 추진을 통해 글로벌 현황 및 기술

6월에는 한국과 EU 간 5G 분야 비전, 표준 접근 방식

대응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과 EU 등과 국제 공조

후 미래 이동통신을 위한 IMT-2020 비전 권고서인

발전 추세를 반영한 통합형 저지연 테스트베드 및 원천

및 마일스톤과 주파수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2년간 총 16억 원 규모

“Framework and overall objectives of the future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시장 지향형 연구

한-EU 5G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상호 보완적 공동

의 5G 초고주파 요소 기술 공동 연구와 표준화 추진 기

development of IMT for 2020 and beyond”를 2015년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시장 지향형 기

연구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반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한 EU와

6월에 완성하였다. 이 권고서는 IMT-2020 서비스 시

술과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로

함께 5G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분야에 2년

나리오 및 주요 성능 지표를 제시하였다. ITU가 정의

는 해외 제품 대비 110% 우위의 성능을 지닌 3GPP(이

2. 5G 분야 성과

2008

2009

2010

2011

2012

WRC-15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후보 기술
평가

비전 권고 &
기술 동향 보고서

요구사항 &
평가 방법

후보 기술 평가
후보 기술
제안

표준 개발

표준 개발

Work Item

Study Item
Rel. 11

Rel. 10 (LTE-Advanced)
자료 출처 : ETRI 통신인터넷연구소, ITU-R 5G 비전 미래부 발표 자료

Rel. 12

Work Item

Rel. 13
Release 14-15

10 기반 소형 셀 기지국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들 수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있다. 또한 기가급 동영상을 순간적으로 전송할 수 있

5G 핵심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시범 서비스

는 3.5Gbps급 근접 거리 무전원 데이터 순간 전송 기

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

술을 개발해, 저전력 차세대 NFC(근거리 무선 통신 :

픽을 기점으로 5G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글로벌 레

Near Field Communication) 모듈 개발 및 5G 근접

퍼런스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가 주목할 만

통신 서비스 분야 신규 시장을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

한 창의적 서비스 구현을 통한 신규 시장 조기 발굴과

라 Gbps급 백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밀리미터파 기반

타국에 앞선 5G 기술 시연을 기반으로 한 표준 선점이

의 이동 무선 백홀 무선 전송 기술을 개발하여 도로 환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에서 500Mbps급의 동영상을 시연하였으며, 2016년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을 기점으로 삼고 있으며, 일

1월에는 지하철 8호선에서 이동 무선 백홀 서비스를 시

본도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계

연할 계획이다.

획이다. 현재 정부는 미래부-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부록

후보 기술
제안

Study Item

2020

IMT-Advanced(4G) 표준화

IMT-Advanced(4G) 표준화
요구사항 &
평가 방법

2015

WRC-19

제3편 글로벌 정보화

WRC-12

제2편 ICT 활용 기반

2007

3. 향후 추진 방향

동 연구 프로젝트 : 3G Private Partnership) 릴리즈

ITU-R 및 3GPP 5G 표준화 일정

WRC-07

이를 통해 정부 5G 정책 현황을 공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5G R&D, 표준화, 시범 서비스 및 주파수 확보를 위한

동통신 시스템 규격 작성을 위한 이동통신 단체 간 공
그림 2-2-3-1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단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추진 단계

구분

하는 5G 개념은 20Gbps의 최대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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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평창 ICT동계올림픽 추진 포럼을 통해 평창 동계올
림픽 추진 계획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서비스
별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 중이다.
현재 5G는 단순한 미래 이동통신 기술을 넘어
Wibro 상용화 시 달성하지 못했던 시장 확산, 기술 개
발, 표준화와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과제에 당면했다.
그럼에도 국가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이동
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 세계 1위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
시하고 있다. 향후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5G 기
기·장비 수출과 내수 그리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막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

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부 중심의 민·관·산·학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다.

제1장 정보 활용과 정보문화 확산
제2장 신 정보화시대 정보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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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정보 활용 현황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2.2%, 여성이 47.8%로 남성
의 인터넷 이용률(87.3%)이 여성(79.8%)보다 다소 높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정보 활용과 정보문화 확산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99.7%), 20대

1. 인터넷 이용 실태

(99.9%), 30대((99.8%), 40대(97.5%) 등 전체 연령대에
서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에서는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제2편 ICT 활용 기반

가.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나. 인터넷 이용 형태

83.6%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고, 인터넷 이용자
수는 4,111만 8,000명 (전년 대비 103만 8,000명 증가)

(1)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시간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률의 정의는 최근 1개월 이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89.8%)가 ‘하루에 1회 이

그림 2-3-1-1

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남성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이다.

(단위：%, 천 명)
인터넷 이용률

24,380

26,270

29,220

56.6

2001

35,590

36,190

36,580

37,010

37,180

41,118

34,910

40,000

33,010

38,120

31,580

77.2

77.8

78.0

83.6

70.2

75.5

76.5

82.1

74.1

78.4

72.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부록

65.5

인터넷 이용자 수

59.4

2002

2003

※ 2006년부터 조사 대상을 만 3세 이상 인구로 확대함(2000~2001년 : 만 7세 이상 인구, 2002~2005년 : 만 6세 이상 인구)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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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등의 기간별 인터넷 이용 활동 유형은 큰 차이를

한 인터넷 이용 시간은 38.7%가 주 평균 13.6시간(하

드러내지 않았다.

다. 인터넷 이용 환경

2. 인터넷 서비스 활용 활성화

(1) 가구 인터넷 이용 환경

루 평균 2시간)이며, 성별로는 남성(14.9시간)이 여성
(12.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

(3) 인터넷 이용 인식

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주 평균 20.5시간으로 가장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대

가.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전체 가구의 98.5%가 가구 내에서 xDSL, 케이블 모
(1) 인스턴트 메신저

뎀, 광랜, 모바일 인터넷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이
1)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89.2%가 최근 1년 이내 인스턴

40대(13.4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자의 10명 중 약 8명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은 중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서 ‘모바일 인터넷(100.0%)’

트 메신저2)를 이용하고 있으며, 남성(89.1%)과 여성

(75.8%)’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

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이외의 접속 방법으

(89.3%)의 이용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

(2) 인터넷 이용 활동

(75.6%)’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로는 ‘무선 랜(87.7%)’, ‘광랜(아파트 랜, FTTH 포함,

대부터 40대까지의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을 통한 활동 유형은 ‘자료 및

10명 중 약 6명은 ‘인터넷이 내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

61.0%)’, ‘초고속 무선 인터넷(와이브로 등, 17.8%)’ 등

타났다. 특히 최근 60세 이상(55.1%) 고 연령층의 이

정보 접근/검색’이 9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

어(61.8%)’ 주고, ‘인터넷은 내 삶에 즐거움(57.3%)’을

이 있다.

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메일, SNS, 채팅 등 커뮤니케이션(89.8%)’, ‘여가 활동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은 주로 ‘데스크톱 컴퓨터(20.2%)’보다 ‘스마트폰
(2) 개인 인터넷 이용 환경

한편 10명 중 4~5명은 ‘인터넷은 불필요한 비용을

핑 등 거래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은 58.7%, ‘교육·

줄여줘 경제적으로 이익을 제공(50.1%)’하고, ‘인터넷

만 6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약 8명(78.5%)이 ‘스마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은 31.0%이며, ‘홈페이지 운

은 나의 대인관계를 넓혀(48.8%)’주며, ‘인터넷은 나에

트폰(피처폰 제외)’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노트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영 및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의 콘텐츠 생성’

게 취업이나 새롭게 일할 기회를 제공(44.0%)’한다고

북 컴퓨터(넷북 등 포함)(18.3%)’, ‘스마트 패드(3.3%)’,

인터넷 이용자의 60.7%가 최근 1년 이내 SNS(소셜

은 12.6%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 이내 및 최근 3개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P3 플레이어(2.5%)’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네트워킹 서비스)3)를 이용하며, 특히 페이스북, 카카오

타났다.

스토리 등의 ‘프로필 기반 서비스(95.0%)’를 가장 많이

(97.2%)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이용 시 ‘데스크
그림 2-3-1-2

톱 컴퓨터(40.3%)’보다 ‘스마트폰(94.2%)’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 용도 (복수 응답)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단위：%)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SNS, 채팅, 인터넷 전화 등)

89.8
89.6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3

가구 인터넷 접속률
(단위 ： %)

79.7
74.5

여가 활동
(웹 라디오, 웹 TV, 온라인 게임, 전자책 등)

58.7
55.0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P2P 등)

70.2

68.8

2002

2003

94.0

94.1

94.3

95.9

95.8

97.2

97.4

98.1

98.5

13.9
11.8

2001

12.6
10.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10.1
6.4
8.6
7.9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2004

최근 1년 이내
최근 3개월 이내

1) 모
 바일 인터넷 접속을 포함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 ITU, OECD 등의 국제 기구에서는 가구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 인터넷 접속률(Household with
Internet Acces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인터넷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xDSL, 케이블 모뎀, 광랜, 무선랜, 모바일 인터넷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국내에서는 2004년 조사부터 가구 인터넷 접속 방법에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함
2) 별
 도의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들끼리 실시간 대화를 하거나 파일 전송, 음성 통화 등이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로 네이트온, 스카이프,
카카오톡, 라인, 사내 메신저 등을 포함함
3)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
그, 마이크로 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커뮤니티 등을 포함함

부록

콘텐츠 생성
(홈페이지 운영, 제작 콘텐츠 업로드 등)

63.2

92.7

31.0
28.7

교육·학습
(온라인 교육, 취키피디아 등)
SW 다운로드 / 업그레이드

86.0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자료 및 정보 접근 / 검색

91.1
90.6

거래 활동
(인터넷 뱅킹, 상품 구매 및 판매 등)

제2편 ICT 활용 기반

(7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뱅킹, 쇼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17.4시간), 10대(14.4시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90.4%, 여성 89.1%)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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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

고, 연령별로는 20대(79.6%)와 30대(73.9%)가 주로 이

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인지하는 일일 평균 스마트

인터넷 이용자의 59.3%가 최근 1년 이내 이메일을

용하며, 여성(57.1%)이 남성(46.0%)보다 더 많이 인

폰 이용 시간은 2시간 51분으로 전년 대비 38분가량 증

이용하였으며, 이메일 이용 시에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터넷 쇼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시 결

가하였다. 또한 98.3%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기술 발전과 모바일 기기 보급의 보

서비스 이용 시와 달리 ‘데스크톱 컴퓨터(86.0%)’를 ‘스

제 방법은 ‘신용카드(78.2%)’, ‘현금 입금(무통장 입금,

을 이용하고, 대부분 LTE에 접속(86.9%)하는 것으로

편화는 인터넷 이용 시간과 공간을 확대시켰다. 모바

마트폰(53.6%)’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25.8%)’, ‘휴대폰 소액 결제(통신 과금서비스, 22.4%)’,

나타났다. LTE를 통한 접속은 2013년도 조사 결과에

일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가정’(92.4%)과 ‘이

다. 한편 직장인 이메일 이용자의 경우 73.8%가 업무

‘직불카드(12.3%)’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비해 크게 증가(24.4%p)하였는데, LTE-A 서비스가

동 중인 교통수단 안’(86.7%)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에

상용화 되면서 LTE를 통한 모바일 인터넷 활용이 급격

서도 스마트폰으로 LTE 접속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이

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이 더욱

용도로 이메일을 이용하고, 30.5%(업무 용도 이메일

인터넷 쇼핑 품목 은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 액세

이용자의 41.3%)는 ‘하루에 1회 이상’에 걸쳐 업무 용도

서리(82.4%)’, ‘예약・예매(48.0%)’, ‘화장품(46.5%)’,

로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잡지, 신문(31.2%)’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나. 인터넷과 경제 활동

를 ‘스마트폰(58.6%)’보다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

그림 2-3-1-5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났지만, 매년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전년 대비 15.4%p)
(1) 인터넷 쇼핑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

7.8%

2014

3.6%

35.4%

29.8%

2시간 13분

27.0%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인터넷 쇼핑 시 아직까지는 ‘데스크톱 컴퓨터(81.4%)’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4)

나. 모바일 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 이용자의 51.3%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예약·예매 포함)하였

(2) 인터넷 뱅킹

24.4%

26.3%

2시간 51분

45.7%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터넷 뱅킹 이용자
의 비율은 49.8%이며,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데스크톱

인터넷 쇼핑 구매 품목 (복수 응답)
- 만 12세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자
(단위 ： %)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
액세서리

82.4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컴퓨터(62.6%)’ 및 ‘스마트폰(63.6%)’ 등 두 기기를 비
슷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6

모바일 인터넷 접속 방법

48.0

예약·예매

46.5

화장품

31.2

도서, 잡지, 신문

제2편 ICT 활용 기반

그림 2-3-1-4

86.9%

(3) 인터넷 주식거래

78.7%

2013

83.7%

2014

62.5%

인터넷 이용자의 6.3%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을 통

51.8%

해 주식거래를 한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자’인 것으로
24.0

음악
건강 기능 식품 (비타민 등)

20.0

이미지, 동영상
(영화, TV 프로그램 등)

18.8

기타 유료 콘텐츠
(P2P, 교육·업무용 콘텐츠 등)
가전, 전자 제품

3.2%

퓨터(74.3%)’를 이용하며, ‘스마트폰(53.8%)’을 이용하
LTE

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지난해 대비 6.8%p)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랜 (와이파이, 테더링 포함)

이동통신망 (2G/3G)

4.9%

와이브로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15.7
12.9
9.9

가구, 장난감

8.6

컴퓨터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8.6

그림 2-3-1-7

3. 모바일 인터넷 활용 확산

모바일 인터넷 이용 장소 (복수 응답)
(단위 ： %)

93.9

92.4

86.6

86.7

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 형태

2013

77.7

70.5

72.1

69.2
49.6

50.7

52.7

46.8

6.9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2014
부록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 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제외)

24.9%

조사되었다. 인터넷 주식거래 시 대부분 ‘데스크톱 컴

제3편 글로벌 정보화

30.2

식재료, 음식

25.1

25.6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
가정(자택)

4) ‘음악’, ‘동영상’, ‘도서, 잡지, 신문’, ‘컴퓨터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오프라인(우편, 택배 등)으로 배송받는 것뿐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제공되
는 유료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포함함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길거리, 공원 등
실외 장소

커피숍, 식당,
쇼핑몰 등 상업 시설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직장(회사)

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 공공 시설

학교, 학원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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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속화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1-9

이외에도 향후 ‘지하철 역내, 버스 정류장(70.3%)’,

파이) 망을 통해 접속’하며, 46.9%는 ‘업무에 활용했던

54.7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57.5%)’에서 원활하게 모바일

단말기의 업무 관련 자료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될까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의 이용을 희망하는

걱정’하고, 46.8%는 ‘회사 업무 시 활용했던 단말기에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밀번호 등 잠금 기능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

모바일 오피스 비이용 이유 (복수 응답) - 모바일 오피스 비이용자

(단위 ： %)

2013

46.3
23.4 24.7

25.1

17.0

16.1

14.4

13.8 12.9

단말기 분실 및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보안 문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

18.7

11.3

11.1

10.3

7.8

2014

7.5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회

4. 스마트 워크

사에서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서
(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스마트워크 필

스마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무선 인터넷 등
통신 요금 부담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한국의 직장 문화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24.7%)’하거나, ‘무선 인터넷
등 통신 요금 부담(17.0%)’, ‘단말기 분실 및 해킹, 악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는 스마트워크를 위해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모바일

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보안 문제(14.4%)’ 등의 이유로
모바일 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정보문화 확산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 및 소득
이 있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중 18.4%가 ‘모바일 오피
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0%가 ‘일
전용 시스템을 통한 이메일 송수신(49.3%)’, ‘사내 공지
사항 및 게시판 확인(33.8%)’, ‘업무 프로세스 및 일정
관리(24.2%)’ 등의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들 중 72.5%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삶의 질이
상승했다’고 응답하고 있다.2)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생

참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3. 12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3. 1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 스마트기술연구원, 2016 스마트 산업 기술 연감, 2015. 8
- 한국정보산업진흥원, 2015 한국 모바일 산업 연감, 2014. 8

나. 모바일 오피스 이용 인식

수행 시, 모바일 오피스 이용자의 68.0%가 ‘회사 인터

모바일 오피스 이용 유형 (복수 응답) - 모바일 오피스 이용자
(단위 ： %)

70.0
49.3
33.8
22.7
13.3

일반 인터넷망을
통한 이메일
송수신

회사 전용
시스템을 통한
이메일 송수신

사내 공지사항
및 게시판 확인

업무 프로세스
및 일정 관리

인트라넷망을
통한 업무 문서
열람/편집/작성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직원 정보 조회

12.9

전자 결재 등
승인 업무

10.7

업무용
시스템 이용

5.4
원격 모니터링
또는 원격 제어
시스템 접속

2.4

활의 필수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활양식과 사회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은 생산력을 확대하고, 사회를 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정보문화 정책은 시대에 부응하

투명하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널리 기여하고

는 지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퍼스널 컴퓨터(PC)’가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국민들의 정보 이용 환경을 개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대이다. 국민들에게 생소한

선하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 구

‘컴퓨터’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알려 나가는 것이 정

축·취약계층 PC 보급·정보화 교육 등에 힘써왔다.

책적 과제였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자’는 슬로건과 ‘정보문화의 달’이 처음 제정된 것이 이

강국이 되었다.

때였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상용화 되면서, ‘정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14년 7월 현재 만

화를 통한 국민 역량 및 생활문화 혁신’이 주된 정책과

3세 이상 인구의 83.6%인 4,112만 명에 이른다.1) 또한

제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증가하는 인터넷 보급과 함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 외에도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

께 전자 상거래 이용 활성화, 1,000만 명 국민 정보화

기를 활용한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부터 고령층에 이르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어나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

인터넷 이용률은 32.8%, 294만 2,000명 수준이다. 인

종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2002년 인터넷

터넷 이용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태

중독예방상담센터가 개소되고, 정보 오·남용 예방 캠

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이용 확산은 단순한 정보 검

페인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은 특히 인터넷 중

색·쇼핑 등의 활용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의

독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는데, 장시간 온라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게임을 하다가 돌연사하는 등 사고 뉴스가 끊이질 않

현장 특화 업무

1)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2)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5

부록

24.2

1. 정보문화 정책의 변천사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스마트워크를 위해 모바일 오피스를 통해 회사 업무

그림 2-3-1-8

한 모바일 인터넷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46분이

제2편 ICT 활용 기반

반 인터넷망을 통한 이메일 송수신’ 경험이 있고, ‘회사

2015년 현재 우리 국민(12~59세)의 스마트폰을 통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가. 모바일 오피스 이용 유형

회사에서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넷망(인트라넷 포함) 접속 시 무료/공공 무선 랜(와이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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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는 정보문화 실천 운동 민관 협력 기구인

신적·사회적 기능에 대해 손상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

넷 중독 예방 해소 종합 계획 (2010~2012년)’을 수립하

‘행복한 스마트 문화 실천 연합’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2014년도 ‘인터넷·스마트

고, 2013년부터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프로젝트 공모 결과, ‘ICT를 활용한 도시 농촌 교류 클라

폰 중독 실태 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

을 의무화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책을 강화하

우드 펀딩 시스템 활성화’, ‘장애인을 위한 3D프린팅 전

원 2015.4)’에 따르면, 국내 만 3세에서 59세의 인터넷

며 정보 오·남용에 대한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스마

자의수 나눔 확산’ 등 총 11개 과제를 선정되었다. 각 과

이용자 중 6.9%가 중독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림 2-3-1-10

고위험

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정보 오·남용’의 문제는

제는 주관 단체와 함께 정보문화 포럼을 비롯하여, 각계

으로 나타났다. 전년(7.0%) 대비로는 0.1%p 낮아진 수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PC방 돌연사와 같은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치이다. 연령대별 위험군은 유아동이 5.6%, 청소년은

2011

돌발적 사고가 줄어든 대신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새

우수한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1월 ‘K-ICT

12.5%, 성인은 5.8%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SNS와 같이 인터넷상 의사소

를 통한 착한 상상 성과 보고회’를 통해 결과 발표와 함

높은 편이다.

통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과 같은 현상이 부

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등 포상이 이루어졌다.

14.2(4,561)

2.0
(650)

1.3
(323)

1.9

1.2

잠재적 위험

11.8(2,998)

11.1

8.4

7.2

9.2

10.5
5)
(2,67

12.2
1)
(3,91

2012

2013

2014

만 10~54세

만 10~59세

만 10~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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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부분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다. 청소
년과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10∼59세)의 14.2%가 중

및 해소 종합 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미래

ICT 창의 역량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

독 위험군으로 나타나, 전년(11.8%) 대비 2.4%p가 증

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

최근 주목받고 있는 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

다. 정부는 민간 단체와 개인이 주도하는 ICT를 활용한

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

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바일 등 ICT 신기술의 등장으로, 정보문화 정책은 새

국가·지역 사회의 현안 해결을 정보문화 실천 운동의

군이 29.2%로 전년(25.5%) 대비 3.7%p나 증가하였고,

부처 및 유관 기관 간의 정책 협력 체계를 도입하였으

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 오·남용 예방’이라

일환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인 11.3%의 약 2.6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이는 스마

며, 최근에는 모바일 확산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대

는 소극적 목표 대신 소통과 협력으로 ICT의 파급력을

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확산으로 습관

한 대응 시책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아가는 ‘창조 정보문화

적 과다 사용이 심화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육도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실천 운동’이 제시되고 있다. 2014년 ‘제27회 정보문화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의 달’은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연결된 세상, 꿈꿔온 미래, 함께하는 행복’을 주제로

지난 2002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개소한 이래,

제2편 ICT 활용 기반

이와 같이 정보문화 정책의 새로운 목표는 국민들의

나. 전문 상담 및 예방 교육 실시

최근까지 예방 교육과 상담, 콘텐츠 개발·보급, 전문

가. 주요 개념과 현황

제시하였다. 이듬해 ‘제29회 정보문화의 달’은 ICT를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온 이래, 유아부터 성인

현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스마트쉼센터)’3)는 전국

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예방-상담-치료-사후 관리 등

16개 광역시·도에 17개소(2015년 12월 기준)가 지역

‘인터넷 중독’은 아직 정신의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되

종합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의 거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상

의 창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

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

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에 걸쳐 ‘인터넷 중독 예방

담센터 등을 상담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터넷·스

였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K-ICT를 통한 착한 상상’을

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주제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

인터넷 중독 위험군 현황
인터넷 중독 위험군

표 2-3-1-1

연도 (회)
2010년
(23회)

‘정보문화의 달’ 운영 현황 (2009~2014년)
주제
함께해요, 디지털 선진 사회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디지털 세상

2012년
(25회)

안전하고 따뜻한 스마트 세상

2013년
(26회)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행복한 우리의 미래

주요 내용

•103개 기관, 300개 행사
•ICT로 열어가는 ‘청소년 DREAM 토크 콘서트’ 개최

2015년
(28회)

K-ICT와 함께하는 착한 상상

•ICT 기반 국가·지역 사회 현안 해결 11개 과제
•K-ICT와 함께하는 ‘희망DREAM 토크 콘서트’ 개최

1.5

1.5

1.7

7.2

7.0

6.5

6.0

2008년

2009년

2010년

PC 이용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주최

7.2

2011년

만 9~39세

•111개 기관, 330개 행사
•‘행복한 스마트 문화 실천 연합’ 출범

연결된 세상, 꿈꿔온 미래, 함께하는 행복

7.7

1.6

행정안전부
(현 행정자치부)

•42개 기관, 42개 행사
•‘IT 희망 나눔 봉사단’ 출범

2014년
(27회)

8.0

비고

•38개 기관, 65개 행사
•예산 절감 (7억→4.9억), 행사 규모 축소
•40개 기관, 54개 행사
•민관 협력 ‘따뜻한 디지털 세상 실천 네트워크’ 출범

8.5

만 5~49세

7.0

잠재적 위험

6.9

1.5

1.7

1.8

5.7

5.3

5.1

2012년

2013년

2014년

만 5~54세

만 3~59세

PC 및 스마트 기기 이용자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2015.4

3) ‘중독’ 용어의 부정적인 어감을 꺼리는 이용자들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스마트쉼센터’로 개칭하여 홍보하며 활용 중이다. 다만, ‘국가 정보
화 기본 법’ 등 법상 용어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로 유지하고 있다.

부록

2011년
(24회)

8.8

고위험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

그림 2-3-1-11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현황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았다. 이에 정부는 8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터

254

255

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모, 교사, 전문가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윤리 교육의 내용면에서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사이

지 67만 명에 달하는 학부모 교육이 실시되었다.

수행 중이다. 전문 상담은 내방 상담·사이버 상담·

을 예방하고, 학교 내 건강한 이용 문화를 창의적으로

버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인성 교육’으로 개

2015년 7월 ‘인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 공

전화 상담·방문 상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되고

정착시키기 위한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를 선정·지

편하고, 연령대별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에 초점

간에서의 인성’으로서 정보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있으며, 홈페이지(www.iapc.or.kr)·모바일(m.iapc.

원 (2015년 14개교)하고 있다.

을 맞춰 실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 이용 습

주목받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국의 교원을 대
상으로 직무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집합 교육과 온라

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함께

인, 환경적 요인, 인터넷·스마트폰의 특성 등 다양한

서의 학생 지도와 학부모의 자녀 지도 역량을 스스로

인 교육 등을 통해 2015년 11월까지 총 10만 명의 교원

자주 나타나는 우울증·불안과 같은 공존 질환을 보유

영향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 방안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확산시

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교장(감)

한 청소년들은 상담과 병원 치료를 연계한 서비스를 받

또한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급격한 ICT 기

키고 있다.

대상의 학교 정보윤리 정책 수립 관리자 과정을 별도

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저소득층·한 부모 가정·

술 발전과 이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하기 위해

대상별 정보윤리 교육을 살펴보면, 유아 대상 정보

로 운영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관심과 실천 활동을 확

조손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인터넷 문제로 심각한 어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 치

윤리 교육은 지난 2011년에 도입되었다. 525개 국·공

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육 대상

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센터로의 내방이 어려

료,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네

립 유치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사립 유치원까지 확

및 연령에 부합하는 정보윤리 콘텐츠를 꾸준하게 개선

운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독 예방 교

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3~4세 누리 과정이 도입됨

하여 확충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선 교

가정 방문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

육 및 기초 상담, 전문 상담, 병원 치료 연계, 사후 관

에 따라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교육 기관이

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생용 또는 교사(강사)용 지

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할 전문 인력 양

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예방·해소 시스템을 효율적으

확대되었다.

도서를 비롯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

성과 함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 과정을 운

로 구축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학교 현장에 전

다. 2014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재량 활동용 사

영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 총 1만 5,000여 명의 전

언론사, 기업,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건강한 스마트

문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던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은

이버인성 정보윤리 교육 교과서·지도서 개발과 함께

문 인력을 교육·양성하였으며, 우수한 상담 인력을 통

폰 사용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터

2013년부터 학교 폭력과 연계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사이버 인성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콘텐츠를 신규로

한 상담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중

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교육 등으로 다양화하여 운

개발하였고, 학교 폭력과 연계된 사이버불링(왕따) 예

독 전문 상담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영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009년 도

방을 위한 가상 체험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연구 및 교

아울러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상담을 체계적으로 기

입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인 ‘정보윤리학교’는 정보윤리

육용 게임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15년에는 청소년

록·관리하여 상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담

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실천 의지 확

들의 스마트 기기 이용 확산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립에 중점을 둔 심화 학습 프로그램이다. 정보윤리학

함양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 고등학생용

교는 교과 수업·창의적 재량 학습·특별 활동 등 교

사이버 인성 지도서, 사이버불링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중독 유형별

3. 범국민 정보 윤리 교육 실시

(SNS, 게임 등) 전문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 되면서 악성 댓글로 인한 명

육 과정과 연계하여 정보윤리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

전 예방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해 예방 및 대

예 훼손, 불건전 정보 유통 등의 정보 공해와 저작권 위

하는 프로그램인데, 2012년 341개교, 2013년 303개교,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유아·청

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 현상이 발생

2014년 150개교, 2015년 152개교가 참여하였다. 2015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계층별 정보윤리 교

소년·성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

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

년은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 모델 개

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2013년

반으로 스마트 정보통신 기기 이용 확산 등 급변하는

발을 위해 교육부 인가 연구학교 (8개교)를 추가로 지

정보윤리 의식과 사이버 인성 함양을 위해 기존의 일회

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북을 활용, 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 이용

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들 학교를 통해 모범적인 교수

성 특강 중심의 집체 교육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정

인별 인터넷·스마트 미디어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

학습 방법과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

보윤리 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육 모델 개발 (시범학교),

자율적 실천 약속을 작성하는 등 수업 참여도 및 교육

년부터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이다. 또한 학생과 교사들의 자율 정화 활동 동아리 ‘아

교과 연계 활동 (정보윤리학교) 확대 등을 통해 일반 학

효과를 높이기 위한 토론식 심화 교육 과정을 개발·

정보윤리 교육은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고,

름누리 지킴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9월 수

교에 선도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아동의 중독 조기

나아가 성숙한 디지털 시민 의식(Digital Citizenship)

도권 9개 학교로 시작된 아름누리 지킴이는 2015년 현

차단을 위하여 유아 (5~7세) 및 초등 저학년의 눈높이

을 배양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

재 152개의 정보윤리학교 소속 중·고등학생이 참여하

에 맞는 예술 체험 교육을 운영하여 아동에게 보다 쉽

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이용 연령이 더욱 낮아짐에 따

고 있다. 성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지역 사회 교육 기관

고 효율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증

라 정부는 2011년 유아 등 저연령층 대상 정보윤리 교

과 연계하여 학부모 대상 자녀 사이버 인성 지도 방법

가하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

육을 개설한 이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보

등을 주제로 운영 중이다.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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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나.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앞서 설명한 일반 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과 마찬가지로

제2장
정보 격차 현황

1. PC 기반 정보 격차

며, 취약 지역 (군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농어민

년층·농어민)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55.4%로 전년

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타

대비 4.6%p 상승했으며, 일반 국민 (83.6%)과의 격차

소외계층에 비해 30대 이하 저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

는 28.2%p로 전년도 대비 3.1%p 감소하였다. 소외계층

은 저소득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

의 인터넷 이용률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4년 (24.9%)

2014년도 기준 소외계층 (장애인·저소득층·농

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30.5%p 상승하였으며, 일반

어민)의 평균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70.6%로 전년 대

국민과의 격차는 2004년 (45.3%)에 비해 전체적으로

비 1.4%p 상승했으며, 일반 국민 (78.2%)과의 격차는

1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6%p로 전년도 대비 3.1%p 감소하였다. 소외계층 가

은 각각 일반 국민 대비 64.1%, 63.5%로 나타났다. 즉,

소외계층 인터넷 이용률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

구 컴퓨터 보유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4년 (48.7%)

정보 접근과 관련된 격차보다 기본적인 정보 역량, 정

득층 64.2% (전년 대비 3.8%p↑), 장애인 59.1% (전년

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21.9%p 상승하였으며, 일반

보의 양적 및 질적 활용에 있어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

대비 2.4%p↑), 장노년층 54.1% (전년 대비 5.6%p↑),

국민과의 격차는 2004년 (29.1%)에 비해 전체적으로

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농어민 47.1% (전년 대비 4.9%p↑) 순으로 나타났다.

2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PC 기반 일반 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
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애인 85.3% (전년 대비

2014년도 정보 격차 지수를 산출한 결과 일반 국민

1.5p↑), 저소득층 85.3% (전년 대비 2.1%p↑), 장노년

소외계층별 일반 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

표 2-3-2-2

(단위 :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층 74.3% (전년 대비 1.7%p↑), 농어민 69.4% (전년 대

장애인

57.5

65.2

73.9

76

78.8

80.3

81.3

82.2

83.4

83.8

85.3

비 1.6%p↑)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연령·취약

저소득층

55.6

64.2

73

75.5

78.1

79.5

80.5

81.4

82.2

83.2

85.3

농어민

33.8

41.7

49.8

54.6

57.9

60.3

61.8

63.6

64.8

67.8

69.4

대비 소외계층의 PC 기반 종합 정보화 수준1)은 2013년

지역 (군 지역) 거주 비율이 타 소외계층에 비해 높은

장노년층

40.9

49.3

58.4

62.6

64.2

65.9

67.5

69.2

71.2

72.6

74.3

75.2%에서 2014년 76.6%로 전년 대비 1.4%p 상승했

농어민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으며, 타 소외

평균

45

53.3

62

65.9

68

69.7

71.1

72.4

74

75.2

76.6

으며, 정보 격차 지수 산출 원년인 2004년 (일반 국민

계층에 비해 연령 수준이 낮아 PC나 인터넷에 대한 이

의 45% 수준)에 비해서는 31.6%p 상승하였다.

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 저소득층의 정보화

반 국민의 94.3%까지 상승하였으며 역량 및 활용 수준

※ 대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
※ 평균은 소외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3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인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표 2-3-2-3

볼 수 있다.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접근

63.7

71

80.2

86.5

89.7

91

91.8

92.7

93.4

93.6

94.3

역량

27.5

35.2

42.9

44.5

45.7

48.9

50.8

52.8

56.1

60

64.1

활용

33.1

41

49.2

51.4

53.1

54.8

56.5

58.2

59.9

62.3

63.5

양적 활용

34.2

42.2

50.3

52.8

54.4

55.7

57.5

58.6

59.7

62.6

63.5

질적 활용

29.6

37.7

46.4

48

50.1

52.3

54.1

56.8

60.4

61.6

63.4

종합

45

53.3

62

65.9

68

69.7

71.1

72.4

74

75.2

76.6

※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3

1) PC 기반 종합 정보화 수준은 접근(0.3)·역량(0.2)·활용 부문(0.5)별 정보화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임

(단위 : 이용률(%), 격차(%p))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 국민

70.2

72.8

74.1

75.5

76.5

77.2

77.8

78

78.4

82.1

83.6

이용률
(격차)

24.9
(45.3)

29.4
(43.4)

35.1
(39.7)

40.1
(36.2)

41.7
(35.4)

43
(34.6)

44.3
(34)

45.6
(32.7)

46.8
(31.9)

50.8
(31.3)

55.4
(28.2)

장애인

이용률
(격차)

34.8
(35.4)

41
(31.8)

46.6
(28.2)

49.9
(26.4)

51.8
(25.3)

52.7
(24.9)

53.5
(24.8)

54.4
(23.9)

55.5
(23.2)

56.7
(25.4)

59.1
(24.5)

장노년층

이용률
(격차)

19.3
(50.9)

22.5
(50.3)

28.3
(46.5)

34.1
(42.2)

35.6
(41.5)

37.6
(40)

39.3
(39)

41.1
(37.2)

42.6
(36.1)

48.5
(33.6)

54.1
(29.5)

저소득층

이용률
(격차)

38.4
(31.8)

44.2
(28.6)

48.4
(26.4)

52.8
(23.5)

54.6
(22.5)

55.7
(21.9)

56.5
(21.8)

57.4
(20.9)

58.5
(20.2)

60.4
(21.7)

64.2
(19.4)

농어민

이용률
(격차)

16.9
(53.3)

23
(49.8)

29.4
(45.4)

33.4
(42.9)

35.2
(41.9)

36.2
(41.4)

37.5
(40.8)

38.9
(39.4)

40.2
(38.5)

42.2
(39.9)

47.1
(36.5)

소외계층
평균

※ 격차는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의 차이이며,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KISA 발표 자료 기준임 (201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 평균은 소외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3

2) 60대 이상 연령층 비율 : 저소득층 (24.3%), 장애인 (34.5%), 농어민 (51.7%)
30대 이하 연령층 비율 : 저소득층 (44.8%), 장애인 (20.8%), 농어민 (9.3%)

부록

구분

소외계층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부문별로는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 접근 수준은 일

제2편 ICT 활용 기반

가.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

표 2-3-2-1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신 정보화시대 정보 격차 해소

2014년도 기준 소외계층 (장애인·저소득층·장노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타 소외계층에 비하여 60대 이상 고연령층 비율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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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수준 (76.6%)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 61.6% (전년

기기와 PC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생애주기별 양질의 디

장애인 74.0% (전년 동일), 저소득층 72.3% (전년 대비

났다. 부문별로는 접근 부문 78.4%, 활용 부문 55.9%,

대비 6.5%p↑), 장애인 51.3% (전년 대비 11.4%p↑),

지털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요구되

0.6%p↑), 농어민 65.1% (전년 대비 0.6%p↑) 순으로

역량 부문 42.0% 순으로 유무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

농어민 44.8% (전년 대비 9.1%p↑), 장노년층 51.4%

는 스마트 정보 접근·역량·활용 수준이 크게 취약한

나타났다. 타 소외계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연

는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9.9%p↑) 순으로 모든 계층에서 전년 대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 격차 해소를

령층이며, 도시와 달리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단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스마트폰 보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한 정책은 기존의 PC 기반에서 유무선을 융합한 기반

독거주 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민의 경우 앞서 언급한

(72.5%), 장애인 (60.2%), 장노년층 (54.3%), 농어민

결과는 앞서 언급한 PC 기반 정보화 수준, 유무선 융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 접

개인의 낮은 정보화 수준과 맞물려 가구 컴퓨터의 보유

(51.4%) 순으로 저연령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이 가장

합 기반 스마트 정보화 수준과 마찬가지로 저연령층이

근 수준, 스마트 정보 역량 수준, 스마트 정보 활용 수준

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많은 저소득층에서 스마트폰 보유가 가장 활성화 된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계층별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저소득층 (72.5%), 장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애인 (60.2%), 장노년층 (54.3%), 농어민 (51.4%) 순으

이처럼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PC 기반 기

로 저연령 및 학생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스마트 정

존 정보화 수준에 비해 크게 취약한 이유는 소외계층의

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고, 스마

3.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014년도 스마트 격차 지수3) 시범 산출 결과 일반

2014년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52.2%로 전년

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 능력의 한계로 일상생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발생하는

(42.8%) 대비 9.4%p 증가했으나, 일반 국민의 스마트

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기존 정보 격차는 정부

폰 보유율 (78.3%)에 비해서는 여전히 26.1%p 낮은

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57.4%로 나타나는 것은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스마트

그러나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PC 및 모바일 스마트

4)

스마트 정보화 수준 은 일반 국민의 57.4%로, PC 기반

소외계층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및 격차 추이
(단위 : 이용률(%), 격차(%p))

구분

2004년

전체 국민
소외계층
평균
장애인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외계층별 스마트폰 보유율

표 2-3-2-6

(단위 : %)

77.8

78.9

79.6

80.4

80.9

81.4

81.8

81.9

82.3

80.6

78.2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유율
(격차)

48.7
(29.1)

54.2
(24.7)

60.1
(19.5)

63.4
(17)

65.1
(15.9)

66.2
(15.2)

67.2
(14.6)

67.7
(14.2)

68.7
(13.6)

69.2
(11.4)

70.6
(7.6)

일반 국민

15.6

39.6

61.5

74.3

78.3

보유율

1.3

8.6

21.7

42.8

52.2

보유율
(격차)

62.3
(15.5)

66.2
(12.7)

68.7
(10.9)

69.9
(10.5)

70.7
(10.2)

71.2
(10.2)

71.6
(10.2)

71.9
(10)

73
(9.3)

74
(6.6)

74
(4.2)

51.3

보유율
(격차)

49.9
(27.9)

53.4
(25.5)

57.7
(21.9)

61.3
(19.1)

63.1
(17.8)

64.7
(16.7)

66.1
(15.7)

67.5
(14.4)

70.1
(12.2)

71.7
(8.9)

72.3
(5.9)

농어민

보유율
(격차)

35.8
(42)

43.6
(35.3)

50.2
(29.4)

55
(25.4)

57.4
(23.5)

58.7
(22.7)

60.3
(21.5)

60.8
(21.1)

62.1
(20.2)

64.5
(16.1)

65.1
(13.1)

장애인

보유율

1.6

8.6

23.1

39.9

장노년층

보유율

1

6.2

18.8

41.5

51.4

저소득층

보유율

1.9

17

31.8

55.1

61.6

농어민

보유율

1

7.3

19.2

35.7

44.7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3

※ 격차는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 간 PC 보유율의 차이이며, 일반 국민의 PC 보유율은 KISA 발표 자료 기준임 (201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 평균은 소외계층별 가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3

그림 2-3-2-1

표 2-3-2-5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저소득층

소외계층 평균

2014년

제2편 ICT 활용 기반

표 2-3-2-4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 유무선 융합 기반 스마트 격차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소외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2014 스마트 격차 지수 현황
PC 기반 기존 정보화 수준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

스마트 정보화 수준

(단위 : %)

스마트 접근

스마트 역량

스마트 활용

스마트 종합

79.9

45

59.7

60.2

저소득층

82.2

66.8

70.3

72.5

농어민

68.1

40.7

48.6

51.4

장노년층

79.2

35.5

53

54.3

평균

78.4

42

55.9

57.4

※ 일반 국민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수준을 의미

3) 스마트 격차 지수는 PC ·모바일 융합 환경에서의 정보 격차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14년도에 시범 산출
4) 일반 국민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의미하며 소외계층은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장노년
층을 기준으로 함

76.6%

57.4%

종합

접근

94.3%

78.4%
부록

구분
장애인

64.1%

역량

63.5%

활용

※ 산출 도구 : 기존 정보 격차 지수
· 수치는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전체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

42.0%

55.9%

※ 산출 도구 : 스마트 격차 지수 (신 정보 격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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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통합적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외계층의 스마

웹 접근성 제고

2. 추진 현황 및 실적

산에 따른 모바일 분야의 접근성 제고를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2011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

가. 웹 접근성 기반 환경 조성

합 기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57.4% 수

침’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웹 접근성뿐만 아니

준으로 기존 PC 기반의 정보화 수준 (76.6%)에 비해

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진단·컨설팅 사업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개요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 격차는 업무·

(1) 국가 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개정

추진하고 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경우 장애인·노인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

다양한 범위로 이용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1.0((KICS.OT-10.0003)’을 웹 접근성 국가 표준으로

반면, 스마트 기기 기반의 모바일 격차는 관계·참여·

육, 행정, 고용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사회와는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의성 또한 증대된다. 공항, 터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웹 접근성 국가 표준 1.0

라이프스타일·문화·소통·소득 등 모든 생활 영역에

확실하게 구분되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그

미널, 도서관 등 새로운 장소 및 모바일 등 새로운 기

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 등과 관련한 상세 해설서인 ‘웹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면적 격차가 심

중에서 웹(Web)은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기에서 이용 상황이 확대된다. 또한 웹이 표현과 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발

화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사회 통합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점점 더 생활 속에 깊숙

으로 분리됨에 따라 디자인 및 설계에 있어 효율성이

표하였다. 2010년에는 웹 접근성 국제 표준인 ‘WCAG

의 저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웹을 통한 삶의 변화는 장

제고되고,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

2.0’의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모바일의 생활 도구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스마트 정

애인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더욱 심화시킬 수

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관

2.0(KICS.OT-10.0003/R1)’으로 웹 접근성 국가 표준

보 환경에서는 모바일 활용 기반 성과 창출 기회의 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애인도 웹을 접근하고 사용

련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을 개정하였으며, 해설서인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

형적 배분을 통해, 모든 이가 스마트 모바일 사회에 배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만 취해진다면 오히려 물리적

Responsibility)을 다하고 있다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츠 제작 기법 2.0’을 2011년에 발표하였다.

제 없이 참여하게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단절되어 있던 많은 장애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

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특정 소외계층의 기술적 정보 접근권을 강조하는

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정보사회의 복

유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을 사용할 수 있

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보편적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웹 접근성’은 장애인의 삶에

인권적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015년에는 터치기반 환경 등 변화하는 웹 환경에

국내 웹 접근성 표준 제정 현황

표 2-3-2-7

구분

KWCAG 1.0

KWCAG 2.0

KWCAG 2.1

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소외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 환

구성

4개 지침, 14개 항목

4개 원칙, 13개 지침, 22개 검사 항목

4개 원칙, 13개 지침, 24개 검사 항목

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보급 및 활용 교육 등의 정책을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웹 접근성 관

특징

HTML 중심

HTML, RIA 등 다양한 기술

터치 기반 환경 고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련 표준 및 지침 제정, 법제도 정비, 실태 조사, 전문

연도

2005년 12월 (국가 표준)

2010년 12월 (국가 표준)

2015년 3월 (국가 표준)

교육, 품질 인증, 세미나, 컨설팅, 온라인 자문, 평가

- 한국정보화진훙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주요 구성

표 2-3-2-8

추진해왔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KWCAG 2.0 (KCS.OT-10.0003/R1)

KWCAG 2.1 (KCS.OT-10.0003/R2)

비고

5.1. 대체 텍스트

수정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5.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일

1.3 명료성

5.3. 명료성

수정

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2009년 공공 기관을 시작으로

2.1 키보드 접근성

6.1. 입력 장치 접근성

수정

2015년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웹 접

2.2 충분한 시간 제공

6.2. 충분한 시간 제공

동일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6.3. 광과민성 발작 예방

동일

2.4 쉬운 내비게이션

6.4. 쉬운 내비게이션

수정

3.1 가독성

7.1. 가독성

동일

3.2 예측 가능성

7.2. 예측 가능성

수정

3.3 콘텐츠의 논리성

7.3. 콘텐츠의 논리성

수정

3.4 입력 도움

7.4. 입력 도움

동일

4.1 문법 준수

8.1. 문법 준수

동일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8.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정

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고, 웹 접근성

근성을 준수토록 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

5) 스마트 격차 지수는 유무선 융합 다중 매체 환경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기와 PC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와 다양한 가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화 수
준의 차이를 측정
o 스마트 격차 지수 (신 정보 격차 지수) = 접근 수준(0.2) + 역량 수준(0.4) + 활용 수준(0.4)
			 - 접근 수준 : 가구 내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유무선 정보 기기 (PC·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
			 - 역량 수준 : PC 이용 능력,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 활용 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정보 생산·공유 정도, 네트워킹 정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경제 활동 정도

부록

1.1 대체 텍스트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하여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정부는 장애인·고령층 등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도구 개발 보급 등 웹 접근성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2편 ICT 활용 기반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한국형 웹 콘

따라서 스마트 정보 환경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

참고 자료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학습·정보 등 특정 생활 영역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트 격차 지수 산출 결과, 소외계층의 PC 및 모바일 융

제2절

262

263

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하는 것과 충분한 컨트롤 크기를 제공할 것 등은 새롭

(3) 정보 접근성 실태 조사

웹 접근성 지킴이를 양성하였으며, 매년 2,000여 건의

근성 국가 표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웹 접근성을 고려

게 추가된 부분이다.

웹 접근성 인식 제고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웹 접근성

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한 콘텐츠 제작 기법 2.1’을 발표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웹 접근성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문의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정

정 기관, 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웹 접근

할 수 있는 온라인 자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웹 접근성 연

경 내용은 확대 가능한 콘텐츠에 대하여 명도 대비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2011년 9월에

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총 228개 사

구소(www.wah.or.kr) 사이트를 통해 2008년 11월부터

4.5:1에서 3:1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해 확대 가능한 환경

제정되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가 기

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공되어왔으며 2014년까지 총 4,399건의 자문이 제공

을 고려한 점과 반복 영역 건너뛰기가 항상 화면에 보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00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되고, 2015년에도 계속적으로 자문이 제공되고 있다.

이도록 해 음성 출력으로 정보를 접근하는 경우만을 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세부 사

하였다. 2015년에는 실태 조사를 랭키닷컴 순위를 포

한 지표에서 키보드 등으로 콘텐츠에 순차적으로 접근

항을 정하고 있으며 필수 사항 7개와 권고 사항 8개로

함하여 1,500개 웹 접근성을 실시하고, 100개 모바일

(2) 웹 접근성 품질마크

하는 경우도 고려한 점, 홈페이지 메인에서 제한되던

구성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모바일 등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

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여 웹 접근성

방향에 맞춰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준수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 시행된

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주요변

새 창(팝업창)을 1개까지는 허용하여 새 창을 금지함으

2014년부터 수행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진

로써 발생했던 여러 불합리한 경우를 보완한 점, 그리

단·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

고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공통된 부분에서 모든 부

성 지침2.0’을 국가 표준에 반영하는 작업이 2015년부

분으로 예외 없이 적용한 점, 콘텐츠 간의 구분을 제공

터 진행 중에 있다.

이후 2014년까지 4,600여 개의 사이트가 인증 심사를

나. 웹 접근성 기술 지원 강화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중앙 행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텐츠 접근성 지침 2.1(TCS.OT-10.0003/R2)’을 웹 접

신청하였다.
웹 접근성 인증의 법적 근거가 없어 다수 인증 기관

표 2-3-2-9

세부 지침
대체 텍스트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색에 무관한 인식

인식의 용이성

명도 대비

명확한 지시 사항

초점
누르기 동작 지원

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시 자문 서비스를 추진하였

가가 지정한 기관이 웹 접근성 인증 사업을 운영토록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2010년에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웹 접근성 모

사업을 개선하고, 이후 국가가 지정(2014. 1. 27)한 인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등 총 657개 웹 사이트

증 기관이 국가공인 인증 제도 형태로 2015년에도 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

속적으로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4.5:1의 명도 대비를 제공해야 하지만, 운영 체제의 화면 확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면 3:1로 낮출 수 있다.

접근성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의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웹 접근성 지킴이를 양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진동,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성하여 소규모 민간 기관 및 공공 기관 등의 웹 사이트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접근성 준수 여부를 무료로 진단·컨설팅해주고 있다.

2005년부터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인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매년 약 100여 명의

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 대상 웹 접근성 전문 교육을 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도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예측 가능성
범용 폰트 이용

표 2-3-2-10

다. 웹 접근성 인력 양성

국가 공인 웹 접근성 인증 현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입력 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 등

장애인 사용자 평가는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모바일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바일 앱의 접
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2-11

구분

2014년

2015년 (7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582

379

소계
961

㈜웹와치

613

423

1,036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115

79

194

합계

1,310

881

2,191

부록

자동 재생 금지

견고성

있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2013. 5. 22)을 통해 국

응답 시간 조절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이해의 용이성

웹 접근성 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

지침 설명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알림 기능

운용의 용이성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의 인증 운영에 따른 혼란이
제2편 ICT 활용 기반

원칙

(1) 웹 접근성 온·오프라인 자문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주요 구성

웹 접근성 전문 교육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육 수료자

226명

1,234명

1,342명

1,608명

4,098명

3,390명

2,488명

2,356명

2.021명

1,4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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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 교육, 온라인 자문 서비스, 웹 접근성 지킴이 구

행정 기관·공공 기관·민간 법인 모두 미흡하여 개선

며, 2008년에는 민간 개발자 대상 전문 교육을 실시하

성·운영, 세미나 등을 확대할 것이며, 민간 부문의 웹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만 200여 명의 관계

접근성 제고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향상을 위

자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

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것과 연관성이
높은 복지 시설, 방송·언론 등에서의 웹 접근성은 상대

년에도 총 1,300명을 목표로 직능·단체별 교육을 포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 접근성 역시

함하여 웹 접근성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 역시 필요하다.

참고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정보 접근성 실태 조사’, 2015. 1
- 웹 접근성 연구소 : www.wah.or.kr
-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 : http://
www.w3.org/WAI/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시하였다. 2007년부터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

3. 주요 성과 및 이슈
라. 웹 접근성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 강화
2014년 웹 사이트 (228개) 및 모바일 앱 (100개) 정
보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의 경우 민간 법

지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평균 참석자는

인, 교육 기관, 의료 기관, 문화예술 단체는 80점대로

정부의 웹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노력에 따라 공공 기

450명에 이른다. 2010년에는 웹 접근성 관련 국제 세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시설, 언론·방송은

관의 웹 접근성 준수는 어느 정도 높아졌다. 하지만 공

미나를 개최하여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웹 접

60점대로 접근성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

공 기관에 비해 장애인의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시설,

근성 이니셔티브(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으로 나타났다.

방송, 언론 등 민간 기업의 웹 접근성 준수 실정은 낮아

의 의장인 주디 브루어(Judy Brewer)와 미국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여부 실태 조사 결과, 중앙

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 IBM, Adobe 등이 참여하

대, ITU-T 아태사무소 소속 교수 및 프로그램 책임자

100

의 기조 연설과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삼성전자·LG

80

전자 관계자 등이 참여한 500여 명 규모의 디지털 접

60

근성 정책 및 디지털 접근성 기술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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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설

의료 기관

방송·언론

문화예술 단체 등

하여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풍부한 정보량, 신속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 이외의 모바일 등 신기

정확한 정보의 전달, 효율적인 정보 변환, 저렴하고 용

술에 대한 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추진, 민간 부문의

이한 정보 접근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생활 체

자발적인 참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계가 창출된다. 이는 민주화·복지화·합리화 등의 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각·청각 등 감각 장애 중심의

러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사회 전반의 분사화·

연구에서 벗어나 중증 장애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연

효율화·신속화·활성화를 촉진하고 삶의 질적 향상

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발

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등 비금전적 인센티

하지만 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사회경제적 계층’,

브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 부문에

‘성’, ‘세대(연령)’, ‘지역’의 차이에 의해 정보에의 접근

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과 이용이 용이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효과적 수

즉,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정보

단이 접근성 제고라는 것을 많은 IT 기업들이 인식할

격차는 정보 취약계층의 소득과 삶의 질 저하, 사회 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 기관 방

여 기회 축소 및 계층간 빈부 격차 등을 심화시켜 사회

문 봉사, 단순 기부금 제공 등의 사회공헌에서 벗어나

통합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정보

자사의 IT 제품과 서비스를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

격차 해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에

록 개선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대한 접근 격차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홍보해야

로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것이다. 접근성 제고가 IT 기업과 사회가 서로 윈-

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

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회공헌이라는 것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을 자발적으로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
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 환경 속에 신
체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에 의해 정보통신 제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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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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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

1. 개요

제2편 ICT 활용 기반

향을 설명하였다. 2015년에는 비엔나 대학, 일본 토요

접근성 준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

그림 2-3-2-3

정보통신 기기 및 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들은 관련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웹 이외의 모바일 등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여 선진국 및 글로벌 IT 기업의 접근성 관련 최신 동

제3절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4. 향후 추진 방향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2015년까

266

267

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하고 있다. 또한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은 국내 보급

원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장애인 계층의 정보사회

구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활 편익을 받을

층·농어민들의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뿐만 아니라 해외 저개발국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사

통합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스마트 기기용 보조 기기를 보

정보통신 보조 기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사랑

랑의 그린PC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간의 정보 격차 해

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급 확대할 계획이다.

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

소와 국제 협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 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사랑의 그린PC 보급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정보통신 보조 기기

기 개발 및 보급을 2003년부터 추진해왔다.

관련 산업의 영세화, 외국산 정보통신 보조 기기의 국

1997년부터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시작으로 2003년

사업은 공공 기관과 기업·개인 등으로부터 2014년까

현재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 복

산화 및 장애인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 및 기술 개발, 2004년에는 장

지 총 51만 4,362대를 기증받아 국내 및 해외 저개발

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장애

기업의 정보통신 보조 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

애인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국가를 대상으로 총 32만 6,693대를 보급하였다.

인이며, 정부 보조 80%와 자 부담 20%의 매칭 방식으

원 방식은 정부에서 개발금의 75%를 지원하고 25%는

특히 2014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

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성 제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외 지역 없이 정보 취

국 리스트를 기준으로 가나, 엘살바도르, 르완다 등 최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

이를 통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36건의 보조 기

약계층에게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

빈국에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함으로써 국가 간

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90%를 지원한다.

기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7건을 상용화하였다.

력하고 있다.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및 IT 강국으로서의 국격 제고에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2014년

2015년에는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

까지 총 4만 6,005대의 정보통신 보조 기기를 보급하

를 통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2015년에는 사랑의 그린PC 수혜자 이용 편의성 제

였으며, 2015년에도 총 4,000대의 정보통신 보조 기기

있는 보조 기기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정보

고를 위해 전문 정보화 도우미를 운영하여 PC 신청 및

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도에는 장애인 등 누

접근 및 정보 이용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여하였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009년부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보 접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및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저소득

보급, AS 등 전화 상담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수혜자
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 정보화 환경에서 정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 기관과 기업, 개인 등으로

취약계층의 스마트 기기 접근과 활용 촉진을 위해 복지

부터 불용(중고) 컴퓨터를 기증받아 이를 정비하고 양

시설에 태블릿 PC를 보급하고, 향후에도 사랑의 그린

품화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정보 접근권이 어려운 국내

PC 보급과 더불어 태블릿 PC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외 정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

할 예정이다.

구분

보급 품목

시각

스크린리더

1,654

독서 확대기

-

점자 단말기

100

음성 출력기

624

468

788

622

1,813

593

-

63

459

381

387

369

-

68

-

72

152

96

-

-

-

133

300

449

화면 확대 S/W

-

-

-

-

25

기타

-

-

-

-

-

입력 보조기

29

25

12

133

보 취약계층에게 보급하고 단체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정보통신 보조 기기는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을 추진하며 지원 시설(단체)에 ‘사랑의 그린PC’를 보급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

표 2-3-2-12

지체
·
뇌병변

연도별 사랑의 그린PC 보급 실적
(단위 : 대)

보
급

국내
해외
계

1997∼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9,070

18,563

22,019

26,694

38,069

30,246

21,353

24,379

18,489

19,101

16,814

15,826

290,623

2,836
(15)

2,017
(9)

3,553
(15)

3,837
(14)

4,466
(19)

3,401
(23)

2,007
(18)

3,360
(15)

2,012
(16)

2,500
(20)

3,300
(21)

3,550
(21)

36,839
(68)

41,906
(15)

20,580
(9)

25,572
(15)

30,531
(14)

42,535
(19)

33,647
(23)

23,360
(18)

27,739
(15)

20,501
(16)

21,601
(20)

20,114
(21)

19,376
(21)

327,462

※ ( )는 해외 보급 국가 수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청각
·
언어

2012년 2013년

2014년

391

394

234

198

2,548,033

336

317

263

236

196

3,007

94

150

113

180

131

1,156

887

738

978

556

582

623

5,246

192

29

24

31

12

13

12

338

-

-

-

-

22

-

-

22

292

926

911

691

592

616

358

345

4,930

특수 마우스

14

113

79

111

62

120

98

29

29

41

27

32

755

특수 키보드

37

107

306

75

489

199

99

55

51

15

16

10

1,459

입력 패키지

-

-

22

387

207

67

68

73

-

-

-

-

824

의사소통 보조기

-

-

-

112

129

-

-

-

-

-

-

-

241

입력 보조 S/W 등

-

29

4

8

2

31

78

4

5

1

24

3

189

영상 전화기

517

200

262

321

-

497

211

277

767

446

642

1,058

5,198

의사소통 보조기

-

-

-

-

-

1,593

915

560

304

831

811

1,031

6,045

음성 증폭기

-

17

-

32

137

100

-

136

257

138

88

45

950

무선 신호기

-

-

-

-

-

-

-

-

80

13

146

97

336

언어 훈련 S/W

-

-

-

-

-

-

-

1,013

281

847

1,151

377

3,669

공통

PC
계

3,307

-

300

-

-

-

-

-

-

-

-

-

3,607

5,658

1,115

1,584

2,559

2,718

6,526

4,354

4,421

4,236

4,148

4,472

4,214

46,005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부록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나. 정보통신 보조 기기 개발·보급

나 사회복지 기관 등의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 현황
(단위 : 대)

합계

다. 국내에는 개인과 단체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개인
은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

표 2-3-2-13

제2편 ICT 활용 기반

가. 사랑의 그린PC 보급

268

269

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표 2-3-2-14

정보통신 보조 기기 개발 지원 연도별 내역

조이스틱 장치용 키보드/마우스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
지원
년도

2004년

개발 목적

헤드마우스
(알에스케어시스템)

정부
기업
지원금 부담금

총액

JAWS 한글 버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92

44

136

스크린 리더기인 JAWS 한글 버전 개발

시각

S//W

92

119

211

지체 장애인의 컴퓨터 활용을 위해 적외선, 소리압 센
서를 적용하여 헤드폰 형태의 헤드마우스 개발

지체
뇌 병변

H/W

70

24

94

모바일 인터넷 솔루션 개발
(엑스비젼테크놀로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 인터페이스 개발

시각

S/W

60

30

90

영상전화기
(욱성전자)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해 영상전화기
(경광등 포함) 개발

청각
언어

H/W

100

210

310

안경형 HMD 시스템 개발
(건융아이비씨)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의 안경형
HMD system 개발

청각
시각

H/W

81

36

117

화면확대시스템
(힘스코리아)

저시력 장애인의 원활한 학습 및 독서를 위해 독서 확
대기 개발

지체 장애인용 무선 마우스와 드라이버 S/W 개발

H/W
S/W

38

114

H/W

지체
뇌 병변

76

시각

키즈보이스
(유비큐)

지체·언어 장애인이 그림 상징(3,200개)을 클릭하여
의사를 지원하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개발

지체
뇌 병변

34

113

63

203

지체
뇌 병변

79

140

Head Mounted Pointer와 영상 인식 기법을 이용한 보
조 입력 장치 개발

H/W

H/W

Head Mounted Pointer를
이용한 보조 입력 장치 개발
(초이스테크놀러지)

롤러트랙볼
(원진에이티)

지체 장애인이 사용하기 쉽게 트랙볼(지름6.5Cm)을 장
착한 마우스 개발

지체
뇌 병변

H/W

50

29

79

안드로이드폰 접근 기술 개발
(시드코어)

블루투스 중계 장치를 통해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는 하
드웨어와 접근 지원 앱(App) 개발

지체

H/W
S/W

79

43

122

다음음절예측SW
(트루시스템)

지체·뇌 병변 장애를 위해 다음 음절을 예측하여 글을
입력할 수 있는 SW 개발

지체
뇌 병변

S/W

35

28

63

의사소통 보조용
스마트폰 앱의 개발
(클루소프트)

모션 기반 의사 전달용 문장 검출 및 음성 출력 모듈
개발과 주요 상용 문장 조음 과정 3D 애니메이션 제작

청각

S/W

75

32

107

보이스아이메이커프로
(에이디정보통신)

인쇄 출판물을 스캔하여 문자를 추출하여 시각 장애인
에게 필요한 2차원 바코드로 변환하는 SW 개발

시각

S/W

50

22

72

독서 장애인을 위한 e북 리더 및 시스템 개발

시각

H/W
S/W

91

39

130

센스리더프로페셔널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시각 장애인의 사무 업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화면
낭독 프로그램 개발

시각

S/W

40

17

57

블루투스 유무선 보청 시스템 개발
(건융아이비씨)

무선 기능의 양이 디지털 보청 수신기 및 블루투스 전
용 송신기 개발 및 스마트폰 연동 기술 개발

청각

H/W

91

39

130

I-터치키
(이알씨네트웍스)

지체 장애인이 직접 키보드를 그림으로 제작하여 사용
가능한 터치 키보드 개발

지체
뇌 병변

H/W

130

56

186

실로암 화면 확대 프로그램 개발
(실로암장애인복지회)

화면 확대 기능과 한글 음성 및 점자 지원이 가능한 화
면 확대 프로그램 개발

시각

S/W

79

34

113

See-체인지
(토모텍)

시각 장애인이 음성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데이지 콘
텐츠 플레이어 개발

시각

H/W

90

39

129

H/W
S/W

90

39

129

언어·청각 장애인이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전용 단말기 개발

청각
언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 사용 및 문자 입력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키패드 인터페이
스 개발

시각

Vpad
(에스비엔테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키패드 인터페이스 개발
(모비언스)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초박형 점자 디스플레이 개발
(네오엑세스)

탄소나노튜브 엑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스플레이
를 초박형으로 제작하기 위한 소재 및 응용 제품 개발

시각

H/W
S/W

53

23

76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영상 솔루션 개발
(샘물교육정보)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조 기기로 다양한 단말과 환
경에서 고화질 영상통화가 가능한 차세대 영상 단말기
개발

청각

H/W
S/W

75

32

107

2010년
110

52

162

2011년

이모티콜
(케이엠텍)

지체, 청각 장애인을 위해 각종 은행 업무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뱅킹 솔루션이 탑재된 영상전화기 개발

청각
언어

H/W

H/W

160

70

69

62

독서 장애인용
스마트 e-북 리더 개발
(엑스비전테크놀로지)

2012년

229

132

2007년

무선 마우스 개발
(아큐케어)

2013년
시각장애인이 주로 쓰는 6점자 입력 방식의 키보드 개발

시각

H/W

60

26

86

바로토크
(트루시스템)

뇌 병변, 언어 장애인을 위해 휴대용 음성 출력기 개발

청각
언어

H/W

100

43

143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통합 문서 뷰어 개발
(엑스비전테크놀로지)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에서 주요 전자 문
서를 보여주는 뷰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각

S/W

54

23

77

트랙볼이 장착된 킹키보드
(유타스)

저시력, 지체 장애인을 위해 트랙볼이 장착된 킹 키보
드 개발

지체
뇌 병변

H/W

150

64

214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능형
호출 알림 서비스 개발
(함께하는사람들)

청각 장애인의 외부 방문객의 호출을 알리고, LCD 화
면에 영상으로 보여주고, 스마트폰에 호출 알림 서비스
개발

청각

H/W
S/W

85

28

113

매직마커를 이용한
노터치 키보드, 마우스
(티미스솔수션스)

지체·뇌 병변 장애인이 이마나 안경 등에 마커를 부착
하여 머리 움직임으로 마우스 기능을 대신하는 특수 마
우스 개발

지체
뇌 병변

S//W

110

47

157

지체 장애인용
환경제어 장치 개발
(민토시스)

지체장애인이 스위치와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하여 환
경 제어(전화, 스위치, 적외선 리모컨, 스위치 인터페이
스, 호출)를 할 수 있는 보조 기구 개발

지체

H/W
S/W

79

27

106

CLURD 한손키보드
(지피전자)

상지 장애 및 지체 장애인을 위해 한 손으로 한글 입력
이 가능한 한 손 키보드 개발

지체

H/W

91

41

132

스마트 기기 터치 인터페이스를
보완할 수 있는 점자 입출력 장치
(힘스인터네셔널)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기기의 터치 인터페이스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중 스마트 기기와 연동 가능한
점자 입출력 장치

시각

HW
SW

100

41

141

휴대용 멀티 미디어 플레이어
(토모텍)

시각 장애인이 음성 도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들
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개발

시각

H/W

90

40

130

3,077

1,633

4,710

2014년

총계

36개

부록

b-pad
(모이텍)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제품

제2편 ICT 활용 기반

장애

2006년

2008년

H/W
S//W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005년

과제명 (개발사)

2009년

개발비

지체
뇌 병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조이스틱 장치용 키보드/
마우스 소프트웨어
(모비언스)

(단위 : 백만 원)

27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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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여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ICT 기기 이용의 편

며, 2015년에는 2014년보다 5만 건이 증가한 70만 건

의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존의 PC 기반의 정보 접근 격차 해
소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기

의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술에 의한 정보 접근 격차 역시 현 시점에서 해소 방안

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통신중계 서비스

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급변하고

4. 향후 추진 방향

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 환경 변화 속에 2014년 취약계

3. 주요 성과 및 이슈

화) 메시지를 중계사가 전화(음성)로 상대방에게 전달

층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음성전

정보 격차는 새로운 ‘정보 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발

78.4%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보 취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정보통신 보조

생하며, 정보 불평등의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정보 소

약계층의 정보 접근 해소 정책도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이용한 사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하

기기, 통신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결과 이들 정보 취

외계층의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과 빈곤을 확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보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게 되었다.

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대·재생산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이러한 정

기존의 PC 기반 정보 접근 격차 해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의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도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보 격차 해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방법론은 역시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접근 격차를 모색해야 할

어, 2014년 한 해 동안 제공된 중계 건수도 65만 4,201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정보 취약계층 평

정보 접근의 용이성 확보일 것이다. 이에 미래창조과

것이다.

에 이른다.

균 정보 접근 수준이 94.3%로 전년 대비 0.7%p 개선된

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저소득층·

이러한 수요에 맞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중계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제외한 장애인

농어민·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격차 해

력을 보강하는 한편, 2010년 11월부터 야간을 포함한

과 장노년층의 일반 국민 대비 정보 접근 수준은 모두

소를 위해 사랑의 그린PC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

24시간 중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

96.4%, 94.3%로 일반 국민과의 접근 격차가 상당히 해

편, 정보통신 보조 기기에 대한 지원과 관련 기술 개발

에 구애 없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2-16> 참조)

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전체 정보 취약계층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또한 장소에 구애 없이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

까지 총 36건의 개발 과제 중 27건을 상용화에 성공하

지원 규모나 양적인 측면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이

통 지원을 위해 통신중계 서비스 전용 모바일 앱 “손말

였으며, 개발 지원을 통해 상용화 된 제품 중 휴대폰 음

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예

이음센터”를 2014년에 개발하여 2015년부터 서비스를

성 출력기 및 영상전화기 등을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산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공하고 있다. 기존 PC, 전화 이외에 스마트폰 등 스

등)로 수출하는 등 관련 산업의 신장에도 기여한 것으

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급증하고

마트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함

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에는 장애인의 스마트 기기

있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등 새

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의 접근 및 활용 등 장애인의 정보 생활 촉진을 위해 스

로운 정보 소외계층들에 대해서도 정보 격차 해소 정책

마트 기기 보조 장치 위주의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

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통신중계 서비스의 이용이 가

표 2-3-2-15

연도별 통신중계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건)

2006년

중계사 수

3

5

14

29

29

26

29

30

32

33

서비스 일수

43

241

295

335

365

365

365

365

365

334

중계 건수

2,021

33,371

108,315

191,808

307,097

386,354

505,478

527,001

599,865

654,201

문자 : 영상

73:27:00

81:19:00

66:34:00

58:42:00

55:45:00

59:41:00

63:37:00

66:34:00

68:32:00

68:32:00

서비스
제공 시간

주 5일
(월~금)
일 9시간
(10:00~
19:00)

주5 일
(월~금)
일 12시간
(09:00~
21:00)

주 6일
(월~토)
일 12시간
(09:00~
21:00)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2007년

2008년

2009년

주 7일
일 13시간
(09:00~22: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2010년 11월부터)

취약계층별 일반 국민 대비 정보 접근 수준 (%)
구분

2014년

정보 접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2004년

73

61.1

51.3

66.3

63.7

2006년

85.4

79.6

69.5

82.9

80.2

2008년

92.6

87.9

80.9

92.5

89.7

2010년

93.4

89.5

86.2

93.8

91.8

2011년

93.5

90.9

87.5

94.3

92.7

2012년

93.9

92.3

87.5

94.9

93.4

2013년

94.7

93.7

88.6

94.3

93.6

2014년

96.4

74.4

89.3

94.9

94.3

※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 수준 (필요 시 PC 및 인터넷 접근 가능 정도 등)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을 의미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실태 조사’, 2015. 2

부록

2005년
(11월∼12월)

구분

표 2-3-2-16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실태 조사’,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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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통신 보조 기기 개발 사업의 경우 2004년

참고 자료

제2편 ICT 활용 기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전화를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의

능해짐에 따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272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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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계층별 정보화 교육을

득 및 취업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

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 IT 전문 인력

원하는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양성 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해소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만
7,320명의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가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2014년(6월 말 기준)

또한 중증 장애인의 지속적인 정보 생활 지원을 위

2015년도에도 전국 148개 집합 교육 기관 등을 중심으

까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하여 306명의 모바일 전문

해 정보화 도우미를 양성하여 전화 상담, 온라인 원격

로 총 6만 9,340명의 장애인들에게 기초 및 활용, 전문

강사를 양성하였고, 취약계층 4만 1,662명에게 스마

서비스, 방문 서비스를 통해 PC 수리, 바이러스 제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표 2-3-2-17> 참조)

정보 격차는 기본적으로 정보에의 ‘접근성’을 기준으

트 모바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애인·고

등 IT 긴급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PC 및

로 즉, 새로운 정보화 기술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

령층·결혼이민자 대상 집합 정보화 교육 지침을 개정

주변 기기·정보통신 보조 기기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

한 자’ 간의 격차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현재의

하여 모바일 정보화 교육 과정을 전체 10%에서 20%로

하고 있다.

정보 격차 문제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1. 개요

나. 고령층 정보화 교육
우리 사회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이미 전체 인구에서

욱 세분화·다차원화·복합화 과정을 겪고 있다. 즉,

화 교육 동기 부여를 위해 정보 활용 경진대회인 ‘장애

65세 이상의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사회로 진입

정보 격차는 ‘보편적 접근’에서 ‘주체적 향유’의 개념으

인 정보화 제전’을 2003년부터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있

했으며, 2017년 고령사회(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다. 2013년부터 장애인 정보화 제전 대회를 ‘국민행복

비율이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IT 경진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며, 2015년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로 예상된다. 이러

에는 처음으로 고령자 3부문 (55세~64세)에 모바일 경

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진을 도입하여 진행하였다. 향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있

2. 추진 현황 및 실적

나아가 포괄적이고 주체적인 ‘수용 격차’로 진화하고 있
다. 이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가. 장애인 정보화 교육

향상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2014년 12월 기준(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

에 모바일 경진을 타 부문(예시 : 결혼이민자 부문 등)

어 고령층의 정보 격차 문제는 사회 통합에 있어 해결

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황, 2014)으로 249만 4,46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

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바일 시대의 스마트 격차

해야 할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6월 ‘1,000만 명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장애는 유형별로 지체 51.9%, 청각 10.8%, 시각

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10.1%, 정신지체 7.3% 및 기타 19.6%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이 추진되었으

이들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1999년부터

며, 2002년 6월을 기점으로 1,000만 명 정보화 교육의

정보화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정보 활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

용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사회 재참여 기회 확대를 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장애인, 고령

해 장애인 대상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위 : 명, 개소)

구분

교육 방문
실적 전문
계

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는 심화되기 시작하였

의 정보화 교육장을 지원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컴퓨

교육 기관

다. 이에 2004년 ‘취약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 계획’을

터·인터넷 등에 대한 기초 및 실용 교육을 실시하는

수립하는 한편, 2005년에는 ‘제2차 정보 격차 해소 종

‘집합 교육’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 장애인을 대상

합 계획 (2006~2010)’을 수립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으로 ‘1:1 맞춤형 방문 교육’, IT 분야 기초 소양을 갖춘

고령층, 농어민을 4대 정보 취약계층으로 두고 이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교육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실시하는 ‘IT 전문 인력 양성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정보 격차는 사회 참

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148개 기관을 선정하여

여 활동 기회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

시각·청각·지적 등 장애 유형별 및 초급·중급·고급

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는 정보화에 소외된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

특히 IT 활용 능력 및 학습 능력이 우수한 장애인들

에게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정보화를 통

을 대상으로 ‘IT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 자격증 취

계

-

-

-

-

1,447

2,244

3,142

3,408

3,716

4,012

-

-

-

-

-

80

128

170

184

185

3,970 3,560 3,363
237

181

141

3,150

3,150

3,177

38,339

143

112

150

1,711

3,099 10,660 14,397 21,224 22,159 65,046 57,821 59,851 59,492 63,281 55,556 64,704 69,075 70,933 67,902 72,120 777,320
42

42

85

85

85

142

141

150

147

147

150

147

149

147

148

148

-

방문 강사

-

-

-

108

378

555

614

712

751

808

803

1,043

800

650

647

607

-

방문 도우미

-

-

-

-

-

33

268

327

400

396

297

378

357

320

318

248

-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표 2-3-2-18

연도별 고령층 정보화 교육 실적
(단위 : 명, 개소, 팀)

구분
교육 실적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3,535 42,059 41,332 54,029 47,292 60,127 75,687 79,362 25,964 18,691 21,745 21,062 20,303 19,618 19,535 570,341

집합 교육
기관

270

412

298

295

200

202

229

216

49

50

51

49

50

49

50

-

어르신
IT 봉사단

-

-

-

-

-

27

38

36

33

20

20

33

20

21

21

-

창업 교육
지원 기관

-

-

-

-

-

-

-

-

-

-

-

-

-

-

3

-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부록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기관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광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집합 3,099 10,660 14,397 21,224 20,712 62,722 54,551 56,273 55,592 59,084 51,349 60,963 65,571 67,640 64,640 68,793 737,270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장애인 복지관 및 민간 단체

하였다.

연도별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적

표 2-3-2-17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 국민 정보 활용 능력 강화

제2편 ICT 활용 기반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제고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외에도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로 분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 격차’에서 ‘활용 격차’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보화 교육 실시

274

275

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과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

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통해 2014년까지 결혼이

해소를 위해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고

보화진흥원에서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

민자 3만 9,227명, 북한이탈주민 3만 4,401명이 정보

령층 정보화 교육은 장·노년층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

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화 교육을 받았다.

고 자체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갖추고 있는 교육 기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
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01년 온라인
정보화 교육 사이트인 ‘배움나라’를 구축·운영하면서

라. 정보화 교육 지원

을 선정해 지원하는 ‘집합 교육’과 어르신들이 어르신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

활성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교육 대상자의 정보화

들을 가르침으로써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

지관 등 결혼이민자 대상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

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활용 능력을 다시 사

영하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민간 기관을 통해 정보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을

회에 환원하는 지식 나눔 운동의 일환인 ‘어르신 IT 봉

기초 및 실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위해 1997년부터 컴퓨터 교육이 가능한 우수 인력을

사단’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는 집합 정보화 교육 외에도 한국어 및 IT 활용 능력이

확보하여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정보화 교육을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통해 2000년부터 2014년까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IT 방문 지도사’를

다.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은 사회복지 시설, 각종 단

받을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정보화 교육 시스템 ‘배움나

지 총 57만 341명의 어르신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양성해 언어·접근성·가정환경 등으로 집합 교육이

체,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강사 신청을 받아 장애인·

라(www.estudy.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까

2014년에는 21개팀 100명의 어르신 IT 봉사단이 활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노인·저소득층·농어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

지 170만 2,314명이 교육을 받았다.

동하였다.

찾아가는 방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부터

온라인 정보화 교육 사이트인 ‘배움나라’에서는 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장노년층의 일자리

현재 다문화 IT 방문 지도사는 9개국 111명이며, 정보화

2014년 까지 총 62만 5,199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

80여 개 교육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창출을 위한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장노년층 IT 창업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시하였으며, 2014년 기준 등록 강사 수는 409명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배움나라 전 교육 과정을

아카데미’ 교육을 시범 추진하여 45명이 수료하였다.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참여 욕구와 정보 이용 능력에 따라 세분화 된 교육 과
정의 개발,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보
급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배움나라(m.estudy.or.kr) 서비스로 실시하고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미취업 및

있다. 또한 경찰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

IT 봉사단과 5개 장노년층 IT 창업 아카데미 교육 기관

문화적 차이 등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고려해 정부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 IT 튜터를 파견하여 하계방학

기관 등에 942개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교

을 통해 1만 3,600명의 고령층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

서는 지난 2002년부터 관련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

시하고 있다.

다. 초기에는 정보 격차 해소 차원의 정보화 기초 교육

다. 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표 2-3-2-20

(단위 : 명, 개소)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행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제도권 교육 밖

교육
37,854 28,226 49,195 56,277 53,394 64,488 74,175 64,948 60,844 27,209 26,289 20,259 20,274 21,163 20,604 625,199
실적

저소득층, 농어민 이외에도 새로운 정보 소외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정

발생한다.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정보화사회

보사회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속의 새로운 정보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정보화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

최근 들어 국제 결혼 증가 및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

주민 등 신 소외계층이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 정보 소외계층의 유입 인구

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한국 사회에 조기

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된 국내 사회 정착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북한이탈주민

2,057

2,152

2,679

3,714

4,384

2,973

3,223

3,731

2,929

2,736

3,823

34,401

결혼이민자

-

-

913

1,852

2,388

3,638

2,678

3,377

4,971

4,571

14,839

39,227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2014년

계

2,384

2,153

2,459

2,452

944

1,033

1,058

735

586

470

384

375

409

-

지원
1,365
기관

696

1,523

273

323

318

247

250

298

226

238

253

270

343

260

-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표 2-3-2-21

연도별 온라인 교육 실적 및 교육 과정 현황
(단위 : 명, 과정)

교재
/콘텐츠
교 (개발
육 과정 수)
과
정 배움나라
(운영
과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394 91,008 152,191 139,440 150,007 145,986 161,056 146,003 135,522 122,208 103,256 113,854 117,534 107,855 1,702,314
부록

구분

2013년

1,990

온라인
교육 실적

(단위 : 명)

2012년

등록
1,006
강사

구분

연도별 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실적

2011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에 있는 신(新) 정보 소외계층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표 2-3-2-19

연도별 강사 지원단 교육 실적 및 지원 현황

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대비를 위한 IT 전문 교육도 병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기존의 장애인, 고령층,

제2편 ICT 활용 기반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정보화 수준뿐만 아니라 언어와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매년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도에는 전국 50개 집합 교육장과 20개 어르신

및 실용 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부터 고령층의 정보 격차

-

-

-

5

21

15

16

15

10

10

10

10

10

3

125

9

22

34

46

56

70

82

82

70

70

75

80

83

80

-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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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 격차 해소

마트 역량 수준 (PC 이용 능력,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

갈 예정이다. 한편 어르신 IT 봉사단, 장애인 IT 방문

을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

집행을 추진하였다.

용 능력을 통합한 정보 이용 역량 수준)’은 42% 수준에

강사, 다문화 IT 방문 지도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정

등 새롭게 대두되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서비스

이외에도 시의 적절하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정보화

불과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보화를 통한 지식 나눔 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추

교육 실시를 위해 2015년에는 정보화 교육 표준 정보

스마트 기기 확산과 관련한 모바일 서비스가 대중화 되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화 교

세를 감안하여 장노년층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장

화 교재 1종 및 온라인 콘텐츠 2종 등 총 3종을 개발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장애인·고령층 등 소

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정보화 교육 사이트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 참여 등 부가가치 창출에

여 전국 정보 소외계층 집합 정보화 교육 기관과 배움

외계층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이

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모바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라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급하였다.

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일 환경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배움 나

2015년도에는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을 통해 2만

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명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

4. 향후 추진 방향

도 미래사회 대비 정보화 교육 서비스도 확장해 나가야

통해서는 7만 명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보 격차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할 뿐만 아
니라 현 사회의 구성원 간 소통과 통합을 유도하는 중
요한 수단이므로,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
로 정보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보 기술 변화와

한 취약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 경제적 이익 창출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1,000만 명 정보화

사회 변화에 맞춰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 서비스도 변

가능하도록 IT 자격증 과정 1개의 교육 과정을 개발·

교육’ 사업으로 시작한 정부의 대 국민 정보화 교육 사

화해야 할 것이다. 즉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

보급할 예정이다.

업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사회의 변화 속에 낙오되

폰 활용 교육과 같은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향상 교육

참고 자료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며, 온라인 무료 정보화 교육 사이트인 배움나라를

기존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업 추진 외에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육 자원 공동 활용을 통해, 예산 중복 방지 및 효율적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3

고 소외된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 저소득층의 4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이를 통해 2013년 말까지 총
427만 305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4대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화 교육을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5.2%로

통해 이들의 정보 활용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

상당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정보 역량의 수준은 60.0%

다. ‘2014년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

로 여전히 상당히 낮다. 이는 4대 취약계층의 정보 활

면, 일반 국민의 역량 부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

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정할 때, 일반 국민 대비 4대 취약계층의 평균 정보화

추진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층을 포
함한 4대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기

한편 2014년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결과, PC

초 및 실용 교육을 포함해 IT를 활용한 사회 재참여에

및 모바일 융합 기반의 소외계층의 일반 국민 대비 ‘스

필요한 전문 교육까지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

표 2-3-2-22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수준이 2013년 60%에서 2014년 64.1%로 4.1%p 상승

제2편 ICT 활용 기반

3. 주요 성과 및 이슈

부문별 일반 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 (%)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접근

63.7

71

80.2

86.5

89.7

91

91.8

92.7

93.4

93.6

94.3

역량

27.5

35.2

42.9

44.5

45.7

48.9

50.8

52.8

56.1

60

64.1

활용

33.1

41

49.2

51.4

53.1

54.8

56.5

58.2

59.9

62.3

63.5

양적 활용

34.2

42.2

50.3

52.8

54.4

55.7

57.5

58.6

59.7

62.6

63.5

질적 활용

29.6

37.7

46.4

48

50.1

52.3

54.1

56.8

60.4

61.6

63.4

45

53.3

62

65.9

68

69.7

71.1

72.4

74

75.2

76.6

종합

※ 대비수준은 전체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전체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자료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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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업과 협업하여 국제 기구 및 개도국의 요구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
기구 조달 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1. 개요
2. 추진 현황
제2편 ICT 활용 기반

전자정부를 비롯해 우수한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 전문 기구와의 협력

정보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수행
2009년 8월 ADB(아시아개발은행 : Asian Development

개체로 지원 요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개도국

Bank)와 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기반으

의 국가 정보화 정책, 사업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다

로 정보화 관련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4월에는

자 협력 방식이 있다. 둘째, 해당 국가 정부가 우리 정

ADB-ITU와 공동으로 아태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한 공

부에 직접 정보화 추진 관련 지원을 요청하여 발생하

동 협력 체계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역내 국가의 늘어

는 양자 협력 방식이다. 특히 정보화를 통해 경제 발전

나는 정보화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2014년 6

을 도모하려는 개도국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개발은행

월에는 우리 정부가 개발한 국가 정보화 수준 진단 툴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National Informatization Assessment Tool : NIAT)

개발은행) 등 국제 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협력 요청

을 ADB의 고위 관리자 그룹에 소개하고, 향후 협력 컨

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

설팅에서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ADB-ITU

그림 3-1-1-1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제 기구를 매

국제 기구 협력 사업 수행 프로세스

사업 구체화

재원 조달

사업 수주

국제 기구 협력 회의
(공공 정보화 사업 사례 공유,
사업 제안, 우리나라 사례 전수·홍보)

[예비] 타당성 조사
([Pre]-F/S), 기술 컨설팅

무상 원조,
유상 원조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미래창조과학부(NIA), 기업 협업

미래창조과학부(NIA),
기업 협업

MDB 신탁 기금 및
유상 재원(loan) 등

기업

부록

사업 발굴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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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글로벌 정보화 협력

립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측 대표단이 루마니

한편 브라질과 벨라루스의 신규 센터 구축은 논의

축·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정보접근센터의 구

에 통가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 정보화의 수준을 진단

아를 2차례 (2013년 10월, 12월) 방문하는 등 실무 협

중에 있다. 2015년 4월 대통령 남미 순방 중 우리나라

하였다. 통가 정부는 2013년 8월 세계은행의 재원으로

의를 진행한 끝에, 2014년 7월에 루마니아 정보연구소

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브라질 통신부는 2017년 IT 협력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행사에는 양국의 대통령 및 부

브로드밴드 해외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 수요가 증

(ICI) 내에 구축되었다. 한편 2015년 6월 4일, 한국정

센터 개소를 목표로 정부 간 구축 의향서(LoI)를 교환

통령, 총리, 장·차관 등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였

대되어 중장기적인 정보화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진

보화진흥원과 루마니아 정보연구소는 두 기관이 공동

하였다. 향후 양국 정부는 센터 운영 기관 지정 및 운영

다. 양국 간 정보화 협력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출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으로 주최하는 ‘한-루마니아 ICT DAY’ 행사를 루마니

기관 간 실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화 협력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축 현황은 다음 <표 3-1-2-1>과 같다.

아에서 개최하였다. 행사는 공동 협력 프로젝트 수행

우간다를 비롯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벨라루스 등

은행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와의 협력은

을 통한 협력 성과를 홍보하고, 루마니아 정부에서 추

총 4개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정보접근센터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IDB, 도미니카 공화국

진 중인 ICT 발전 중장기 전략 ‘디지털 아젠다 2020’에

구축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정보화 협력 관계

과 공동으로 한-중남미 ICT 장관 포럼을 개최해 우리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는 의미 있

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라의 우수 사례를 전수하고, 국가 정보화 분야에 대한 현

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KT, KICA, LG Nsys, SK

황·수요 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C&C, KTNET 등 국내 8개 ICT 기업이 참여하여 ITCC

제2절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미 2010년 10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IDB(미주개발

개도국 정보화 지원

2.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UNFPA(유엔인구기금 : United Nations Population

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ITS 등 분야별

Fund)와는 센서스 정보화 컨설팅 부문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 우수 도입 사례 등을 루마니아 정

을 위해 2015년 3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과업 범

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였다. 루마니아는 최근

위(TOR : Terms of Reference)를 구체화하였으며,

ICT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대규모 국책

2016~2017년 센서스 예정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컨설

사업을 계획하는 등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여 신규 시장

정부는 정보화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정보 격차

따른 각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센터 간 협력 활성화를

팅을 수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으로서 가치가 큰 만큼 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이 진출

해소를 위해 한국형 IT 인프라인 정보접근센터(IAC)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유기적인 협력 조직의 필요성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축하였다.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라운지, 세미나실,

이 대두됨에 따라 동 회의에서는 제1차 총회를 통해 각

운영 요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센터를 활용해 정보화

국 IAC 운영자들의 협의체인 ‘2014년 글로벌 IAC 네트

교육 지원과 개도국의 정보화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워크’를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정보접근센터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서 열린 ‘2014 ITU
전권회의’는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의 글로벌 확대에

한-콜롬비아 IT협력센터는 ‘정보통신방송 장관 포럼’

국에 대한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에 참석한 콜롬비아 측의 협력 요청에 따라 2013년 10

하였다. 말라위에 대한 우정 정보화 기본 계획 및 실행

월 센터 개소를 위한 1차 실무 협의를 마쳤다. 이 실무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 시 동남

간 운영 경험 및 지식 자원을 공유하고, 창조적 신 가

계획 수립에 관한 컨설팅 요청에 따라 향후 본 사업 진

협의를 통해 콜롬비아 측의 관심 분야와 센터 설립에

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보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치 창출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업 구조를 통

출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2014년 10월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이 제안되었다. 이에 2002년 정

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한다. 협의회 구성은 사무국

다. 정부는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 컨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MinTIC) 내에 IT협력센터가

보화 후발국인 캄보디아에 최초의 정보접근센터를 구

(Secretariat)과 복수의 권역별 분과 협의회로 구성되어

설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해외 시

구축되었다. 양국 대표 6인으로 구성된 센터공동운영

축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ASEAN 지역뿐 아니라 동

있으며, 사무국(한국정보화진흥원)과 분과 협의회(대륙

장 진출 기반 형성에 조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1차년도 공동 협력 과제로 콜롬비아 정부 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

별 7~13개 센터), 외부 회원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털 구축을 위한 한국 사례 연구, 정보 보안(CERT) 운영

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 및 개도

자 교육, 콜롬비아 공공 서비스 인증 체계 수립을 위한

국 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국제 IT협력센터 구축

2014년부터 개최된 ‘우수 정보접근센터 시상식’은 센
터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 Development Assistance

터의 지속 가능성을 배양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홍

국제 IT협력센터는 정보화 기반이 조성된 국가에 설

였다. 특히 정보 보안 실무자에 대한 보안 역량 수준 측

Committee)에서 분류한 148개 수원 국가 중 약 25%

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에서 개최한 제1회 우수 정보

립된 정부 간 IT 협력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수준에 맞

에 해당하는 40개국에서 총 42개의 정보접근센터가 구

접근센터 시상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보접근센터(타

는 양국의 IT 기술·인력 교류 활동을 통한 정부 간 협

는 교육 계획 및 커리큘럼을 수립, 교육한 결과 현지의

력 증진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에이전시로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향후 국제 IT협력센터를 통해

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 포럼, 양자 간 면담, ICT 정책 자문 등을 통해 도

한-루마니아 IT협력센터는 루마니아 정보사회부 차
관이 2013년 10월에 내한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설

출된 협력 수요를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하여 협력국 문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구축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요르단, 르완다

네팔, 우크라이나,
가나, 파나마

몰도바, 베트남,
미얀마, 콜롬비아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 에티오피아

우간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벨라루스

부록

타당성 연구 등을 확정하고 2015년 4월 말까지 완료하

표 3-1-2-1

제3편 글로벌 정보화

Bank)와는 2014년 하반기에 모리타니 등 AfDB 회원

제2편 ICT 활용 기반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 African Development

1. 정보접근센터 지원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아태 지역 경제 개발 공동 협력체 활동의 일환으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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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켄트)가 우수 IAC로 선정되었다.

콘텐츠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
보접근센터에 지원되는 모든 시설은 최대한 국산 제품으

트(Tashkent)에 위치한 타쉬켄트 정보통신대학(TUIT:

로 제공하고 있어, 국내 IT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Tashken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에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간접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편 현지 정보접근센터 지원 시설의 HW 사용법 및 센

추진하였다. 최신 IT 및 실내 인테리어 기자재를 통해 센

터 운영 요원의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정보접근센터 신

터를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따른

규 구축 지원 시 선발된 운영 요원을 우리나라에 초청하

모바일 환경으로 구축하여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 있다. 선발된 운영 요원은 센터 운영 기법 및 IT 기기,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유지 보수를 통해 우즈

네트워크 유지·관리, 정보 보안 등 종합 연수를 받는다.

베키스탄 정보접근센터는 다양한 IT 교육 과정을 확대하

동시에 이들에게 정보화 교육 및 현장 견학 등을 지원함

여 현지 ICT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화의 우수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특히 2006년도부터는 구축 후 4년이 지난 센터를 대

3.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제2장
제1절

ICT 산업의 해외 진출

차지하는 전략 산업이다. 국내 ICT 산업의 수출액은

ICT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2014년도 기준 1,7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액을 기록, 전

상으로 IT 기자재 및 노후화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 순

체 수출액 대비 30.4%를 차지한다. 무역흑자 규모 또

차적으로 유지·보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한 863억 달러로 전체 흑자 규모의 1.8배를 차지해 타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한 ICT 공적 원조 사후 관리

1. 세계 ICT 시장 및 국내 ICT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2014년도에는 키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선정위원회’는 매년

기스스탄, 르완다,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에 기

OECD 수원국을 주요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정보 이용

구축된 정보접근센터를 대상으로 유지 보수를 추진하여

세계 ICT 시장은 매년 5%에 가까이 지속적인 성장을

환경 개선 필요성, 사업 수요 및 정보화를 통한 국제 협

수혜국 내 최신 IT 시설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센터의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 ICT 시장의 규모는 약 3.6조

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국가를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활용도를 보다 극대화하였다.

원 규모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

정보접근센터는 2014년 기준 36개국 293명을 대상

과에 따라 니카라과·베트남·팔레스타인·부탄을 대

으로 실무급 및 고위급 해외 IT 정책 결정자 협력 채널,

상으로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국 현지 및 맞춤형 협력 채널, 국제 기구 연계 협력

그 내용은 다음 <표 3-1-2-2>와 같다.

채널, 국내 유관 기업(관) 협력 채널 등을 중심으로 운

략이 필요하다.

보이고 있다.

국내 ICT 산업의 교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흑자를

국내 ICT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0%를

영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장·차관급의 고위급 해외

정보접근센터를 설계하여 센터 구성의 다변화에 노력하

IT 정책 결정자 협력 채널과 ITU 전권회의를 연계하여

고 있다. 또한 인프라 기반의 지원을 탈피하고 첨단 IT 시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IT 발전의 우수성을

1,800

설, 한류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 지원을 통해 위상을 재정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지속적인 정부 간 협력 관계를

1,700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1-2-1

한국 ICT 교역 현황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 기기, 전자 부품, 반도

그림 3-1-2-2

ICT 산업 무역수지 VS 전체 산업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1,600

ICT 산업

1,694

1,539

1,739

783

800

751

772

600

1,552

1,400

400

589

2011

2012

2013

2014

구분

니카라과

베트남

팔레스타인

부탄

수도

마나과

하노이

라말라

팀부

면적

130,370km2

330,951km2

6,020km2

38,394km2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인구

6,080,478명

89,708,900명

4,550,000명

753,900명

ICT 산업

1,539

1,566

1,552

1,694

1,739

3.10%

1인당 GNI

1,790$

1,740$

3,070$

2,330$

산업 전체

4,664

5,552

5,479

5,596

5,727

5.27%

전자정부 지수 (순위/지수) (총 193개국)

147위/0.2759

99위/0.4705

-

143위/0.2829

ICT 발전 지수 (순위/지수) (총 152개국)

120위/2.96

101위/4.09

100위/4.16

123위/2.85

(단위 : 억 달러)

※ 산업 전체의 수출액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2010년 세계 경기 침체에 따
른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2011~2014년까지의 CAGR은 1.04%에 불과
자료 출처 : 나라 지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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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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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1,566

412

2014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국가 현황

전 산업

1,000

1,500

표 3-1-2-2

2. ICT 산업의 해외 진출 특성

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4.8%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2014년부터는 수혜국의 IT 환경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립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환경에 부합한 정보화 교육 및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선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가선정위원회의 선정 결

산업의 적자액을 상쇄하고 한국의 무역흑자를 주도하
제2편 ICT 활용 기반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유관 기관 및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축되었으며, 2014년 2차 유지 보수를 통해 재개소를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우즈베키스탄 정보접근센터는 2007년 수도 타쉬켄

0
2010

2011

2014

※ 제조업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 구조에서 ICT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무
역흑자에 기여하는 바 높음
자료 출처 : 나라 지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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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CT 산업을 보면 전체 기업의 96%가 중소기업임에

치게 높아 주력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10% 이하로 나

2014년도 수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31.1%가
정보통신 기기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타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한 전략

나. 서비스 기업의 64.2%, 5억 미만의 소기업
서비스 관련 기업은 ICT 전체 기업의 90.3%를 차지
상의 기업은 375개에 불과하고, 5억 미만의 소기업이

가격 변동이 심하다. 때문에 해당 품목에 치우칠 경우,

64.2%인 영세한 구조이다.

ICT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전망

국내 ICT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한국 ICT 산업의 수출 구조는 소수의 대기업에 의

기업 중심의 수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장 다변화와

해 일부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

1. ICT 기업의 특성

출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의 어려움, 장기적인 계획

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같은 수출 구조는

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ICT 제조업 가운데 국내 3,626개 기업의 96%는 중소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 ICT 산업의 입지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지원 기능 강

기업이며 이 중 2,200여 개의 기업이 매출 50억 미만으

를 강화를 위해서는 ① 수출 강소 기업 육성 ② 신흥 시

화’, ‘중복 및 유사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

로 영세한 규모이다.

장 개척 ③ 차세대 유망 아이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구축’ 등이 필요하다.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수년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약 1.8년 수

국내 ICT 지원 체계는 연계성의 취약과 해외 시장 진

KOTRA-중진공 등 국내 기관 간의 효율적 업무 수

가. 44개에 불과한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

다. 일부 품목에 집중된 매출 구조

준으로, 수년 내에 중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가

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계 기관
과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IT 제조업에서 매출 5,000억 이상의 대기업은 44개

현재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정보통신 기기,

시장 참여 및 금융 지원 기능 강화와 원스톱 서비스를

품 구성 역시,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SW 부문에서

로 0.4%에 불과하다. 또한 2,200여 개의 중소기업은

전자 부품, 반도체 등이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

시장 규모 및 수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이에 주력 제품의 가격과 수요 변동에 따라 산업 전체

계 기관 간의 DB 통합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

매출에 대한 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지원 및 글로벌 네트
워크의 활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복·유사 사

품목별 ICT 수출 비중

그림 3-1-2-4

국가별 ICT 수출 비중

라. 특정 시장에 지나치게 치중된 수출 의존도

컨트롤 타워를 통한 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8.5%
2.5%

23.2%

5.6%

우리나라 ICT 수출의 51%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

31.1%

5.6%

6.3%

51.0%

국가별

어지고 있다. 때문에 해당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직

해외 ICT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에 대한 벤

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치마킹 요소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해외

ICT 분야에 대한 기술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어, 자

진출 지원 기능 강화’, ‘범부처 간 협력·조정 체계 구

국품으로 수입을 대체할 경우 국내 전체 수출에 큰 타

축’ 등이 있다. 기업 유형별로 해외 진출의 정보를 제공

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지원 기관 또는 국가별·산업별로 맞춤 지원 서

3.5%
13.2%

 정보통신 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전기 장비

 전자 부품

21.2%

 반도체

 통신 및 방송 기기

 중국

 IT 응용, 기반 기기

 브라질

 기타

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 기반 확장 및 수출
9.7%

 휴대폰 (부분품 포함)

 미국
 독일

야 한다.

 일본
 기타

마. 차세대 주력 아이템 부재
 대만

 싱가폴

금융 지원, 현지 네트워크 형성, 중소기원 원스톱 현지
지원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한다.

 멕시코

ICT 시장의 트렌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ICT R&D 지원 체계를 통한 ICT R&D 거버넌스 역

부록

1.3%
2.3%
2.7%
3.1%
3.2%

품목별

6.0%

업의 구조 개선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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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 휴대폰·반도체 등 HW 중심의 수출 상

그림 3-1-2-3

제2편 ICT 활용 기반

중국 및 아시아 국가에 치중된 수출 구조는 중국의

가. ICT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구축

국내 ICT 산업의 수출은 특정 시장과 아이템에 치중

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기, 전자 부품, 반도체
구조의 문제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2.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2절

수준으로 매우 높다. 또한 HW 중심의 수출 구조와 대

등의 수출 품목이 전체의 65% 수준을 차지하는 등 수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고 있으며, 3만 3,634개의 기업 중 연 매출 300억 이

메모리와 반도체의 경우 국제 시장에서 수요 변화와

SW 중심 품목의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필

폰과 Mi-Band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
보안 제품 등 IT 시장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 추월당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ICT 산업은 중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60.7%

반면, 한국은 차세대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대응이 부
족하다. 특히 휴대폰 시장과 웨어러블 분야는 샤오미

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 부품, 반도체와 함께 65%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ICT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

하고 있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체가 65%를 차지하는 등, 일부 분야에 의존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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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행, 중소기업 지원 체계 분절화 및 정부 지원책의
야 한다.

의 정책 등을 파악하고 산업 관련 주요 기업과의 네트

(2) 중국 ICT 시장 진출 시 유의 사항

워크 구축을 위해 협회 가입, 전시회 전시·참관, 전문

1) 중국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우선시

잡지 구독 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현지 진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열쇠

가. 미국
나. 수출 강소 벤처기업 육성

는 중국의 현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나. 중국
(1) 한국 ICT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유망 분야

관련 시장 정책 및 규제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및 혁신 수준과 창업 수준 및 환경
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화 시장이 성장하였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은 지역

1) 스마트 시티

또한 중국은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을 무대로 사

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

중소기업이 고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높

산업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스마트 시

업하기 보다 근거지를 중심으로 기반을 두고 지역별 판

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출 강소 벤처기업

여주는 도구로 인식되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티 시장은 국가 내수 확대, 투자 개시, 산업 구조 개선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한다면 이러한 구조적

우리 중소기업의 게임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각광받

및 전환 촉진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과 관련해 사물인

을 수 있는 분야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은 4위에

터넷과 클라우드, 모바일 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기술

2) 우수한 기술 및 품질 보유

이를 정도로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사

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의료·전자 행정·지능형 교

중국 제품의 품질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격

용자당 게임 매출이 75달러로 높은 매출이 보장되는 시

통 등 스마트 분야의 기술 연구 및 상업적 응용이 대두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크

장이다. 또한 중국·브라질·멕시코는 인터넷 보급률

되고 있다.

게 밀리지 않는다. 또한 중국 기업 고객도 중국 IT 도입

광고 시장은 타겟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마케팅 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신규 시장 개척
타 권역의 국가에 많은 시장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매 대리점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실패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소위 말하는 꽌시(關係)

대비 게임 매출이 높은 편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드론은 완제품보다 부품 조달에 기회가 있으며 센

2) 제조 솔루션

보다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치중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의 긴

서, 통신 기기, 배터리 산업이 부품 산업에 적합한 진

글로벌 첨단 제조 기지로 변모하는 중국 시장은

이에 기술의 차별화를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밀한 협업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 리스크

출 분야이다. 이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돌 회피, 자

2015년 디지털·스마트 설계 장비 보급률이 72.3%

한다. 따라서 한 단계 높은 기술력으로 승부하여야 하

를 완화하여야 한다.

율 주행 등 각종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를 초과하였고, 핵심 공업 과정 수치 제어화의 비율은

며, 쉽고 단순한 기술로는 중국 기업에게 도용당하기

디지털 헬스케어는 센서류 등 HW 제품에 주목한다.

59.6%에 달한다. 정보화 기술로 기업을 관리하는 ERP

쉽다.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완제품에서는 바이오 센서

시스템의 보급률은 62.7%로 선진화된 제조 솔루션에

류의 HW 제품이 유망하다.

대한 업계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 일본 ICT 현지 진출 타깃 시장

있다. 기술 성숙도 역시 특정 주력 상품과 관련된 기술

(2) 미국 ICT 시장 진출 시 유의 사항

3) 사물인터넷

(1) IoT

만 발달되어 있다.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산

투자 진출의 목적을 명확히 한 뒤 제품 판매와 공동

국무원은 ‘M2M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 발표로 사물

일본의 IoT 시장은 향후 연 11% 이상의 속도로 급성

업과 초고속 5G 데이터 전송, 데이터 압축 기술을 활용

개발, 생산 등 비즈니스의 목적을 정해 진출 지역을 선

인터넷의 시범 운영 단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

장이 예측된다. 2014년 일본의 IoT 시장의 규모는 9조

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전기·전자·소프트웨어를

정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에서 외

라 관련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직접 투

3,645억 엔으로, 향후 연평균 11.9%로의 성장과 2019년

결합한 만물 인터넷, 기계·전기전자·소프트웨어 기

국인 투자 유치를 주관하기 때문에 주정부별로 외국인

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며, M2M 관련 지분 투자

16조 4,221억 엔으로의 확대가 전망된다,

술의 결합체인 드론과 로봇 기술·전통 제조업의 혁신

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상이하다. 이에 미국

펀드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술인 3D 프린터의 기술과 의료·건강식품, 해양 산

은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 형성, 관련 클러스터에 대

업, 농업, 우주, 산업 안전, 금융 등 전 산업 분야와 ICT

한 진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전력 소매의 완전 자유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각 지역 전력 회사의 스마트 미터기 교체 추세로

4) 디지털 콘텐츠

2014년부터 도쿄전력이 본격적인 도입을 시행하였다.

또한 기술 특허 출원 및 특허 구입, 공유 등 기술에

중국 콘텐츠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도시

전국 10개의 전력회사가 20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대한 사전 조사와 미국 특허청 DB 검색을 통한 관련 기

주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문화 소비력이 증대하여

술의 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협력 가능 기술과 기

2014년 기준 중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미국과 일본

TPP 타결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본의 과제로 부

술 도용 등에 대한 사전 검색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이는 GDP에 대비해 콘텐츠의

상하였다. 이에 IT 기업의 농업 진출 지속과 IoT 기술

부분이다. 그리고 진출 전에 관련 산업의 동향과 정부

비중은 낮아,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을 활용한 정밀 농업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다.

이상의 교체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부록

술 개발과 아이템의 발굴이 요구된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은 10여 년째 고정되어

기술이 융합된 분야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기

제2편 ICT 활용 기반

하고, 한국 ICT 제품의 수출은 중국과 미국, 아시아에

라. 차세대 유망 아이템 발굴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1) 한국 ICT 현지 진출 타깃 시장

대기업 위주의 수출 구조는 한정된 아이템의 수출에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중복 및 복잡한 구조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3. 주요국별 우리 ICT 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 및 진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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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보안

라. 해외 진출 성공 열쇠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웹 보
안이다. 이 분야는 연평균 8.5%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2~3년간 타깃이 되는 해

히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관

외 시장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가능하면 진출

련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대책 시장이 성장할

전에 인맥, 한국 고객의 중국 법인 또는 중국 현지 파트

것으로 예측된다.

너를 통해 중국 현지 매출이 발생한 후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 IT 스타트업 시장

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역 분쟁의 경우 대부분

제2부
글로벌 정보화 현황

일본 미공개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가 상승세이다.

수출 대금 회수 불능으로 인한 것이다. 때문에 사전에

특히 IT 업종 기업의 투자 유치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

물품 인수와 대금 지불 간의 연계 방법을 강구해야 한

이 기대된다. 2016년에는 IT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

다. 계약서 작성 시 중문 및 영문으로만 계약을 하는 경

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계

는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 기반의 공

약서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제1장 미주 지역

유 경제 확산으로 상품·옷·공간·자동차·인재 등

바람직하다.

제2장 유럽 지역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규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제3장 아·태 지역

전망된다.

제4장 중동·아프리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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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진 내용

브로드
밴드

•저소득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제공을 위한 새 이니셔티브
(Connect Home) 발표 (2015. 7)
- 2013년 발표한 ConnectED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사업
- 미국 전역 28개 지역에 27만 5천여 저소득 가구와
20만 명의 학생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 기회 보장

빅
데이터

•재무부와 OMB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깃허브(GitHub)
사이트 운영 (2015. 3)
- http://fedspendingtransparency.github.io
- 연방정부 지출 포털(USASpending.gov)을 재단장한 것
-데
 이터 표준에 의한 의견 수렴 및 표준화 작업 협력을 목
적으로 함
- 향후 연방정부 기관들이 시행해야 할 사항과 일정 제시
(2015. 5)
•사법 당국은 빅데이터 기반 범죄 대응 사례 소개 (2015. 9)

제2편 ICT 활용 기반

사물
인터넷

•상원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물인터넷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킴 (2015. 3)
-국
 가 전략을 수립해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에 적절한 가
이드 제시
- 사물인터넷 개발과 활용 촉진을 우선시하는 정책 수립
-다
 양한 이해 관련자 간 합의 기반의 우수 사례와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 강조
- 사물인터넷 사용 의무화
- 차세대를 위한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인프라 등 지속적인 혁신 기술 개발
및 세계 주도적 역할 추구
- 사물인터넷 공청회 개최 (2015. 7)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미주 지역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장

미주 지역

3D
프린팅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䃳
D Printing : Opportunities, Challenges, Policy Implications
of Additive Manufacturing 보고서 발표 (2015. 6)

보안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에 서명
(2015. 4)
- 2013년 2월과 2015년 2월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
-사
 이버 공격을 시도한 개인과 단체에게 자산 동결 등의
강력한 금융 제재

1. 미국
가. 정보화 정책
(1) 개요
미국의 주요 IT 정책은 기존의 브로드밴드 정책과 보
안 정책에 이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브로드밴드에 있어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정부 각 부처의 신기
술 적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EU와의 ‘정
보화 사회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대외 협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표 3-2-1-1

분야

미국 정부의 주요 IT 정책 추진 현황
추진 내용

1) http://www.fiercegovernmentit.com/story/broadband-map-shows-85-americans-have-access-25mbps-speeds-rural-gap-exists/2015-03-25

부록

•오바마 대통령, 2015년 신년 연설에서 브로드밴드 인프라
보급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발표 (2015. 1)
- 브로드밴드 기회 위원회 설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확
브로드
산 저해 요인 발굴
밴드
- 미국 전역의 브로드밴드 지도 (http://www. broadbandmap.gov) 발표 (2015. 3)1) : 미국인의 85%가
25Mbps 다운로드, 3Mbps 업로드 속도로 인터넷 이용
이 가능하지만 도농 격차는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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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대외
협력

•미국-EU 정보화 사회 공동 담화문(Joint Statement) 발표
(2015. 4. 14)
- 13차 양자 정보화사회 회담을 개최해 EU 디지털 단일 시
장(The EU Digital Single Market), 오픈 인터넷, 데이터 주
도 경제,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

기타

표 3-2-1-2

•백악관은 국가 전략 컴퓨팅 계획(National Strategic Computing Initiative, NSCI) 발표 (2015. 7)
- 중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슈퍼컴퓨터 개발이 1차 목표
-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국립과학재단(NSF) 등 3개
기관이 주도함

기관

2015년

2016년

증감율

농무부

23.8

23.5

△0.3

상무부

8.8

9.8

1

국방부

496.1

534.3

38.2

하고, 민간의 성공 사례를 공공 분야에 적용하려는 움

1억 20만 명,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3억 3,137

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만 명으로 세계 1위, 보급률은 104%로 세계 4위를 기

3D 프린팅은 항공우주 산업, 의료, 군사 분야에서

록하고 있다.3) 이밖에 팀 버너스리의 WWW 재단에서

디자인 및 생산 시간 단축, 복잡한 부품 생산, 새로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도

교육부

67.1

70.7

3.6

재료 이용, 소량 맞춤 생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향후

를 측정해 발표하는 웹 인덱스에서는 86개국 가운데 6

에너지부

27.3

29.9

2.6

에는 활용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교육용 분야에

위를 기록하였다.

보건복지부

80.2

79.9

△0.3

국토안전부

38.2

41.2

3

주택도시개발부

34.8

41

6.2

서는 품질 향상 및 보장, 인력, 산업 기반에 있어 여전
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해 표준을 마련하

내무부

12.1

12.9

0.8

법무부

27.3

14.9

△12.4

서 이를 더욱 확산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고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 시장 지원, 정책적 미래 이

11.9

13.2

1.3

국무부

40.1

46.3

6.2

년 10월~2016년 9월) 예산을 공개했다(https://

교통부

13.8

14.3

0.5

재무부

12.2

12.8

0.6

보훈부

65.1

70.2

5.1

예산 발표에서는 개방적인 공개 방식이 특징으로 나타

Corps of Engineers

5.5

4.7

△0.8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창출 및 다양한 부문 간 새

났는데, 오픈소스 포맷으로 읽기 쉽게 전체 예산 문서

환경보호청

8.1

8.6

0.5

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

NASA

18

18.5

0.5

국가과학재단

7.3

7.7

0.4

중기청

0.9

0.7

△0.2

동체 간 협력을 위해 환경 조성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

coporation for Naticnal &
Commurity Service

1.1

1.2

0.1

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센서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에

해외작전

73.5

58.0

△15.5

서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대한

았다. 아울러 블로그 서비스 미디엄의 백악관 채널에

기타

72.8

53.7

△19.1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존 스마트 시티 사업과의 연계와

서 전문을 장별로 공개하였다(https://medium.com/

계

1,146

1,168

22

github.com/Whitehouse/2016-budget-data). 이번

를 공개하고, 누구나 복사할 수 있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버전으로 공개하였다. 소프트웨
어와 데이터 이력을 저장할 수 있는 깃허브(GitHub)
방식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피드백 받

budget-document).

자료 출처 :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2015

정부는 이 예산에서 IT 예산은 860억 달러, ‘E-GOV

슈를 개발하려고 한다.
스마트 시티는 2015년 9월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민·기업·비영리 기관 등 공동체와 협력하고, 지역공

지속적인 활용을 독려하였다.2)

미국의 정보화 수준

구분

조사 기관

전자정부 발전 지수

UN

순위 대상 국가 수
7

193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7

143

국가 경쟁력 지수

IMD

1

60

웹 인덱스

World Wide Web Foundation

6

86

디지털 밀도

Accenture·Oxford Economics

2

-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2015년 미출간)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3. 국가 경쟁력 지수 (기술 인프라 부문)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2015
4. 웹 인덱스 : World Wide Web Foundation,‘Web Index Report 201415’, 2015
5. 디지털 밀도 : Accenture, ‘Digital Density Index : Guiding Digital
Transformation’, 2015

미국 정부는 2015년 디지털 밀도 평가에서 세계 2위
를 기록하였다. ‘디지털 밀도 평가’는 경제나 산업에서

한편 2015년 미국의 각 주에서는 예산과 조달 분야

디지털 기술을 경제 활동에 활용하는 정보를 지표화한

에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플랫폼으

것으로, 미국 정부는 온라인 거래량, 절차 유연화를 위

(3) 주요 정책의 특징

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한 Gaap(Government as a

한 기술 활용,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수용도 항목에

2015년 대비 12% 증가한 140억 달러의 사이버 보안 예

2015년 미국 정부의 IT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

Platform), 국민과의 소셜 협업, 사물 통신이 활성화되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10점이 상

산을 책정해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대해 국가적 차원

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 시티 등

는 센싱 환경 등의 기술 이슈에 대해 주력하고 있다.

승할 경우 2020년에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3,650억 달

의 고강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스마트 시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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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운영 예산은 1억 300만 달러, 보안 분야에는

러의 GDP 효과를 볼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정보화 추진 현황

(Smart City) 분야에는 기술 연구 개발에 4,500만 달

빅데이터는 회계감사국 내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팀

러를 투자하고, 5개 연방정부 기관이 각 부처별로 추

(FAIS, Forensic Audits Service Team)을 운영하며 연

진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1.15억 달러를 지원할

방정부 예산의 부정 사용과 낭비를 적발하고자 감사

(1) 정보화 수준

gov)을 구축하고, 2015년 7월까지 14만 7,331개 이상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토안보부(DHS)에 5개년 동

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범죄조사관 등으로 팀을 구성

미국 IT의 국제적 지표에서 먼저, 국가 경쟁력 지수

의 데이터셋(dataset)을 개방하였다. 최근에는 국민들

안 5,000만 달러, 교통부(DOT)에는 4,000만 달러, 에

하였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Data Act Demo Day와

는 2014년 3위에서 1위로 급상승하였고, 네트워크 준

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각 도시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

너지부(DOE)에는 1,000만 달러, 상무부(DOC)에는

서밋(Summit)을 개최하며, OMB의 데이터를 기계가

비 지수는 변화 없이 2014년에 이어 그대로 7위를 유지

티그램(Citygram, https://www.citygram.org)을 적

1,000만 달러, 환경보호청(EPA)에는 450만 달러를 지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각 부서의 재무 담당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용해 지도로 표시되는 오픈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원한다(2015. 9 발표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의 내용).

자와 협의를 강화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개방정부 정책(Open Government
Policy)에 따라 2009년 5월 오픈데이터 포털(data.

2) http://www.govtech.com/data/4-Trends-to-Watch-in-2015.html
3) OECD, 2015

부록

사물인터넷은 NSF에서 IT의 하위 분야가 아닌 대 분
야로 선정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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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5년 2월, 오바마 정부는 2016년 회계 연도(2015

표 3-2-1-3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 예산 규모

2016년 부처별 예산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분야

298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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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도에서 데이터 주제를 선택해 주변 지역의 관

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igital Canada 150의 성과

그림 3-2-1-3

는 시티그램은 국민들이 지도상에서 오픈데이터를 시
각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데이터의 유용성을 확대시킨 것

그림 3-2-1-2
14,000

12,242
34%

12,000

미국의 플랫폼 점유율은 과거에 비해 스마트폰과 태
비 스마트폰은 394%, 태블릿은 1,721% 상승하였다. 데

8,000

6,437
11%

6,000

6,649
36%
5,001
25%

4,000
1,530
14%

2,000
0%

6,527
29%

5%

10%

15%
20% 25% 30% 35%
% Reach of Total Digital Population

2,426
38%
1,697
37%
40% 45%

세계 플랫폼 사용에 대한 공통된 분석이다.
그림 3-2-1-1

미국의 플랫폼 점유율과 증가세 (2014년 12월)

+157%

1,4000,000,000
1,2000,000,000

+394%

1,0000,000,000

185M

cost

cost

2014 Commitments

2015 Results

자료 출처 : Industry Canada, 2015

나. 정보화 추진 현황

UN

11

193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11

148

국가 경쟁력 지수

IMD

5

60

웹 인덱스

World Wide Web Foundation

16

86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2015년 미출간)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3. 국가경쟁력 지수 (기술 인프라 부문)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2015
4. 웹 인덱스 : World Wide Web Foundation,‘Web Index Report
2014-2015’, 2015

그림 3-2-1-4

(1) 정보화 수준
참고 자료
- Accenture, ‘Digital Density Index : Guiding Digital Transformation’,
2015
- comScore. ‘US Digital Future in Focus 2015’, 2015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2015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 World Wide Web Foundation,‘Web Index Report 2014-15’, 2015
-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미 2016 회계 연도 대통령 예산안’, 2015. 2. 2

캐나다 IT의 수준은 2014년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 지수는 2014년의 7위에서 5위로,
네트워크 준비 지수는 17위에서 11위로 상승하였다.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확장한 결과, 20만 개 이상의

순위 대상 국가 수

캐나다의 데이터 개방 현황

The Canadian Open Data Experience (CODE) is an intense
48-hour coding sprint.

CODE

There are more than

200,000

federal datasets accessible in Canada's Open
Government portal (data.gc.ca)

During the 2015 CODE Hackathon:
1,300 PARTICIPANTS
FROM COAST TO COAST TO COAST

125 APPS SUBMITTED

연방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2015 해커
톤(Hackathon)에는 1,300명이 참여하였고, 125개의
앱이 출품되었다.

8000,000,000

+1,721%

6000,000,000

Smartphone
Tablet

300 TEAMS ACROSS THE COUNTRY, MAKING CODE 2015 THE LARGEST
HACKATHON IN CANADIAN HISTORY

Desktop

4000,000,000

제2편 ICT 활용 기반

1,6000,000,000

homes

조사 기관

자료 출처 : comScore, 2015

스크톱의 점유율도 37% 상승해 ‘복합 플랫폼(MultiPlatform)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ʼ는 것이 전

305M

구분
전자정부 발전 지수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블릿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

Total Minutes (MM)

(2) 인터넷 현황

homes

280,000

10,000

으로 평가된다.4)

356,000+

미국의 서비스별 소셜 미디어 이용률

캐나다의 정보화 수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련 정보를 검색하면 해당 기관으로 자동 연결할 수 있

표 3-2-1-5

자료 출처 : http://www.canadianopendataexperience.ca

+37%

2000,000,000
0
Dec 2010

Dec 2014

2. 캐나다

‘디지털 캐나다 2.0’의 성과와 향후 전략

가. 정보화 정책
미국의 소셜 미디어 이용률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전략인 Digital Canada

고 스냅챗(Snapchat), 핀터레스트(Pinterest), 트위터

150(DC 150)을 2014년 4월의 초기 버전에서 2015년

(Twitter)가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2013년의 페이스

7월에는 2.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 2.0 전략은

북(Facebook), 링크트인(LinkedIn), 핀터레스트 순의

국민 접속성, 국민 보호, 경제 기회, 디지털 정부, 캐나

이용 규모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인스타그램의 약

다 콘텐츠란 5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간 DC

진과 스냅챗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150을 추진한 결과, 브로드밴드 접속이 28만 가구에서

핀터레스트에서의 ‘구매(buy)’ 버튼 서비스 도입이 모

35만 6,000 가구로 증가한 반면 비용은 절감되었다고

바일을 통한 모바일 경제 확대에 큰 기여를 하는 등 웹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의 무선 서비스를 고도화

기반 환경에서 모바일 기반 환경으로의 변화도 질적으

하고, 새로운 휴대폰 타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교육 컴퓨터 프로그램 확대, 위성 서비스 요금 인하, 위성 커뮤니케이션 부분 향상, 농촌 지역의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
•성공 사례 : ‘Skills Compétences Canada’

국민 보호
(Protecting Canadian)

•안전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퍼블릭 스퀘어 프로젝트(Digital Public Square Project) 시행,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
•‘디지털 프라이버시 법(Digital Privacy Act)’시행 (2015. 6. 18)
•성공 사례 : ‘The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정부 지원), ‘Stop Hating Online Public Awareness Campaign’

경제 기회
(Economic Opportunities)

•성과 :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 지원, 성공적인 민간 주도 벤처 캐피탈 사례 4개 발굴, 지적 재산권법 개정, 연구 결과의
산업화 지원, 인터넷 거버넌스 증진

경제 기회
(Economic Opportunities)

•계획 : 소규모 사업 지원, 기업가 지원, 새로운 웨어러블 기술 시장 개방,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 공조, 디지털 연구 인프라를 통한 연구 역량 증진, R&D 투자 혁신
•성공 사례 : ‘Canadian Tire and Communitech Partnership’

디지털 정부
(Digital
Government)

•성과 : 데이터 개방 강화, 개방 데이터 표준 확립, 온라인 인증 강화, 정보 접근성 강화, 참전 용사와 가족 지원, Canada.ca
오픈, 정부의 책임성과 신뢰 향상, 혁신
•계획 : 데이터 개방 지원, 접근하기 쉬운 정부로 혁신, 디지털 외교, 비용 절감성 향상, 인터넷 거버넌스 향상
•성공 사례 : ‘Canadian Open Data Experience 2015(CODE 2015)’

캐나다 콘텐츠
(Canada Contents)

•성과 : 참전 용사 추모 지원, 디지털 콘텐츠 창조, 캐나다 역사 공유하기, 150만 명의 캐나다인이 참여한 캐나다 기억하기
프로젝트(The Memory Project)
•계획 : 문화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접근 향상
•성공 사례 : ‘Telefilm Canada’

부록

의 이용이 다른 서비스의 2배 규모로 압도적이다. 그리

국민 접속성
(Connecting Canadians)

내용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아젠다

자료 출처 : comScore, 2015

4) “Cities show how to make open data usable”, GCN, 2015. 7. 10

표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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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현황

그림 3-2-1-5

캐나다의 서비스별 플랫폼 이용률
Desktop

Mobile

Instant Messengers

준이고, 데스크톱 이용 규모는 영국에 이어 세계 2위에

86%

Games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데스크톱 이용

80%

Social Media

자는 2,790만 명, 비디오 이용 규모는 2,510만 명, 모
바일 이용자는 1,580만 명에 달한다.

69%

Entertainment

43%

Directories/Resources

42%

Retail

40%

Lifestyles

39%

이를 멀티 플랫폼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인스턴트 메
신저·게임·소셜 미디어의 경우에는 모바일 접속자가

-

News/Information

11월에 초안이 제시되었다. 이 초안에서는 서비스 품

comScore. ‘Global Digital Future in Focus 2015’, 2015
Government of Canada, ‘Digital Canada 150 2.0’,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2015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World Wide Web Foundation,‘Web Index Report 2014-15’, 2015
김성웅·전영균·한동교, 「정보화 정책」 제27권 4호 “2015 OECD
디지털 경제 아웃룩의 주요 내용 검토 및 시사점”, 2015. 8

통신부에서 결정할 수 있어,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였다. 초안은 융합 환경의 도래에 따라 방송 서
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로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2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네트워크 속도와 표준 품질을 규정하고, 아르헨티나에
서 오랜 기간 동안 통용된 전화요금 제도인 거리 비례

32%

많고, 뉴스·생활·부동산·자료·연예 관련 정보에는

비용 정책 방식을 지역 기반 비용 부과 방식으로 전환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

제2절
캐나다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55

기타

광통신망

케이블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디어 소유와 관련된 법안

남미 지역

을 제정해 미디어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을 견제할 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

DSL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자료 출처 : comScore, 2015

데스크톱 접속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6

질, 서비스 가격 등을 평가해 사업 허가와 취소를 정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캐나다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세계 12위 수

참고 자료

해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와 위성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50
45

1. 정보화 정책

40

품질을 증진시켰다. 아울러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
금을 조성해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통신 분야에도 국민들

35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밖
에도 정보통신부는 3G 및 4G 주파수에 대해 향후 15년

25
20

2015년 초, 브라질 정부는 IT 하드웨어 및 소비자 가전

15

산업 발전을 위한 2개의 핵심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

10

간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경매를 통해 입찰하겠다

제2편 ICT 활용 기반

가. 브라질

OECD 평균

30

고 밝혔다.4)

라 글로벌 IT 기업들은 브라질 IT 부분에 대한 현지 투자를

5

확대 중이다. IT법(Lei da Informatica)을 2029년까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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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캐나다의 데스크탑 이용 시간

2,500

간 추가 연장해 PC·메모리·회로기판 등 컴퓨터 제품 생
산 업체에 대해 조세(공업세) 감면도 실시하고 있다. 지속

콜롬비아의 IT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33억 달러

적인 수요 진작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프로그램 계획에 따

로 브라질 (468억 달러), 멕시코 (215억 달러)에 이어 3

라 컴퓨터 및 랩탑 판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0% VAT)을

위 규모이나, 전체 GDP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5년

0.9%에 불과하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

8월 기준으로 사이버 공격 건수가 4억 건에 달해 중남미

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2)

히 낮은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높다. 다만 타 중

지역에서 가장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2,000

다. 콜롬비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스
위
스

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이

1,500

나. 아르헨티나
1,000

특징적인데, 콜롬비아 정부는 역내 IT 서비스 시장의 업

500

아르헨티나에서 2013년 말 통과한 新 통신법은 2014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시장의 50%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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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comSco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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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4. 16
2) Kaspersky Lab,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21%만 해킹 위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
외정보(CONEX)에서 재인용) 2015. 8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2014. 11. 29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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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처리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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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이 차지하고 있다.5)

에서 3.8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브로드밴드 접속

성을 높이려는 계획이다.8)

속도가 가장 느린 국가들은 파라과이·볼리비아·베
네수엘라 등이다.9)

(http://www.mintic.gov.co/portal/vivedigital/612/
w3-channel.html)을 추진 중이다. 2010년 계획에 대
한 성공에 힘입어 2014년 6월 ‘Vive Digital 프로젝트’

한편 서비스 이용에 있어 칠레는 페이스북·유튜

2. 정보화 추진 현황

브·구글 칠레·구글 순으로 이용자가 높고 브라질의

를 2018년까지 연장하였다. ‘2014~2018 계획’에 따르
면 2018년까지 인터넷 접속 인구를 2,700만 명으로 확

경우에는 페이스북·구글 플러스·링크트인 순으로

가. 정보화 수준

인기가 있다.

대, 인터넷 이용 가구 비중을 63%로 성장시키고 중소
국가 경쟁력 지수를 살펴보면 칠레는 2014년 31위에

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4G망 확충, 평균 브로드밴

서 35위로 하락했고, 브라질은 54위에서 56위로 하락,

드 속도 향상(1Mbps → 4Mbps) 등의 목표를 설정해 적

아르헨티나는 58위에서 59위로 하락했으나 멕시코가

극적으로 IT 부문을 육성할 예정이다.6)

2014년 41위에서 39위로 상승하였다. 네트워크 준비

칠레 정부는 2013년 5월, ‘디지털 아젠다 2013~2020

브라질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
Total Unique Visitors
58,778

FACEBOOK.COM
Google+

10,672

에서 38위로, 브라질이 69위에서 84위로 하락했으며,

Linkedin

9,986

멕시코가 79위에서 69위로, 아르헨티나는 100위에서

TWITTER.COM

지수에서도 멕시코의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칠레가 35위

라. 기타

그림 3-2-1-8

91위로 상승하였다.

9,052
6,131

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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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genda 2013-2020)’을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주도할 전담 부처를 신설하였다.7) 한편 인구 800만 명

자료 출처 : comScore, 2015

나. 인터넷 현황

의 작은 국가인 온두라스에서는 국가토지대장 기록에
칠레·코스타리카·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은 브

방형 거래기록 장부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로드밴드 접속료로 1인당 GDP의 2% 이하를 지불하

적용하려 하고 있다.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극빈국

고 있지만, 접속 속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인 온두라스는 60%의 토지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

다. UN 중남미경제위원회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고 공무원들의 토지 관련 부패도 높은 상황인데, 블록

2014년 중남미 국가들의 브로드밴드 접속료는 17.8%

그림 3-2-1-9

브라질과 페루의 멀티 플랫폼 활용도
브라질

Desktop Audience

Video Audience

Mobile Audience

75.6 MM

65.6 MM

38.3 MM

페루

표 3-2-1-6

남미 주요 국가의 정보화 수준
구분

조사 기관

칠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상 국가 수

전자정부 발전 지수

UN

33

63

57

46

193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38

69

84

100

148

30%

국가 경쟁력 지수

IMD

35

39

56

59

60

28%

웹 인덱스

World Wide Web Foundation

24

37

33

31

86

Desktop

Smartphone

Desktop

Smartphone

57%
61%

Tablet

12%
Tablet

11%

자료 출처 : comScore, 2015a ; 2015b
부록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2015년 미출간)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3. 국가 경쟁력 지수 (기술 인프라 부문)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2015
4. 웹 인덱스 : World Wide Web Foundation,‘Web Index Report 2014-2015’, 2015

5) 한국수출입은행, 2015
6) 한국수출입은행, 2015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2014. 12. 12a
8) “Honduras to build land title registry using bitcoin technology.”, Reuters 2015. 5. 15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Bitcoin)에 사용되는 개

- comScore, ‘Brazil Digital Future in Focus 2015’, 2015a
- comScore, ‘Peru Digital Future in Focus 2015’, 2015b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2015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아르헨티나 정보통신
부, ICT 융합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신 통신법 초안 마련’, 2014.
11. 1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칠레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보고서’, 2014. 12. 12a.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콜롬비아 정보통신
(ICT)·방송 정책 보고서’, 2014. 12. 12b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아르헨티나, 브로드밴
드 접속료 낮지만 속도도 느려’, 2015. 9. 22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불황에도 유망한 브라질 IT 시장’,
Trade Brief, 2015. 4. 16
- 한국수출입은행, ‘남미 4개국 국가 현황 및 진출 방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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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터넷 이용 비중을 70% 달성시키는 데 성공하

참고 자료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국가 정보화 정책으로는 ‘바이브(Vive) 디지털’ 정책

체인에 토지대장과 등본을 보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2015. 9. 22

304

305

제2부 글로벌 정보화 현황

국경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반성으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내놓았다. 이는 유럽 경제에 연간 4,150억 유로

반면 전자정부 영역의 경우 지난 5년간 38%에서

정도를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공

47%까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세가

공 서비스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느려 50%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또
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는

유럽 지역

14.5%(2014년 14%)에 그쳐 여전히 목표 달성이 어려운

2. ‘유럽 디지털 아젠다 2020’의
진행 상황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2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부문으로 남는다. 대기업의 경우 온라인이 여러 판매
채널 중 3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점
점 벌어지고 있다.

제1절

EU

1.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표 3-2-2-1

작된 디지털 아젠다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수행되고

진행되어온 디지털 단일 시장 추진 정책은 이번 보고서

있다고 평가한다.2) 2001년부터 2011까지 10년간 유럽

를 통해 접근(Access), 환경(Environment), 경제와 사

의 디지털화 전환은 국내총생산에 30%를 기여하였다.

회(Economy & Society)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

그러나 이를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의 성장

체화되었다. 유럽연합은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이 유럽

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이는 2015년 시작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서비스 및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2015년

과 유럽 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자국의

네트워크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활성화 및 온라인 정보

2월 디지털 경제 사회 지표(DESI)라는 디지털 경쟁력

보안 등이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측정 방법을 개발해 2013년부터 유럽연합 각국의 디지

디지털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사업 계획

일정표

유럽 전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접근

3.디지털 경제 사회 지표(Digital
Economy & Society Index)를 통해
본 유럽 정보화 현황

인터넷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아젠다 초반

털 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는 접속성(25%), 인적 자원

60%에서 75%(전년 대비 3% 성장)까지 상승해 목표를

(25%), 인터넷 사용(15%), 디지털 기술 활용(20%) 및

달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온라인 상거래 이용률 역시

디지털 공공 서비스(15%) 등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을 0점
에서 1점의 분포로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201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과 관련 지침 검토

2016

2014년 47%에서 2015년 50%까지 증가하였다. 에너

택배 가능 지역에 대한 조치

2016

지 고효율 조명 장치에 대한 전환 역시 급속도로 진행

유럽 내에서도 디지털 분야의 발전 정도는 상당한

부당한 지리적 차단 방지를 목적으로 한 입법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해 광범위한 평가 작업

2015

상품과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등 전자 상거래의 경쟁 부문 조회

2015

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나 유기 발광다이오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6월 발표된 결과를 보면, 덴마

저작권 제도의 개혁을 위한 입법 제안

2015

(OLED)와 같은 고효율 조명장치의 사용 또한 무난히

크·스웨덴 및 네덜란드가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가

위성 및 케이블 관련 규제 검토

2015/2016

다양한 부가가치 세제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 제안

2016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표 3-2-2-2

‘2015 유럽 디지털 아젠다’의 전체적인 평가

2016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검토

2016

인터넷 상의 불법 콘텐츠를 포함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분석

2015

이미 성취한 목표

전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검토

2016

사이버 보안 민관 파트너십 구축

2016

- 인터넷 사용
- 온라인 쇼핑
-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
- 고효율 에너지 사용
- 전자문서 양식 준비 및 온라인상 접수

디지털 경제 성장 잠재력 극대화
2016

‘우선적 ICT 표준 계획’의 채택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유럽의 상호 운용성 프레임 워크 확장

2015

공공 서비스 데이터 통합을 통한 시민 정보 ‘1회만 수집 (once only principle)’, 비즈니스 레지스터 상호 연결 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전자정부 조치 계획

2016

자료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5, 6

1)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5, 6

충분히 달성된 목표

2015년 내에 성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목표
- 비사용 인구 없애기
- 전자정부 전면화

불충분한 목표

아직 판단하기 이른 목표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

- 차세대 브로드밴드 보장률
- 100 Mbps 이용률
- ICT 연구개발(R&D)
- 차세대 브로드밴드 보장률
- 100 Mbps 이용률
- ICT 연구개발(R&D)

-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 로밍 서비스
-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 로밍 서비스

자료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Agenda Targets Progress report 2015

2) European Commission (2015) Digital Agenda Targets Progress report 2015

부록

현행 통신 규칙 개혁을 위한 입법 제안

데이터의 소유권과 유럽 클라우드(Europe Cloud) 에 대한 이니셔티브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간소하고 효율적인 국가 간 계약 규칙에 대한 입법 제안

제2편 ICT 활용 기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유럽을 위

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4년부터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유럽연합은 2015년 진행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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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사회지표(DESI)의 5개 영역

표 3-2-2-3

량을 보이고 있다. 중간 그룹에는 벨기에·영국·에스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브
로드밴드 속도 및 적정 가격

2. 인적 자원
(Human Capital)

기본 기술 및 사용, 고급 기술
및 개발

3. 인터넷 사용
(Use of Internet)

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강한 보장률

토니아·룩셈부르크·아일랜드·독일·리투아니아·

과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이프러스·불가리아 및
유무선 인터넷 보장률과 가입률, 차세대브로드밴드

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발전 속도

(NGA) 및 초고속 브로드밴드 가입률, 유선 브로드밴드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및 인터
넷 상거래

면에서도 회원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에스토니아·

서비스 가격 및 주파수 할당 조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

4. 디지털 기술 활용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비즈니스 영역 디지털화 및 전
자 상거래

그리스·불가리아 및 아일랜드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는 접속성의 평가에서 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5. 디지털 공공 서비스
(Digital Public Services)

진전되고 있는 국가들로 나타났다.

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폴란드·루마니아 및 크

디지털 통합 및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인적 자원에

전자정부 및 e-헬스 부문

2014년과 비교해 유럽연합의 DESI는 0.45에서 0.48

로아티아가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유선 인터넷

관한 평가는 16~74세까지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자

로 진전세를 보이고 있다. 접속성과 인적 자원에서 특

분야에서도 역시 벨기에·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가

수, 기본적 디지털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근로자 중

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네티즌과 기업의 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루마니아·크로아티

ICT 전문가의 비율 및 20대의 과학·기술·공학 및 수

터넷 사용에서는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

아 및 이탈리아가 가장 저조하다. 차세대 브로드밴드

학 분야(STEM) 전공자 수 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핀란

(NGA)의 경우 룩셈부르크·네덜란드·영국 및 벨기에

드, 스웨덴, 덴마크 및 영국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루마

가 가장 앞선 보장률을 기록한다. 모바일의 경우는 스

니아, 불가리아 및 그리스가 하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자료 출처 :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esi

장 앞선 국가로 기록되고 있으며, 벨기에·영국·에스
토니아가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불가리
아·그리스 및 이탈리아가 가장 저조한 점수를 얻었다.

그림 3-2-2-2

2014 vs 2015 DESI 비교

2015년 가장 저조한 점수를 얻은 루마니아(0.3)와 가장

그림 3-2-2-3

DESI 제1영역 : 접속성, 2015년 6월

돈다. 특히 디지털 공공 서비스 분야는 최고점과 최저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DESI), Component 1 - Connectivity, by aggregate scores, Jun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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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 2015, 국가별 순위 및 유럽 전역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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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포함된 국가는 아니지만, 노르

0.8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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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점 사이의 격차가 0.6에 달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영

1 접속성

나. 인적 자원

1 접속성

높은 점수를 얻은 덴마크(0.68) 간의 차이는 2배를 웃

그림 3-2-2-1

몰타가 가장 저조한 점수를 얻었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페인·오스트리아·프랑스·몰타 및 포르투갈이 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 접속성
(Connectivity)

가. 접속성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DESI), Component 1 - Connectivity, by aggregate scores, Jun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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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사용

라. 디지털 기술 활용

마.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2절

DESI의 마지막 영역인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대한

활동, 즉 콘텐츠 소비·소통·온라인 뱅킹 및 쇼핑의

(60%)과 전자 상거래 활용 수준(40%)을 측정한 값으로

평가는 전자정부 사용 지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

수준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2014년과 2015년 DESI를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0에서 1로 분포한다. 유럽 시

공무원의 온라인 행정 능력, 정부의 오픈데이터 수준

비교해보면 제3영역인 인터넷 사용 점수는 0.02p 상승

민은 자국 내 온라인 쇼핑 분야에 대한 인터넷의 활용

등을 평가하는 전자정부 영역과 일반의 의료 자료 온

했다. 덴마크를 선두로 스웨덴과 루마니아가 0.06p 상

도가 높은 반면 (44%), 유럽 내 타 국가 사이트에서 거

라인 교환 수준 및 처방전의 온라인 처리 수준 등을

승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크로아티아·몰타·

래하는 비율 (15%)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평가하는 e-헬스 부문으로 나뉜다. 덴마크·에스토

라트비아의 점수가 다소 하강세를 보였다.

히 중소기업의 온라인 상거래는 유럽이 디지털화를 위

니아 및 네덜란드가 상위권 국가들이며, 불가리아·

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슬로바키아 및 헝가리가 가장 저조한 점수를 기록하

1. 정보화 정책
가.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
2014~2016
2010년부터 오픈데이터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고 있다.
그림 3-2-2-5

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

DESI 제3영역 : 인터넷 사용 지수, 2014 vs 2015 비교

2014~2016’을 발표하였다. 이는 영국의 내각 사무

참고 자료

누적 점수, 2015년
0.60
DESI 2015 (2014년 자료)

DESI 2014 (2013년 자료)

0.50
0.40
0.30
0.20

국(Cabinet Office)의 선도 하에 경제 부문을 담당하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Agenda Targets Progress
report”, Digital Agenda for Europe Scoreboard, 2015
-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ation of the EU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2015”, 2015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5, 6

는 비즈니스핵심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며, 2014년 6월 시작된 영국의 ‘정보 경제 전략
(Information Economy Strategy)’의 여러 과제 중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전략

0.10

제2편 ICT 활용 기반

Use of Internet score (0 to 1)

온 영국은 2014년 7월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디지털 기술 활용 지수는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인터넷 사용은 유럽 시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여러

영국

(data capability strategy)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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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름 발표된 ‘G8 오픈 데이터 헌장’에 근거를
둔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는 상시적 오픈데이터, 데이터의 양적·질적 향상 도
모, 모두가 사용가능한 데이터, 데이터 개방을 통한

DESI 제4영역 : 디지털 기술 활용, 누적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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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Agenda Scoreboard, 2015

그림 3-2-2-6

글로벌 오픈데이터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은

- 유럽 디지털 아젠다 2020 전략 관련 :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igital-agenda-europe-2020-strategy
- 유럽 디지털 경제 사회 지표 관련 :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esi
-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관련 :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igital-single-market

4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by Aggregate scores

그림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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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 제5영역 : 디지털 공공 서비스 지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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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개방을 통한 혁신이

만 파운드를 지원하게 된다.

된 정부 디지털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1)

2. 영국의 정보화 추진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적으로 18억 파운드, 간접적으로 68억 파운드의 경제

분야 산업 구축 및 미래 산업 분야에서 영국이 주도권

2012년 11월에 발표한 영국의 공공 디지털 전략 중 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을 장악하면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나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을 장려하고 기술 및 비즈니스 차

하지 않으면서 정부 서비스 이용의 편이를 극대화하

유럽의 전반적인 디지털 수준을 측정하는 DESI를

원의 전문성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기

는, 이른바 기본적 디지털(digital by default) 서비스

보면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

술 인프라 및 에코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실행을 위해

며 이는 중간 수준에 속한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보고서는 “2011년 소프

개설된 단일 인터넷 사이트 GOV.UK는 현재 성공적

영국 혁신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기관인 영국기

트웨어·IT 및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88만 5,000개의

으로 정착되어 영국의 모든 지방 및 공공 기관의 정보

술전략위원회(Innovate UK)는 2015년 2월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국 부가가치의 4.2%에 달하는

를 통합 운영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더욱 간편

경제 전략 2015~2018(Digital Economy Strategy

590억 파운드를 산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하고 명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

2015~2018)’을 발표했다. 전략은 향후 4년간 디지털

전략을 통해 영국이 이동성·사물인터넷·서비스 기

인 투표 등록, 학자금 지원 신청, 특허 갱신 등 공공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기존

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글로벌 리더의 자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고, 정부의 거래 활동을 안정적

의 디지털 경제 관련 기관에 총 1억 2,000만 파운드

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으로 처리하고 있다.

나. 디지털 경제 전략(Digital Economy Strategy)
2015~2018

국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연 3,000만 파운드의 재원

5 디지털
공공
서비스

2 인적
자원
0 0.1 0.2 0.3 0.4 0.5 0.6 0.7 0.8

한편 ‘디지털 거래 서비스 (transactional digital

다. 정부 디지털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
진행 상황

파운드, Digital Catapult 센터·오픈데이터연구소
(Open Data Institute) 및 TechCity UK 등에 1,500

1 접속성

services)’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한 기본 디지털 서비
스 표준(Digital by default service standard)2)은 2014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접속

영국 정부는 2015년 1월 16일, 지난 2012년에 시작

이 여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014년 4월 정부 디지

4 디지털
기술 활용

3 인터넷 사용

털 통합 전략(Government Digital Inclusion Strategy)

블루 (유럽 평균)
회색 (중간 그룹 평균)
하늘색 (영국 지수)

을 추가적으로 발표해, 여전히 오프라인에 머물고 있
표 3-2-2-4

는 인구를 2016년까지 25%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을 세

영국의 디지털 경제 전략 2015~2018, 5대 항목
항목

사용자 중심 기술 개발

디지털 기술 및 사업 전문성 제공

지속 가능성

- 디지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 및 투자
- 초기 단계의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정부 및 산업 영역의 선도 고객과 연결
- 의료, 교통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위험 관리
- 상이한 분야의 혁신 사업 경험 교류
- 상품 개발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수요와 경험을 고려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디지털 상품 생산
- 디지털 상품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개발
- 시장 확장이 가능한 보편적 접근성이 있는 디자인
- 데이터, 콘텐츠, 메타데이터 등을 인력의 개입 없이 자동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 및 시스템 구축
- 디지털상의 이점이 사용자의 오프라인상의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
- 데이터와 콘텐츠의 2차적 사용을 지원
- 개발 상품의 상업적 가치와 사용 가치에 대한 신뢰 구축
- 상호 호환적인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 오픈데이터에서 사물인터넷을 망라하는 상호 호환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 사업자의 진입 지원
- 사업자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 유럽 및 국제 무역 지원
- 학계의 융합적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적 요구와 접목
- 디지털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 대학, 연구소 및 제3섹터와의 협력을 통해 상업적 발전이 사회 진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출처 : Innovate UK, Digital economy strategy 2015~2018, 2015

웠다. 연차보고서에서 영국정부는 2013~2014년, 이와

나. 주요 정보화 국제 지수별 순위

같은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2억 1,000만 파운
드를 절약했다고 평가한다. 향후 정부 디지털 통합 전
략은 GOV.UK로 통합된 정보를 정부 기관 간에 교류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적인 플랫폼을 완성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Government as a Platform)’에 대한 구상은 정부 데
이터의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정보화 관련 국제 기구들에서 평가한 영국의 주요
정보화 수준은 아래 <표3-2-2-5>와 같다.
표 3-2-2-5

영국의 주요 정보화 국제 지표별 순위

지수 종류

조사 기관

순위 조사 대상국 수 최근 발표일

전자정부 발전 지수

UN

8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ICT 발전 지수(IDI)

ITU

193

2014. 6.

8

143

2015. 4.

5

166

2014. 11.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6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3. ICT 발전 지수(IDI)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11

1) Cabinet Office, “Government Digital Strategy : annual report 20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digital-strategy-annualreport-2014/government-digital-strategy-annual-report-2014
2) https://www.gov.uk/service-manual

부록

인프라, 플랫폼 및 생태계 조성

주요 권장 및 지원 내용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디지털 혁신 사업가 지원

제2편 ICT 활용 기반

을 투입해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사업에 1,500만

DESI 제5영역 : 디지털 공공 서비스 지수, 2015

그림 3-2-2-8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

가. 영국의 디지털 경제 사회 지표(DESI)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핵심이다. 이번 오픈데이터 전략을 통해 영국은 직접

312

313

제2부 글로벌 정보화 현황

표 3-2-2-6

참고 자료

영국의 주요 정보화 동향, DESI 2015

5대 영역

1. 접속성

대표적으로 디지털 영역에서의 자유와 공정함, 공공

유선 브로드밴드 보장률 (총 가구당 %)

100% (5)

100% (5)

97%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 (총 가구당 %)

82% (4)

83% (2)

70%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88 (5)

88 (5)

72

유럽 차원에서 조화를 이뤄야 할 주파수 할당 비율

72% (15)

72% (14)

70%

차세대 (NGA) 브로드밴드 보장률 (가구당 %)

89% (9)

82% (9)

68%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중 30Mbps 이상 가입률

32% (14)

26% (13)

26%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 : 수입 중 유선 인터넷 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수치가
낮을수록 좋음)

1.1% (9)

1% (4)

1.4%

인터넷 사용자 비율 (16~74세)

89% (6)

87% (6)

75%

기본 디지털 기술 보유자 비율 (16~74세)

73% (6)

59% (11)
* 2012 자료

59%

ICT 분야 전문 근로자 비율

4.2% (3)
* 2012 자료

4.2% (3)
* 2012 자료

2.8%
*2012 자료

인구 천 명당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 전공자 수 (20~29세)

20 (5)
* 2012 자료

20 (5)
* 2012 자료

17
*2012 자료

으로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대국민 협의 과정을 시도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 개인 비율 (16~74세)

65% (23)

65% (20)

67%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음악, 비디오 및 게임을 소비한 개인 비율 (16~74세)

38% (26)

49% (16)
* 2012 자료

49%

VOD 서비스 이용자 비율 (TV 보유 가구 중)

57% (7)

54% (7)

41%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영상통화를 사용한 개인 비율 (16~74세)

33% (24)

30% (22)

37%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SNS를 이용한 개인 비율 (16~74세)

65% (11)

65% (9)

58%

지난 3개월 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비율 (16~74세)

62% (11)

60% (13)

57%

지난 12개월 간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비율 (16~74세)

85% (1)

85% (1)

63%

전자정보 공유 기업 비율 (금융계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12% (27)

11% (27)

31%

RFID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1.6% (27)

0.5% (28)
*2011 자료

3.8%

소셜 미디어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

28% (2)

14%

전자 청구서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11% (10)

12% (13)

11%

클라우드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15% (8)

-

11%

2015년 6월 프랑스 전국디지털위원회(Conseil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19% (8)

18% (9)

15%

National du Numérique, CNNum)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온라인 상거래 매출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8.4% (13)

8.6% (10)

8.8%

해외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8.3% (12)
*2013 자료

8.3% (12)
*2013 자료

6.5%
*2013 자료

지난 12개월 간 온라인을 통한 문서 작성 경험이 있는 전자정부 사용자 비율
(16~74세)

37% (13)

24% (16)

33%

온라인 형식의 문서 양식의 준비 정도 (0~100점)

8.6점 (25)

13점 (24)

45점

온라인 서비스 완성도 (0~100점)

77점 (16)

74점 (15)

오픈 데이터 수준 (0~700점)

585점 (1)

외부 의료 기관과의 의료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갖춘 1차 진료의 비율 (%)

53% (7)
*2013 자료

온라인을 통해 환자의 처방전을 처리하는 1차 진료의 비율 (%)

21% (10)
*2013 자료

자료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15 :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 2015

정책의 새로운 개념화 : 개방·혁신·참여·디지털 경
제 및 연대·해방을 향한 새로운 디지털 사회 등 크게
4가지 주제에서 70개의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참사원은 디지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대화 채널을 확
보하고자, republique-numerique.fr라는 인터넷 사이
트를 개설해, 2015년 9월 26일부터 3주간 디지털 법 관

관련 URL
- 유럽위원회 ‘유럽 디지털 아젠다’ 스코어보드 (영국)
: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scoreboard/unitedkingdom
- 영국 정부 통합 사이트 : http://www.gov.uk

련 내용 중 9개의 주제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었다.
2015년 10월 18일까지 2만 1,330명의 네티즌이 참여하
고 8,501개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14만 7,710개의 투표
결과가 기록되었다. 이는 프랑스 법 제정 역사상 처음

디지털 법은 망 중립성, 사용자가 서비스 사업자를

제3절

프랑스

바꿀 경우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
는 데이터 이동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가입을
유지하기 힘든 사용자를 지원하는 접속권, 이메일 내
용의 자기 통제권, 미성년의 온라인상 자기 정보 삭제

1. 정보화 정책

권, 온라인 쇼핑 시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후기를 알 권
리, 공공 정보의 공개, 장애인 등 정보 취약자의 정보

가. 디지털 법(la loi numёrique) 제정 진행 상황

접근권 향상, 사후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 등과 같은 내
용을 명시하고 있다.

나. 미래 산업 육성 정책(Projet Industrie du Futur)

부터 있어왔던 디지털법 제정과 관련해 ‘디지털 야망
(Ambition Numérique)’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신

2013년 9월 시작된 프랑스의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

뢰 구축과 혁신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 프

‘새로운 프랑스 산업(Nouvelle France Industrielle)’은

랑스 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2015년 5월 8일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의

75점

사회적 진보를 이루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전략으로 시

미래 산업 및 산업의 디지털 재편을 본격적으로 도모

-

378점

작된 일명, 르메르 법(Loi Lemaire)은 2016년 발효될

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34억 유로의 재정을 투

53% (7)
*2013 자료

36%
*2013 자료

디지털 경제 관련 마크롱 법(loi Macron)과 함께 경제

입해 2013년 당시 34개로 세분화되었던 프랑스 산업을

21% (10)
*2013 자료

27%
*2013 자료

및 사회 영역 등 프랑스의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실

친환경 이동성, 차세대 운송, 디지털 기술 산업, 미래

1) 9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국가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5

부록

5. 디지털
공공 서비스

1월 14일 하원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3편 글로벌 정보화

4. 디지털
기술 활용

DESI 2014
값(순위)

제2편 ICT 활용 기반

3. 인터넷 사용

DESI 2015
값(순위)

부터 2015년 2월까지 대국민 차원에서의 협의와 2015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 인적 자원

각 영역별 세부 항목

EU 28
DESI 2015

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10월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영국

- Cabinet Office, “Government Digital Strategy : annual report
2014”, 2015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Open Data
Strategy 2014-2016”, 2014, 7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Agenda Scoreboard 2015 : The
United Kingdom”, 2015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15 :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 2015
- Innovate UK, “Digital Economy Strategy 2015-2018”, 2015, 2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314

315

제2부 글로벌 정보화 현황

의료, 데이터 경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 식품, 지속 가

2. 프랑스 정보화 추진 현황

표 3-2-2-8

프랑스의 주요 정보화 동향, DESI 2015

랑스 산업 전반을 현대화·디지털화 하려고 한다.1)

프랑스

가.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사회 지표(DESI)

5대 영역

각 영역별 세부 항목

DESI 2015
값 (순위)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15년 4월
14일 ‘미래 산업 육성 계획(projet Industrie du Futur)'

유럽의 전반적인 디지털 수준을 측정하는 DESI를

을 별도로 발표해 1억 유로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 선

보면 프랑스는 유럽국 중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으

정 과정에 있으며, 공개 입찰은 2015년 10월 9일부터

며, 이는 중간 수준에 속한다.

1. 접속성

2)

2016년 6월 30일까지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채택
- 3~5년 안에 유럽 및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가 주도할
수 있는 3D 프린트·사물인터넷·증강현실 등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

요 정보화 수준은 아래 <표 3-2-2-7>과 같다.

- 기존 중소기업 및 중형 기업의 미래 산업군으로의 전환
- 새로운 직업군의 육성을 위한 직업 훈련, 특히 공장의
- 국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 산업 발굴
사업, 특히 독일의 ‘산업 4.0(Industrie 4.0)’에 대비
해 독일과의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구상할 수
있는 사업

2 인적
자원
0 0.1 0.2 0.3 0.4 0.5 0.6 0.7

100% (7)

97%

74% (9)

76% (7)

70%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65 (14)

53 (18)

72

유럽 차원에서 조화를 이뤄야 할 주파수 할당 비율

64% (21)

64% (19)

70%

차세대 (NGA) 브로드밴드 보장률 (가구당 %)

43% (26)

41% (25)

68%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중 30Mbps 이상 가입률

12% (23)

8.4% (24)

26%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 : 수입 중 유선 인터넷 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수치가 낮을수록 좋음)

0.91% (4)

1.3% (10)

1.4%

인터넷 사용자 비율 (16~74세)

80% (10)

78% (9)

75%

기본 디지털 기술 보유자 비율 (16~74세)

67% (9)

65% (7)
* 2012자료

59%

ICT 분야 전문 근로자 비율

2.1% (20)
* 2012 자료

2.1% (20)
* 2012 자료

2.8%
*2012 자료

인구 천 명당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 전공자 수 (20~29세)

22 (3)
* 2012 자료

22 (3)
* 2012 자료

17
*2012 자료

전자정부 발전 지수

UN

4

193

2014. 6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26

143

2015. 4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 개인 비율 (16~74세)

46% (27)

50% (26)

67%

ICT 발전 지수(IDI)

ITU

18

166

2014. 11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음악, 비디오 및 게임을 소비한 개인 비율
(16~74세)

47% (20)

41% (24)
* 2012 자료

49%

79% (1)

77% (1)

41%

36% (21)

29% (23)

37%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SNS를 이용한 개인 비율 (16~74세)

46% (28)

46% (28)

58%

지난 3개월 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비율 (16~74세)

69% (10)

70% (8)

57%

지난 12개월 간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비율 (16~74세)

73% (8)

70% (8)

63%

전자 정보 공유 기업 비율 (금융계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35% (13)

33% (9)

31%

RFID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2.7 % (24)

1.3% (20)
*2011 자료

3.8%

소셜 미디어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

7.1% (25)

14%

전자청구서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

9.5% (17)

11%

클라우드 이용 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7.5% (18)

-

11%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11% (18)

11% (17)

15%

중소기업의 온라인 상거래 매출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9.4% (12)

9.7% (7)

8.8%

해외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 (금융권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

5.2 % (19)
*2013 자료

5.2 % (19)
*2013 자료

6.5%
*2013 자료

지난 12개월 간 온라인을 통한 문서 작성 경험이 있는 전자정부 사용자 비율
(16~74세)

52% (6)

38% (9)

33%

온라인 형식의 문서 양식의 준비 정도 (0~100점)

27점 (20)

28점 (22)

45점

온라인 서비스 완성도 (0~100점)

80점 (13)

75점 (13)

75점

오픈데이터 수준 (0~700점)

535점 (3)

-

378점

외부 의료 기관과의 의료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갖춘 1차 진료의 비율 (%)

39% (10)
*2013 자료

39% (10)
*2013 자료

36%
*2013 자료

온라인을 통해 환자의 처방전을 처리하는 1차 진료의 비율 (%)

28% (9)
*2013 자료

28% (9)
*2013 자료

27%
*2013 자료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6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3. ICT 발전 지수(IDI)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11

3. 인터넷 사용 VOD 서비스 이용자 비율 (TV 보유 가구 중)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통해 영상통화를 사용한 개인 비율 (16~74세)

- CNNum Ambition Numérique, 2015.6
- European Commissionm (2015) “Digital Agenda Scoreboard 2015:
France”, 2015
- European Commission (2015)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15: Country Profile France”, 2015
- ITU (2014)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 UN (2014)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 WEF (2015)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URL
- 유럽연합 디지털 아젠다 스코어보드 프랑스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scoreboard/france
- 프랑스 전국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 CNNum)
http://www.cnnumerique.fr/
- 프랑스 디지털법 제정 상황 인터넷 사이트 https://www.republiquenumerique.fr/
- 프랑스 미래 산업 육성 정책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경제부 사이트
http://www.economie.gouv.fr/lancement-seconde-phasenouvelle-france-industrielle

2) http://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contenu/piece-jointe/2015/10/aap_piave_industrie_du_futur_0.pdf

5. 디지털
공공서비스

자료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15 : Country Profile FRANCE, 2015

부록

블루 (유럽 평균)
하늘색 (중간 그룹 평균)
회색 (프랑스 지수)

순위 조사 대상국 수 최근 발표일

100% (8)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 (총 가구당 %)

제3편 글로벌 정보화

1 접속성

3 인터넷
사용

조사 기관

참고 자료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사회 지수(DESI)

5 디지털
공공 서비스

2. 인적 자원

프랑스의 주요 정보화 국제 지표별 순위

유선 브로드밴드 보장률 (총 가구당 %)

제2편 ICT 활용 기반

- 표준화와 같이 유럽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4 디지털
기술 활용

표 3-2-2-7

지수 종류

디지털화 및 자동화 부문

그림 3-2-2-9

정보화 관련 국제 기구들에서 평가한 프랑스의 주

EU 28
DESI 2015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나. 주요 정보화 지수별 순위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DESI 2014
값(순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능한 도시, 친환경 신 자원 등 9개 분야로 재편성해 프

31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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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어 보다 명확히 되었다. 빅데이터 활용을

공익 기업 등도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저조한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규정과 본인의 포괄적 동의에

실정이다. 공개된 데이터 중 기계가 판독이 가능한 형

의한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옵트아웃) 규정이 정비되

식의 파일 비율이 여전히 낮고, 영어 등의 외국어 데이

었다. 개정된 법에 의해 2016년부터는 프라이버시 보

터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 등으로 오픈데이

호를 위한 감독과 감시 역할을 하는 제3자 기관인 ‘개

터의 국제 랭킹은 2014년 19위로 낮게 평가되었다.

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족된다.

개인번호(마이넘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는 2015년 6월 30일 ‘지방 창생 IT 활용 촉진 플랜’을 발

사회 전반에 걸쳐 관련 시스템이 수정되는 한편, 행정

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지방 공공 단체 등에 의

업무상의 개인정보 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나

한 IT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 공유 기반을 정비하

수의 약 6할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당초 삭감 목표

포탈’이 2017년 1월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마이넘

고 오픈데이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농림수산업·

인 5할을 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2021년도까지 연

버 카드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16년 1

관광업 등의 분야별 사례 수집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간 운용 비용이 당초 수치 목표인 30%보다 더 저렴한

월부터 국가공무원의 신분증이 마이넘버 카드로 대체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 지방 공공

2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데

되며, 지방공공단체·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법인 등

단체 간에서의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실시할 수 있

이터 개방의 추진에 있어서는 데이터 카탈로그 사이트

의 직원증과 민간 기업의 사원증 등도 마이넘버 카드로

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2015년 4월 가동된 ‘지

‘data.go.jp’가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대체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7월 이후 의료

역 경제 분석 시스템(RESAS; Regional Economy and

IT종합전략본부가 2013년 6월에 책정한 국가 IT 전

2015년 5월을 기점으로 각 부처들로부터 1만 3,038건

보험의 온라인 자격 확인을 마이넘버 카드로 할 수 있

Society Analyzing System）’을 활용해 산업 구조와 인

략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은 2014년 6월 부분

의 데이터 세트가 수록됨으로써, 당초의 목표인 1만 건

도록 해 건강보험 카드를 대체할 계획이며, 운전면허

구 동태, 사람의 흐름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집약해 가

적인 개정을 거쳐 2015년 6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달성되었다. 한편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정보

증을 비롯한 각종 면허증과 행정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마다 강점이 있는

동경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향후 5년 이내 세

창성·유통 촉진 전략의 책정과 표준화 로드맵 및 개별

카드와의 일체화를 도모할 구상이다. 나아가 2017년 이

기반 산업을 추출하는 ‘지역의 산업·고용 창조 차트’를

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사회를 실현하고, 그 성과를 국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수출 1조 엔을 목표로 한 농업

후에는 마이넘버 카드를 현금카드나 데빗카드, 신용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9월부터 시스템을 확

제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다. 이는 정보

의 산업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정비되었다.

드로서도 이용하는 방안을 관련 협회와 논의 중에 있

장해 SNS 등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분석 수법을 정리
해 제공하고 있다.

제1절

일본

1. 정보화 정책

다. 또한 ATM 등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 ‘마이나

침체에서 벗어나 국가 재생을 도모하고, 세계 최고 수

의 전자정부 랭킹에서 회원국 193개국 중 2012년의 18위

포탈’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년 중에

의료 분야의 정보화 정책으로는 국민의 의료·개

준의 정보화(IT 활용)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서 2013년 6위로 올라섰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각종 신청 업무를

호·건강 정보에 대해 의료 기관 뿐만 아니라 원격 의

하고 있다. 그동안 2년에 걸쳐 정보화 정책들이 추진되

한 2015년판 ‘세계 IT 경쟁력 보고’에서의 종합 순위는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2019년 중으로 사용자 증명 기

료·재택 의료·개호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오는 과정에서 신설된 IT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

143개국 중 10위로 2014년 16위였던 것에 비하면 6단

능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다양한 주체가 이를 공유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CIO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의 종적 관계를 타파하고

계 순위가 상승하였다. 정부 부문에 있어 IT의 활용도

개발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로 체제를 구축해 2018년까지 보급할 계

자 함이다. 또한 정책 수행에 있어 수평적인 연계를 강

는 2014년 22위에서 2015년 7위, 정치·규제 환경의 개

이러한 계획에 대응해 2015년 9월 개인번호 법(2013년

획이다. 동 시점까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질병 정보

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선에 있어서도 2014년 16위에서 2015년 8위로 크게 약

5월 제정)이 개정되어, 마이넘버의 이용 범위가 기존

를 일원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

되고 있다.

진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활용

법률에서 정한 행정 업무 외에 금융과 의료 분야 등으

련하고, 전자 처방전과 전자 약 수첩을 개발해 보급할

대표적인 성과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회를 실감할 수 있기까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 확대되고, 예금보험기구 등의 금융 관련 기관에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의료 정보 네트워크 검토,

전자행정 분야에서는 정부 정보 시스템의 개혁 추진

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1) 예를 들어 오픈

도 예금 보호를 위해 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

데이터와 시스템 사양의 표준화, 운용 룰의 검토와 시

으로 2014년 말을 기점으로 2018년까지 기존 시스템

데이터의 경우,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2015년 5월 현재

으며, 특정 건강 검진과 보건 지도에 관한 사무와 예방

스템 관련 비용의 대폭적인 저렴화 및 비용 대 효과의

접종 이력 관리에서도 마이넘버를 연계할 수 있게 되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1) 首相官邸ＩＴ総合戦略本部, 2015, 6, 30
http://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150630/siryou1.pdf

다. 개인번호 법의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2003

그밖의 주요 IT 전략으로, IT종합전략본부는 2015년

년 제정)도 개정되어 개인정보의 정의에 신체적 특징

6월 ‘관민 ITS 구상 로드맵 2015’을 책정하였다. 자동

부록

이러한 성과들이 인정되어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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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변화로는 2016년부터 전 주민에게 부여되는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3장

아·태 지역

약 150기관만이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독립행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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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화 전략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

축과 이에 관련한 전략으로, 2014에 책정된 로드맵을

‘로봇 신 전략’을 발표하였다.2) 소위 ‘로봇혁명’으로 불

개정한 것이다. 이는 2020년까지 ‘세계 제일의 안전한

릴 만큼 전 산업과 일상생활에 있어 로봇 활용을 전격

도로교통 사회’를 구축하고, 자동 주행 시스템의 개발

적으로 실시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

보급 및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정비해 2030년까지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사회’를 구축하는 것

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자율화·정보 단말화·
를 축적 활용하며, 상호 간에 서로 제휴해 운용됨으로

주행 시스템화의 혁신에 있어 세계의 중심지가 되겠다

써 새로운 서비스 제공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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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입장에서 모두 6할이 넘었으며, 중·고령자층일

10,044

9,610

40.0

4,000

수록 로봇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저의 교통 사망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2020년대 전반

다. 육아 지원 로봇에 대해서는 다소 심리적 저항감을

에는 준자동 주행 시스템(레벨3)의 시장화를 실현하고,

느껴 3할 정도만이 사용할 의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2020년까지 숙련된 드라이버 이상의 안전 주행 기술을

로봇 강국인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 이러한 사

확보하는 것은 물론, 최적 루트 판단, 최적 속도 패턴

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을 활용하고, IT와 융합한

의 설정 등을 실현해 교통 정체 완화·교통사고 경감·

IoT(Internet of Things) 시대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의

고령자의 이동 지원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발에서 세계를 리드한다는 계획이다.

있다. 20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완전 자동 주행 시스템
(레벨4)의 테스트를 개시하고,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2. 정보화 추진 현황

도쿄올림픽에 맞추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차세대 도
총무성이 2015년 7월 17일 발표한 ‘2014년 통신 이용

용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증 실험을 시작해 2019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부터 사업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당면한 과제로서

적이 있는 국민은 1억 1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만 명

는 다량으로 생성되는 교통 관련 데이터를 공유·유통

이 줄었지만, 전체 인구에 대한 보급률은 82.8%로 변화

할 수 있도록 표준과 룰을 정비하고 오픈데이터화 하는

가 없다.(<그림 3-2-3-1> 참조) 연령별 이용률을 보면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지도상의 각종 데이터를 융합

2013년 이후 13~59세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

시켜 지도의 고도화를 도모해 지도 정보 기반 (다이나

고 있으며, 전체 보급률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60~79세

믹 맵)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브 데이터 (다수의 자동차

고령층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개인 이용자의 접속 단말기 종류를 보면,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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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각종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비해 4.9% 감소해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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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의 이용 건수는 3,564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휴대전화에 의한 접속이 17.7%로 2013년에 비해 6.7%

5.5% 증가하였다.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에 의한 접속은 47.1%로 전년도

한편 이동전화의 계약 건수는 1억 5,720만 건으로 전

보다 4.7% 증가하였고, 태블릿 단말기에 의한 접속은

년도 대비 5.5% 증가하였다. 이동통신 가입자 중 3.9세

14.8%로 2013년 대비 2.4% 증가한 경향을 나타냈다.

대로 불리는 LTE(Long Term Evolution)의 가입 건수

그러나 PC를 이용한 접속의 감소 비율이 전년도와 비

는 6,778만 건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해 전년도 대비

슷한 반면, 이미 상당한 보급률을 보인 스마트폰과 태

46.0%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

블릿 단말기에 의한 접속의 증가 비율이 2013년 대비

계약분을 제외한 이통통신 재판매업자(MVNO : Mobile

각각 19%와 12.4%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사

는 952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28.9% 증가하였다.

이 각각 9.7%, 29.3%, 49.5%, 62.6%, 64.2%로 최근

기업의 정보화 현황으로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

들어 증가율의 둔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태블릿 단

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14년 사

말기의 보급은 각각 7.2%, 8.5%, 15.3%, 21.9%, 26.3%

이 28.2%, 33.1%, 38.7%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로 증가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래형 휴대폰

전사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자본금이

과 PHS(Personal Handyphone Service) 단말기를 합

50억 엔(약 5,0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의 이용률은

한 보급률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81.2%, 76.5%,

2012년부터 3년 사이 52.8%, 58.2%, 73.4%로 현저히

68.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높은 편이다. 자본금이 5억 엔 이하의 기업에서도 클

전기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추이 를 보면, 2014년 말

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률은 5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

(2015년 3월) 유선전화 음성 통신의 계약 건수는 5,619

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만 건(집계 방법의 변경에 따라 전년도와 절대치가 다

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12.4%, 15.9%, 15.8%,

름)으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IP

18.0%이며, 2014년도를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금융보

4) 総務省, ‘電気通信サービスの契約数及びシェアに関する四半期データの公表（2013年度第4四半期（3月末）2014, 6, 20

부록

PC를 이용한 경우가 53.5%로 가장 높으나 2013년에

2009

다. 자택 외의 PC가 21.8%로 6.8% 감소하였고, 종래형

4)

센서·계측 장치의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를 포함한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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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도 이를 탑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연간 교

2) ロボット新戦略, 2015, 1, 23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3004/20150123004b.pdf
3) 2015年版 情報通信白書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7/pdf/n4300000.pdf

75.3

의 의식 조사 에서도 개호용 로봇을 이용할 의향이 있
다고 대답한 비율이 개호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나 받

로부터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원격으로 수집되는

인터넷 이용자 규모 및 보급률 추이 (개인)

3)

지원 기능(레벨1)이 부착된 신차의 보급과 함께 기존

1~2인승의 초소형차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

12,000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해 행동하고 데이터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이후 ITS의 구축과 자동
는 구상이다. 2018년까지 정보 제공형 또는 안전운전

그림 3-2-3-1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주행을 포함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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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일과 개호의 양립 등을 도모하고자 202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 향상, 국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인

‘중국 제조 2025 규획’은 중국 제조업의 장기 발전 비

업이 23.0%, 건설업이 14.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텔레워크 도입 기업을 2012년도에 비해 3배로 늘이고,

민들의 정보 기술 활용 능력 배양 등 9개 분야를 중심

전으로 제시된 ‘3개 10년 계획’ 중 제1단계(2015~2025년)

고용형 재택 텔레워커 수를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으

으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전략에 해당되며, 이 시기 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 제조업

빅데이터의 유통량은 해마다 높은 신장세를 보여
2012년 약 8EB(엑사바이트 Exabyte ; 10의 18승 바이

7)

로 한다는 계획이다.

트, 백만 테라바이트)에서 2013년에는 10EB로 당초 추
정된 기대치의 13.5EB보다는 신장세가 낮았다. 2014년
5)

에는 14.5EB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5년
도부터 9년간 약 9.3배 증가한 양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oT)의 수는 2011년 104억 개에서 2012년부
며, 2020년에는 530억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0
년간 5.1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데이터를 사

- 首相官邸 ＩＴ総合戦略本部, 2015, 6
http://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150630/siryou1.pdf
- 2015年版 情報通信白書,2015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7/pdf/
n4300000.pdf
- 2014年年通信利用動向調査の結果,2014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50717_1.pdf
- 国土交通省 ‘2014年度 テレワーク人口実態調査’, 2015, 3
http://www.mlit.go.jp/common/001084303.pdf
- ロボット新戦略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3004/2015012300
4b.pdf

을 독일 및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제조업 강국

의 수출과 투자 증대를 통해 고속 성장을 구가해올 수

의 반열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 육성 부문으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이른바 신창타이(新常

로는 정보 기술, 제어 공작 기계와 로봇, 항공우주 장비,

態)라 불리는 중고속 성장기로 새롭게 접어들었다. 따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고부가가치 선박, 첨단 궤도 교

라서 시진핑 정부 하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창타이는 중

통, 신 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의 질적 향상을

및 고성능 의료 기계, 농업 기계 장비 등 10대 산업을 포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중국 국가 정보화 전략 역

함하고 있다. 동 규획의 주요 내용은 1개 노선, 4대 전환

시 이러한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및 8개 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3-2-3-1> 참조).
한편, 중국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의 시각이 가장 먼저 반영된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동

기 위한 방편으로 ICT 인프라 확산 역시 중요한 전제조

계획 하에서 에너지 전략과 환경보호 산업, 차세대 정

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업신식화부는 통신업 12차 5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보기술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 장비 제조 산업, 신 에

년 계획의 일환으로 ‘브로드밴드 차이나(寬帶中國)’ 전략

수 있는 체제인 스마트 워크를 일본에서는 텔레워크라

너지 산업, 신소재 산업,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해당

을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은 인터넷 사용자의 범위 확

고 한다. 국토교통성이 2015년 3월에 발표한 실태 조사

계획 기간 동안 우선 추진될 7대 우선 개발 산업을 선

대,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브로드밴드 수준 제고, 도시

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은 수출 및 제

브로드밴드 발전 가속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조업 중심의 ICT 산업을 내수 및 서비스·인프라 중심

수행 목표 과제로는 2015년까지 중국 내 인터넷 사용

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구를 8억 명으로 확대하며, 도시 지역에는 20Mbps,

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함으
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에 따르면, 자영형과 고용형을 합한 재택 텔레워커의
수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급증해 930만 명에 이르렀
으나 2013년 720만 명, 2014년 550만 명으로 감소되는

제2절

중국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1일 이상 고용형 재택 텔레워

2015년 3월에 발표된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행

비도시 지역에서는 4Mbps로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이

커의 수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9%에 불

동계획’은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

다. 동 이니셔티브는 2020년까지 총 단계에 걸쳐 추진

터·사물인터넷을 전통 산업과 융합시켜 산업 구조의

될 예정이다(<표 3-2-3-2> 참조).

과하다. 텔레워크의 인지도가 종업원 수 301명 이상의

1. 정보화 정책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기 위해 제시된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주

중국 국가 정보화의 태동은 1999년부터 추진된 10차

동 전략이 발표된 이후 산업 전반의 인터넷 융합 작업

도권 선점을 위해 3G·4G 및 인터넷 거버넌스를 비롯

에서의 인지도가 7할 수준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5개년 계획 (2001~2005년)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을 위해 이미 중국 산업계·학계 및 정부의 논의가 활

다양한 ICT 기술 전반에 걸쳐 국제 표준과 거래 관행을

기업에서 느끼는 텔레워크 도입의 최대 과제는 정보 보

2006년에는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년)과 국가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베이징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전시켜 중국 IT 기업들과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

호의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일과 생활

정보화 발전 계획 (2006~2020년)을 발표하였다. 중장

도 전통 산업과 정보 기술 간의 융합 추진 전략을 채택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의 조화와 지역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

기 국가 정보화 발전 계획에서는 국가 경제의 정보화

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단체 가입 및 연구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동력의 확보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텔레워크를 적극적

촉진, e-Government 확대, 인터넷 문화 발전, 교육·

2015년 4월 국무원은 2025년까지 세계 2위 제조업

독려함으로써,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주

으로 보급하고자 업무 형태에 적절한 모델을 찾아 개발

건강·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정보화 개선, 정보 인프라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제조 2025 규획’을 발표했다.

도권 행사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에

하고 있다. 향후에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남성의 육아

확대,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동 규획에서는 인터넷 플러스 행동 계획의 실현 방안

는 공업신식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과학기술부

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분

의 3개 국가 기관이 공동으로 2020년 이후의 IMT 기술

야에 대해 노동 집약형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형 스마트

을 검토하고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IMT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인터넷과 정보 기

2020 Promotion Group을 설립했다. 동 그룹은 2013년

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제조업 강국 실현을 도모하

10월 이후 전신연구원의 주도 하에 차세대 통신 기술인

고 있다.

5G 연구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같은 결실의 하나로,

5) 2015年版 情報通信白書, 2015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7/pdf/n4300000.pdf
6) 国土交通省 ‘2014年度 テレワーク人口実態調査’, 2015, 3
http://www.mlit.go.jp/common/001084303.pdf
7) 2015年版 情報通信白書, 2015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7/pdf/n4300000.pdf

부록

기업에서는 약 3할에 머문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기업에서는 약 7할에 달하지만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제2편 ICT 활용 기반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은 이같은 중국 정부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터 2014년까지 각각 123억, 158억, 197억 개로 추산되

참고 자료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중국 경제는 전통 산업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험업이 26.1%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이 23.4%,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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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 2025 규획’의 주요 내용

표 3-2-3-1

4대 전환

8개 대책

 자원 소모량이 많고, 환경 오염도가 높은 조방형 제조업에서
친환경 제조업으로 전환
 생산형 제조업에서 서비스형 제조업으로 전환
 요소 구동형에서 혁신 구동형으로 전환
 비용 우위에서 질과 효율성 우위의 제조업으로 전환

 정보 기술과 제조 기술의
긴밀한 융합

5대 공정

 자동화·인터넷화·스마트화 제조업 추진
 제품 디자인 수준 제고
 제조업 기술 혁신 체계 완비
 제조 기지 강화
 제품 품질 업그레이드
 녹색 제조업 추진
 국제 경쟁력 갖춘 기업 및 우위 산업 육성
 현대적 제조 서비스업 육성

10대 육성 산업 분야
 정보 기술
 제어 공작 기계와 로봇 산업
 우주항공 장비 제조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와 고부가가치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장비

 신 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신 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계
 농업 기계 장비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단계별 목표

단계 및 목표

실행 목표 가입자 및 보급률
3G/LTE

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같은 정보화 노력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바이두(Baidu)·알리바바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날로 급증하는

(Alibaba)·텐센트(Tencent) 등 기타 주요 중국 토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전국인민

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구축에 착

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온라인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수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기업들은 이

결정’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

미 클라우드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

및 제3자에게 이를 판매 및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들에 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

확산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재

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전자 정보의 삭제를 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신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서비스

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3년 2월부터는 중국 최초의 개인정보 보호

마이크로소프트·IBM·아마존·SAP 등 주요 글로벌

국가 표준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정보 시스템의 개인

서비스들이 제공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지 업체와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기술에 대한 지침’이 효력을 발

의 제휴를 통해 현지화된 서비스로만 제공이 가능한 상

하기 시작했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를 개인 일반 정보

2020년 중국의 IoT 단말은 55억 개로 전 세계 IoT 단

황이다. 중국 정부의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 육성을 위

와 개인 민감 정보로 구분하였으며, 민감 정보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말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제3의 플

한 의지는 2011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

서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

이용자 : 2억 1,000만 명
이용자 : 3억 3,000만 명
보급률 : 도시 55%,
보급률 : 25%
농촌 20%

랫폼 기술, 특히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IoT와 겹합해

화부, 재무부 등이 2억 3,600만 달러를 자국 클라우드

하도록 규정했다.

IoT 애플리케이션 채택 확산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육성 자금으로 마련함으로써 실행에 옮겨지게 되

공업신식화부는 2013년 4월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

이용자 : 2억 7,000만 명
2단계 인터넷
이용자 : 4억 5,000만 명
보급률 : 도시 65%,
(~2015) 대중화
보급률 : 32.5%
농촌 30%

주요 기업들은 IoT 데이터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새

었다. 또한 충칭·닝샤·베이징 등 일부 지자체들 역

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초안’ 및 ‘전화 이용자

로운 돌파구로 활용하리라 예상된다.

1단계
(~2013)

속도
향상

터(IDC) 제공 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중

서 규정된 개인정보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통신 사

2009년 센서네트워크정보센터와 사물지능통신센터

앙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현재 중국 주요 토종

업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

를 구축하며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0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아리윈(阿里云)·텅쉰 개방형

해 사용·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용자의 이름, ID,

이 포함된 ‘7대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전략’을, 2011년

플랫폼(腾讯开放平台)·바이두윈(百度云)과 3대 통신

주소, 생년월일, 로그인 시간 및 위치, 계좌번호 등이

2015년 10월에는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화웨이

공업신식화부는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규획(物联网

사들의 플랫폼을 들 수 있으며, 검색 엔진·콘텐츠 산

여기에 해당된다. 공업신식화부의 규칙에 따르면 통신

(Huawei)가 일본 최대 이동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

十二五发展规划)’을 연달아 수립하였다. 동 규획에 따

업·전자정부·중소기업의 정보화 등 응용 분야로 클

사업자 및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모와의 협력 하에 중국 칭다오에서 실시한 5G 무선 액

라 중국 정부는 총 50억 위안의 자금을 확보해 사물인

라우드 산업의 외연을 확대 중이다.

수집의 목적·방법·범위, 보유 기간, 정보 접근 및 수

세스 기술의 옥외 필드 테스트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

터넷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에 있다. 이

이외에도 스마트 시티(Smart City) 역시 많은 지자

집 절차, 정보 제공 거부에 따르는 결과 등을 반드시 이

되었다. 동 실험은 향후 중국의 5G 핵심 기술인 비직교

후, 중국 정부는 2014년 10월 IoT 분야의 각종 시범 프

체들이 행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IoT

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동 규칙은 서비스 제공

방식의 SCMA(Sparse Code Multiple Access)와 필터

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며, 조만간 대대적인 상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신

과정에서 이용·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 사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F-OFDM)의 글로벌 표준

용 서비스 출시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

식화부는 현재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이용자 개인정

확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는 이미

배포한 상태로, 2014년 중앙 정부는 202개 도시에서

보 보호에 관한 직원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만약

IDC가 발표한 2015년 중국 ICT 시장 10대 주요 전망

2014년 초반 중국 자동차 제조 업체인 BYD에서 Qin이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상

통신 서비스 사업자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에 따르면, 신기술을 접목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확

라는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하며, 차량 상태·위치·에

하이·광저우·항저우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들은 수

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변조·파괴·판매하는 경우

산·스마트 시티 건설 가속화·클라우드 서비스 밸류

어컨 동작 등 다양한 차량 동작에 원격 제어 기능을 접

송·전자 및 환경 요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저장 및

에는 3만 위안의 벌금(한화 약 540만 원)을 물게 된다.

체인(value chain) 강화 등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속하는 것을 시도했다. 또한 바이두(Baidu)·알리바바

분석하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3단계 글로벌 이용자 : 4억 명
(~2020) 도약 보급률 : 70%

이용자 : 12억 명
보급률 : 85%

자료 출처 : 중국 工业和信息化部,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최근 들어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중국 정부

부록

의 식별 정보 등록에 관한 초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시 관할 구역 내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터넷 데이터 센

중국 정부의 IoT 정책은 원자바오 전 총리 시절,

제2편 ICT 활용 기반

유선 광대역

마트 시티 건설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로 분류해 서비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출처 : 중국 国务院,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표 3-2-3-2

중심으로 차량 IoT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히 이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국가 제조업 혁신 중심 건설 공정
 스마트 제조 추진 공정
 공업 기초 강화 공정
 녹색 발전 공정
 첨단 장비 혁신 공정

를 구축했다. 중국은 2015년까지 총 3,000억 원을 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개 노선

(Alibaba)·텐센트(Tencent) 등 3대 인터넷 기업들을

324

325

제2부 글로벌 정보화 현황

5,600만 명이 늘어나 4.6% 성장했다. 인구 기준으로는

패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정보화 위상에도 변화가 있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Cleaning

2014년 말 기준 중국은 92.27%의 이동통신 보급률을

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Web’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라인 규제 수위를 강화

보이고 있다(<표 3-2-3-4> 참조).

중인 가운데, 2014년 8월 인터넷 관리 기구인 국가인

한편 공업신식화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스마

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聯網瓣公室)은 인터넷 및 소셜

트폰 보급률은 55.3%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 규제 수위의 강화를 위해 인스턴트 메시징을 규

특히 방대한 로컬 시장을 토양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

구분

제할 것을 발표했다. 동 규제안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

이고 있는 샤오미(Xiaomi)·쿨패드(Coolpad)·레노버
(Lenovo) 등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으

중국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

로 중국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촉진시키며, 글

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순위

대상 국가 수

발표 시점

전자정부 준비 지수

UN

70

193

2014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62

143

2015

ICT 발전 지수(IDI)

ITU

86

166

2014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3. 정보통신 발전 지수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년 9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정보 기술 응용을

선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한 은행업계 사이버 보안과 정보화 구축 지도 의견’

정보화 수준은 질적으로 세계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을 발표했다. 동 의견에서는 금융 분야의 정보 보안과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조사된 전자정부 준비 지수

통제를 위해 중국은행에 ICT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서 중국은 여전히 70위에 머물고 있으며, 2015년 발

기업이 중국 내에서 R&D를 추진하려면 은행감독위에

표된 네트워크 준비 지수에서는 62위를 기록했다. 또

소스 코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같은

한 ITU가 발표한 ICT 발전 지수에서도 전체 166개국

-

정책은 사이버 보안을 명목으로 삼아 자국 내 조달 과

가운데 86위에 그쳤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지속적 노

-

정에서 해외 업체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

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 세계 중위

터 품목에서 외국 기업 제품의 수는 전년 대비 1/3 수

두드러진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표 3-2-3-5>

준으로 감소했다.

참조). 이는 글로벌 정보화가 중국의 정보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신창

-

ITIF, ‘ICT Innovation Policy in China: A Review’, 2014. 7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11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6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CNNIC),‘第32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
统计报告’, 2014. 7
KT경제경영연구소, ‘중국 정부의 ICT 진흥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
점’, 2014.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해외 시장 정보, 중국 정보통신(ICT)·방
송 정책 보고서’, 2013.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R&D 정책 동향 (2013-3)’, 2013.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뉴 노멀시대의 중국의 과학기술과 ICT 정책
의 변화’, 2015. 8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Issues Weekly 제481호’, 2015. 1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Issues Weekly 제498호’, 2015. 6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 (제12호)’, 2013. 5

2. 정보화 추진 현황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회선을 보유한
는 2억 회선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1%인 1,157만 건
으로 증가했다. 인구 기준으로는 2014년 말 기준, 중국
은 14.38%의 고정형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 증가
추세는 중국 정부의 신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인

관련 URL

중국 고정형 브로드밴드 회선 및 인구 대비
보급률 추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브로드밴드 회선 수 (천 명) 1,789

2,011

2,166

2,311

2,503

11.44

12.72

13.63

14.38

인터넷 보급률 (%)

9.29

자료 출처 : ITU

다. 1997년 이후 ICT 기반의 경제 성장과 번영이란 비
전을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도 일관성 있는 정보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1) APS ICT 전략(Australian Public Service ICT
Strategy 2012~2015)
SIGB는(Secretaries’ ICT Governance Board)는 호
주 정부 서비스(Australian Public Service : APS)의
ICT에 대한 WoG(whole-of-government)의 중점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2년 10월 APS ICT
Strategy(Australian Public Serv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trategy 2012~2015)
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APS ICT Strategy는 “호주 정

표 3-2-3-4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 www.miit.gov.cn/
인터넷정보센터(中國互联网络信息中心) : www.cnnic.net.cn
ITU : www.itu.int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시스템 : www.conex.or.kr

운영 효율성 향상’, ‘열린 참여’의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
‘APS ICT Strategy’는 WoG ICT 투자 원칙(wholeof-government ICT Investment Principles)에 기반
무부 개정안에 의해 2015년 4월 21일에 수정되었다.2)

중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세

구분

2010

2011

2012

2013

호주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 투자하
2014

브로드밴드 회선 수
859,003 986,253 1,112,155 1,229,113 1,286,093
(천 명)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
자료 출처 : ITU

-

고할 것”이란 비전 아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정부

해 전략 목표를 세운다. 이후 WoG ICT 투자 원칙은 재

정보화 노력의 결실이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 역시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2억 8,60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적으로도 정보화 부문에 있어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

63.17

72.07

80.76

88.71

92.27

1) G
 IMO. Australian Public Serv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trategy 2012~2015. 2012
http://www.finance.gov.au/policy-guides-procurement/ict_strategy_2012_2015/
2) AGIMO. Revision of the ICT Investment Principles. 2015. 1
http://www.finance.gov.au/blog/2015/04/21/revision-of-the-ict-investment-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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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3> 참조).

해온 호주는 현재 오세아니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부 서비스(APS)는 ICT를 활용하여 국가 생산성을 제
표 3-2-3-3

국가이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브로드밴드 회선 수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정보화를 추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타이를 맞아 다방면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계획들의 성

참고 자료

가. 정보화 정책

제2편 ICT 활용 기반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정보화 노력과 유무

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요 기관별 정보화 지표 역시

1. 호주

조사 기관

한편,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이하 은행감독위)는

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4년 중국 중앙정부 조달센

주요 기관별 중국의 정보화 순위

호주, 뉴질랜드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용자들은 실명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표 3-2-3-5

제3절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가 온라인 이용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본격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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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다음과 같은 WoG ICT의 5가지 투자 원칙을

6)

버넌스적인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finance.gov.au)를 시작으로 정부 기관 및 산하 공공
10)

기관들은 이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한 법률 2013(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3)

Accountability Act 2013) 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제
적이며, 윤리적으로 정부의 자원을 증진시키고, 목적

히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기존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digital by design’ 형태의 접근이다. 다

(3) A
 PS 모바일 로드맵(Australian Public Service

그림 3-2-3-2

govCMS 화면

Mobile Roadmap)

시 말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부 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한다. 전담반은 최신 ICT 기술을 통한 레거시 서

SIGB(Secretaries’ ICT Governance Board)는 2013년

비스(legacy service)의 지속적 제공 여부를 판단하며,

수 있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둘째 정부 디

3월, WoG(whole-of-government)적 관점에서 A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 중인 정부 서비스의 성과를

지털 변환 전략(Government digital transformation

ICT 전략의 기준에 맞춘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전담반은 원시코드

strategic)의 우선순위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것. 셋

발표했다.7) APS 모바일 로드맵의 주된 목표는 호주 정

(source code)를 제공하며, 정부 기관들은 API를 사용

째 정부 부문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ICT 역량을 합

부가 모바일 기술을 사용해 공공 영역 전체에 혁신을

해 타 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재사용

리적으로 통합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 넷째 발전 정

도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많은 정부 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도와 편익이 측정 가능한 결과치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의 생산성과

것. 다섯째 목적에 따라 ICT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8)

특히 2015년 중반부터는 정부 기관이 새로이 제공하
거나 재정비하는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와 공공 정보에

4)

다는 것. 호주 정부는 이러한 투자 원칙에 따라 ICT를
기반으로 국가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Big Data Strategy)

DTO의 디지털 서비스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직 초
(4)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 단계인 디지털 서비스 표준은 국민에게 새로이 제공

2014년 10월 8일 호주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

되는 전자정부 서비스와 연간 5만 건 이상 이용되고 있

책 3.0(Australian Government Cloud Computing

는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에 함께 적용될 예정이며, 각

Policy version 3.0)’을 발표해 연방정부 기관이 의무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 기관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지

‘APS ICT Strategy(Australian Public Service

적으로 클라우드를 우선 채택하도록 하는 클라우드 우

ICT Strategy 2012~2015)’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선 정책(Cloud-first policy)을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

빅데이터 전략을 꼽고 있다. SIGB(Secretaries’ ICT

인 예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사이트인 govCMS(정부

Governance Board)는 WoG(whole-of-government)

기관 전용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 : open source
9)

자료 출처 : http://www.govcms.gov.au/

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11)12)13)

(5) DTO의 디지털 서비스 표준(Digital Service

(6) myGov

Standard)

2013년 5월 호주 복지부 주도로 myGov 서비스가 실

2015년 호주 정부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촉진을

시되었다. 호주 국세청도 2014년 5월부터 myGov를 통

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3-2>는 goCMS의 메인 화면이다. SIGB(Secretaries’

위해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

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호주 정

하고 있다.5) 2015년 1월, APS가 제시하는 빅데이터 가

ICT Governance Board)는 govCMS를 통해 중복되거

DoT) 산하에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DTO)’를

부 공식 사이트(australia.gov.au) 계정을 myGov와 통

이드라인(Australian Public Service Better Practice

나 산재되어 있는 정부 기관의 공공 정보를 통합해 관

설립한 뒤, 2015년 2억 5,470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예

합했다. 2015년 10월 기준 Medicare(의료 지원 서비스),

Guide for Big Data)은 정부 각 기관이 어떻게 그들의

리함으로써 기존 사이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 효

산을 할당했다. DTO는 디지털을 공공 서비스의 기본

Australian Taxation Office(세금 환급 서비스), Manage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와 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호주

수단으로 채택(digital by default)하기 위한 서비스 재

ABN Connections(기업 등록 서비스), Centrelink(원

제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전자정부 포털(australia.gov.au)과 재무부 웹 사이트

설계를 관장하고 있다. DTO는 더욱 쉽고 빠르고 간단

스톱 복지 서비스), Australian JobSearch(취업 서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

스), Personally controlled eHealth Record(헬스케어

지털 서비스 표준화 전략(Digital Service Standard)을

서비스), My Aged Care(노년층 케어 서비스), Nanny

제시하고 있다.

Pilot Programme, Child Support(아동 지원 서비스),

이러한 전략은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

Department of Veterans’Affairs(국가 보훈 서비스),

10) AGIMO, Australian Public Service Mobile Roadmap, 2013. 6
11) N
 IA, D.gov Edge, 월간 D지털 정부 최신 해외 정책기술 동향, 2015 May Vol. 03, 2015
12) NIA, ICT Issues Weekly 506호, 2015. 8. 7
13) DTO, Digital Service Standard, 2015. 8. 27 https://www.dto.gov.au/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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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anagement system) 이다.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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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

3) Australian Government Comlaw.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2015. 4. 17
https://www.comlaw.gov.au/Series/C2013A00123
4) AGIMO. Whole-of-Government ICT Investment Principles 2015. 4. 21
http://www.finance.gov.au/policy-guides-procurement/ict-investment-framework/ict-investment-principles/
5) AGIMO.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Big Data Strategy-Improved understanding through enhanced data-analytics capability, 2013. 8
http://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Big-Data-Strategy_0.pdf
6) Department of Finance. Australian Public Service Better Practice Guide for Big Data, 2015. 1
http://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APS-Better-Practice-Guide-for-Big-Data.pdf?v=1
7) AGIMO. Australian Public Service Mobile Roadmap - Adopting mobile technology across government, 2013. 6
http://www.finance.gov.au/files/2013/06/APS-Mobile-Roadmap.pdf
8) http://www.finance.gov.au/policy-guides-procurement/mobile/
9) http://govcm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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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S 빅데이터 전략(Australian Public Service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을 달성시킬 수 있으며,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따라야 한다. 첫째 정부 거버넌스·성과·책임성에 대

서는 컴퓨팅 그리드와 클라우드 기반 환경, 그리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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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보고, 256kbps 이상의 속도를 내면 브로드밴

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서비스를 개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드 연결에서 나타난 속도로 볼 수 있다. 2014년 6월과

발하는 데 있어 엔드유저(end-user)의 욕구에 초점을 맞

는 매 분기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2015년 5월 사이 8Mbps 이상의 속도를 낸 가입자 수

Providers : ISPs) 인터넷 이용 조사(Internet Activity

는 23%가량 증가했다. 2013년 이후에는 24Mbps 이상

Survey : IAS)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의 다운로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15년 5월 기준으로 호주에는 1,276만 명이 인터넷을

256Kbps 이하의 속도는 급감하고 있다. 즉 확충된 ICT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14년 6월 기준 1,248만 명보다

인프라와 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다운로드

(1) OECD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상승한 수치이다. <표 3-2-3-7>을 살펴보면 Dial-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

DTO의 최종 목표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호주는 34개 OECD 회원국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up 방식은 2006년 6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

as a Platform)의 구현이다. 플랫폼 정부는 국민과의 쌍

수로 14위(6,536,000명),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로는

나, DSL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공공 정부의 공유와 활용이 용이

11위(27,028,000명)에 랭크되었다. 호주 브로드밴드 가입

있다. 그 중에서도 Fibre 타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부 기관 및

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

있는데, Fibre 연결 방식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6월

유관 기관이 중앙 정부 프레임워크 세트를 기반으로 이

사이 4.6%의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증

까지 107%(21만 7,000명) 증가했다.18)

와 같은 기본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가율인 3.2%보다 높으며, 이를 통해 호주의 브로드밴드

DTO는 모두가 공유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myGov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서비스)가 myGov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DTO는 중앙·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myGov의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

15)

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첫걸음으로 싱글 로그인(Single Sign On : SSO)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Digital Identity’를 부

나. 정보화 추진 현황

여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호주 정부의 목표이다.

표 3-2-3-7

ISPs 연결 타입별 인터넷 가입자 (1,000명 기준)

표 3-2-3-6

OECD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국가별)
Fixed Broadband

Wireless Broadband

순위

국가

가입자 수

순위

국가

가입자 수

14

Australia

6,536,000

14

Netherlands

116,350,00

13

Netherlands

6,851,000

13

Canada

19,279,414

12

Poland

6,922,890

12

Poland

21,278,710

브로드
밴드
연결

Cable

946

966

996

Fibre

203

324

420

Satellite

80

75

69

<그림 3-2-3-4>는 ISPs 브로드밴드 연결 타입별 데

총 가입자

12,483

12691

12,762

이터 다운로드 양(1,000명 기준)으로, 2015년 6월 30일

Spain

36,267,330

8

Mexico

12,838,093

8

France

42,810,000

7

Italy

14,373,844

7

Italy

43,104,410

6

Korea

19,198,934

6

Mexico

50,913,677

2

Japan

36,261,653

2

Japan

157,812,151

US

100,192,000

1

OECD

357,641,000

1

US

331,373,000

OECD

1,030,857,478

자료 출처 : ABS. TYPE OF ACCESS CONNECTION - Internet subscribers
by type of access connection,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619)

까지 3개월 간 138만 8,697 TB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되
었다. 이는 2014년 10월에 조사된 3개월 간 다운로드
숫자보다 약 21% 증가한 양이다. 2015년 6월에 유선

<그림 3-2-3-3>은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를 나타

브로드밴드를 통해 다운받은 데이터는 134만 9,975TB

낸 것으로 256kpbs 이하의 속도는 dial-up 타입 연결

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18) ABS. TYPE OF ACCESS CONNECTION - Internet subscribers by type of access connection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6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153.0Main%20Features1June%202015?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8153.0&iss
ue=June%202015&num=&view=
19) h
 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153.0Main%20Features1June%202015?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8153.0&is
sue=June%202015&num=&view=
20) A
 BS. ADVERTISED DOWNLOAD SPEED - Internet subscribers by advertised download speed,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153.0Main%20Features2June%202015?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8153.0&is
sue=June%202015&num=&view=
21) h
 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153.0Main%20Features2June%202015?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8153.0&is
sue=June%202015&num=&view=

부록

자료 출처 : OECD Broadband Portal.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2015. 7. 2317)

14) https://my.gov.au/
15) NIA, D.gov Edge, 월간 D지털 정부 최신 해외 정책기술 동향, 2015 Mar Vol. 01, 2015. 5
16) OECD Broadband Portal,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2015. 7. 23
OECD Broadband Portal, Yearly penetration increase (Dec. 2014) 2015. 7. 23
http://www.oecd.org/internet/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
17) OECD Broadband Portal,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2015. 7. 23
http://www.oecd.org/sti/broadband/1.1-TotalBBSubs-bars-2014-1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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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7

9

54,718,423

자료 : ABS. ADVERTISED DOWNLOAD SPEED - Internet subscribers by
advertised download speed,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21)

12532

12,834,049

UK

89

■256Mbps 이하 ■256Mbps~1.5Mbps ■1.5Mbps~8Mbps ■8Mbps 이상

12,300

Spain

3

159

총 브로드밴드 가입자

9

29,572,818

89

186

np

기타

Germany

159

5

32,360,661

3

2,326

186

2

27,028,000

53,751,479

3,305

np

Turkey

52,575,423

10,201

3,758

6,004

Australia

Korea

2015년 6월

9,052

67

11

Germany

2014년 10월

8,782

5,996

10

4

2014년 6월

50

8,866,361

5

■8Mbps 이상
■1.5Mbps~8Mbps
■256Mbps~1.5Mbps
■256Mbps 이하

5,954

12,569,087

23,729,8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Fixed wireless

Turkey

25,969,000

95
5,106

Canada

UK

159
5,099

11

France

182
5,065

10

4

2015년 6월

DSL

Mobile wireless

5

2014년 10월

ISPs 인터넷 가입자 다운로드 속도 (1,000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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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up 연결

2014년 6월

그림 3-2-3-3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 ISPs 브로드밴드 조사

14)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에서 공통의 룩 앤 필(look and feel) 방식의 고품질 서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장애인 보장

33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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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ISPs 브로드밴드 연결 타입별 데이터 다운로드 양
(1,000명 기준)

표 3-2-3-8

2014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와 온라인 참여 지수

2014년 6월

■Wireless
■Fixed line

온라인 참여 지수 상위 10개국

발전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e-readiness ranking’

에의 접근성), ICT intensity(사회에서 ICT의 사용 수

으로 알려진 디지털 경제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였다.

준), ICT impact(ICT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효과) 부

2010년 6월 발표된 EIU 지수는 2010년에 조사된 이

문에 집중해야만 진정한 정보사회 국가로 발전할 수

0.9608

후 새로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10년을 기준

있음을 밝히고 있다. ITU에서 발표하는 ‘Measuring

영국

0.9608

으로 보면 조사 대상 국가 70개국 중 호주는 9위를 차

the Information Society’ 보고서는 166개국의 ICT

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에 조사된 8.45보다 낮은

에 대한 접근성·이용도·활용 수준 등을 종합적으

8.21(2010년)의 지수로, 디지털 경제 지수가 한 단계

로 평가하여 한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 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 환경 (8.24), 사회·문

정보 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인 ‘The ICT

화적 환경 (8.53), 법적 환경 (8.50), 정부 정책과 비전

Development Index(IDI)’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11

(8.85), 소비자와 기업 적용성 (8.18) 면에서는 대부분

월에 발표된 ITU의 IDI 지수에서 호주는 2012년 12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연결성 (7.35) 면에서는

(8.03)에서 2013년 12위 (8.18)로, 순위 면에서는 변동

국가

지수

한국

0.9462

네덜란드

1.0000

호주

0.9103

한국

1.0000

싱가포르

0.9076

우루과이

0.9804

프랑스

0.8938

프랑스

0.9608

네덜란드

0.8897

일본

0.8874

8782

9052

10201

일본

3758

3305

2326

미국

0.8748

호주

0.9412

영국

0.8695

칠레

0.9412

뉴질랜드

0.8644

미국

0.9216

핀란드

0.8449

싱가포르

0.902

자료 출처 : ABS. VOLUME OF DATA DOWNLOADED - Volume of data
downloaded by type of access connection,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22)

자료 출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를 통해 다운받은 데이터보다 약 40%가량 증가했다.23)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호주의 모바일 핸드셋 기
기 이용자 수는 2,099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04, 2005, 2008, 2010, 2012, 2014년의 정보를 게재
하고 있으며 2015년 지수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표 3-2-3-8>은 2014년에 발표된 ‘United Nations

핸드셋으로 다운받은 데이터 양을 2015년 6월 30일까

E-Government Survey 2014’에서 나타난 전자정

지 3개월 간 측정한 결과 7만 1,572TB로 측정되었다.

부 발전 지수와 온라인 참여 지수 상위 10개국을 나

이는 2014년 10월에 측정한 것보다 36% 증가한 양이

타낸 표이다. 전자정부 발전 지수 부문에서 호주는

다. 이는 2,099만 3,000명이 한 달에 1.1GB씩의 데이

한국 다음인 2위로 0.9103점을 기록해 세계적으로

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24)

E-Government 선도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호
주는 정부의 리더십, 전담 기관 형성, 명확하고 구체적
인 정책 목표 및 계획,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꾸

와 온라인 참여 지수(E-Participation index)

준히 발전 중이라고 평가된다. UN에서 발표하는 온라

UN에서 실시하는 전자정부 지수(UN E-government

인 참여 지수(E-Participation index)는 시민들이 공공

development index)는 세계 190여 개국에 대해 전자

정책 형성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정보

정부 지수를 3개의 하위 지수 (온라인 서비스 지수, 정

를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얼마나 제공해주고 있는지 정

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 자본 지수)로 나눠 종합적으

량적으로 평가한다.

로 평가한다. 현재 UNPACS(United Nations Public
Administration Country Studies) 사이트에서는

(5) WEF 네트워크 준비 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 NRI)

(7) WWWF 오픈데이터 바로미터(Open Data
Barometer)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The

World Wide Web Foundation은 2015년 전 세계 86개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에서 제시

국을 대상으로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 현황과 효과 분

하는 네트워크 준비 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석을 목적으로 한 오픈데이터 현황 보고서 ‘Open Data

: NRI)는 각국의 정부, 기업, 개인 부문의 정보통신 기

Barometer(ODB)’를 발표했다. ODB 보고서는 데이터

술 활용도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어젠다별 분석, 국가 및 지역별 분석과 함께 각국의 준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비도, 실행력, 효과 3개 항목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제

2015년 네트워크 준비 지수 부문에서 호주는 대상

공한다. 또한 오픈데이터 정책 단계별로 필요한 정부

국가 143개국 중 16위(5.5)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4번

의 역할, 과제, 기술적 요소, 데이터의 수준 등 세부적

째로 높은 수준의 모바일 이용자 수 순위를 차지하였

인 조건을 제시한다.

다. 이처럼 전자 참여 지수(e-participation) 부문에서

2014년에 발표된 2013년도에 대한 호주의 순위는

높은 수준을 점했으면서도, 호주 정부는 더욱 적극적

10위(68.33)였다. 2013년에 발표됐던 2012년도의 호

으로 ICT를 활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 순위인 7위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지

디지털 인프라 부문과 정부 ICT 활용 부문에서 높은 수

수는 0.65 정도 상승하였다. 점수가 높아졌음에도 순

준을 점하고 있다.

위가 낮아진 이유는, 2013년에 발표된 국가 수는 77개
국이었고, 2014년에 발표된 국가 수는 86개국으로 늘

25)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2010. 6
26)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2010. 6
27)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4, 2014. 11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publications/mis2014/MIS2014_without_Annex_4.pdf

부록

26)

22) h
 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153.0Main%20Features4June%202015?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8153.0&iss
ue=June%202015&num=&view=
23) A
 BS. VOLUME OF DATA DOWNLOADED - Volume of data downloaded by type of access connection,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153.0Main%20Features4June%202015?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8153.0&iss
ue=June%202015&num=&view=
24) ABS. MOBILE HANDSET SUBSCRIBERS - Internet connections via a mobile handset,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153.0Main%20Features5June%202015?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8153.0&iss
ue=June%202015&num=&view=

이 없없지만 지수 부문에서는 상승이 있었다.27)

제3편 글로벌 정보화

(3) UN 전자정부 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편 ICT 활용 기반

2014년 10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모바일

25)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ITU는 ICT readiness(네트워크 기반 수준과 ICT

지수

2015년 6월

■Wireless

Index : IDI)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국가별 디지털

국가

2014년 10월

■Fixed line

Unit : EIU)

(6) ITU ICT 발전 지수(The ICT Development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전자정부 발전 지수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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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IU 디지털 경제 지수(Economis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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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ILO 등), 민간 연구소 (CB Richard Ellis,

회적 측면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표를 더욱 발전

림 3-2-3-5>에서도 나타나듯이, 호주는 Readiness

Mercer HR Consulting, Price Waterhouse Coopers 등)

시키고, 이외에도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33)

Government 부문에서 2013년보다 2014년에 보다 높

그리고 협력 연구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앞서 제시된 2015년 호주 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

은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Impact Political 부문에서

활용한다. 나머지 자료의 3분의 1은 서베이 데이터를 통

표, 조사 기관, 순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3-9>

는 많은 점수의 감소를 보였다.28)

해 측정한다. 사업 기관의 총 책임자나 중간급 관리자

와 같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라고 평가된다. <그

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질문지를 통해 얻는 자료
World Wide Web Foundation 오픈데이터
바로미터(ODB)

그림 3-2-3-5

30) 31) 32)

↘ 3 Score: 68.33

로, 2013년에 비해 1순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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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개발했다.
공공 부문 청렴도, 디지털 정부 등 12개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디지털 정부 부문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표 3-2-3-9

2015년 호주의 정보화 수준
구분

조사 기관

순위

대상 국가 수

최근 발표일

전자정부 발전 지수

UN

2

193

2014. 7

온라인 참여 지수

UN

7

193

2014. 7

(Open government data: OGD)는 OUR 데이터(Open,

디지털 경제 지수

EIU

9

70

2010. 6

Competiveness Online’은 61개국의 300여 개 분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라고도 하며, 공공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16

143

2015. 4

야를 측정한다. IMD 세계 경쟁력 지수(World

데이터 개방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가용성·

Competiveness)는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

접근성·정부 지원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평가하는

율성, 인프라를 측정한다.

공공 데이터 개방 지표를 시범 적용 중이다. 공공 데이
터 개방 지수 평가 결과, 호주는 4위 (한국 1위)를 기록

드데이터로, 여기에는 국제 기구 (IMF, World Bank,

했다. OECD는 공공 데이터의 잠재적 이익 (경제적·사

28) World Wide Web Foundation. Open Data Barometer 2nd Edition, 2015. 1, http://opendatabarometer.org/report/analysis/rankings.html. http://
opendatabarometer.org/assets/downloads/Open%20Data%20Barometer%20-%20Global%20Report%20-%202nd%20Edition%20-%20PRINT.pdf
29) http://opendatabarometer.org/report/analysis/explorer.html
30)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 research-methodology, 2015, http://www.imd.org/wcc/research-methodology/
31)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2015,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
32)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2015, http://www.imd.org/uupload/imd.website/wcc/scoreboard.pdf

ITU

11

166

2014. 11

WWWF

10

86

2015. 1

세계 경쟁력 지수

IMD

18

61

2015. 5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OUR data)

OECD

4

34

2015. 7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준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2. 온라인 참여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3. 디지털 경제 지수 :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2010. 6
4.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5. ICT 발전 지수(IDI) : ITU. 2014.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6. 오픈데이터 지수(ODB) : WWWF. Open Data Barometer 2nd Edition, 2015. 1
7. 세계 경쟁력 지수 : IMD. World Competiveness Online 2015, 2015. 5
8.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7

33)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7.6.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
34)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

부록

세계 경쟁력 지수에 사용되는 자료 중 3분의 2는 하

ICT 발전 지수(IDI)
오픈데이터 지수(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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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노
르
웨
이

G8 Open Data Charter)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평가 지
‘Government at a Glance 2015’는 인적 자원 관리,

(8) IMD 세계 경쟁 지수(IMD World Competiveness

포
르
투
칼

제2편 ICT 활용 기반

OECD는 2015년 7월 ‘Government at a Glance

Datasets:
Innovation

OUR 데이터 지수(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 OUR data Index)

1.0

각 분야 순

40%
Impacts:
Social

그림 3-2-3-6

No national OGD portal

80%

2015년 5월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호주는 18위 (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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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활용한다. 지수는 0~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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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관련 사이트

ICT Action Plan에서 공공 정보와 정부 서비스는 기

가. 정보화 정책

본적으로 고객 중심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다. 또한 공공 정보와 공공 데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정보통신 강국이다.

이터는 정부 서비스의 핵심 요소이므로 가치 있게 다뤄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

있도록 ICT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

터 2017년까지 4년간, 대내외적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

다. 뉴질랜드 정부의 ICT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에 적응하고자 ‘two plus two’ 방식으로 2년에 1번씩 전

GCIO(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는 ‘ICT.

체 계획의 수정 및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2014년에 수

govt.nz’를 통해 뉴질랜드의 정보화 전략을 소개하고

정된 방향은 정보화를 통해 기업 쪽에 더 나은 정부 서

있다.

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ICT Action Plan은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을 통

(1) GCIO의 정보화 거버넌스와 리더십

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정보 자산을 새로운 가치로

뉴질랜드 정부는 ICT를 기술 분야에 국한해 다루지

정의하며,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

않고, GCIO(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

적을 두고 있다. 이로써 미래의 국가 정보화 체계는 스

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더 나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마트한 고객 중심의 정부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될 것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GCIO는

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1)2)

ICT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전달을 기
반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이끌어내고,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3) GEA-NZ v3.0(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 New Zealand v3.0) 추진
GEA-NZ v3.0은 “The Government ICT Strategy

국가 경쟁력과 정부 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표로 정보화

and Action Plan to 2017”과 “Better Public Services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GCIO는 정보화

Results”를 구체화하기 위해 나온 전략이다. 뉴질랜드

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협력적 프

정부는 2014년 9월 기존의 “GEA-NZ v2.0”을 “GEA-

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NZ v3.0”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러한 EA 참조 모형
은 정보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

and Action Plan to 2017)
2013년 6월에 발표되고, 2014년에 업데이트된 ICT
Strategy and Action Plan(Government ICT Strategy

제3편 글로벌 정보화

2015년에는 ‘New Partnership Framework’를 수립해,

(2) ICT Action Plan(Government ICT Strategy

제2편 ICT 활용 기반

https://my.gov.au/
http://www.itu.int/
http://www.imd.org/
http://isis.kisa.or.kr/
http://govcms.gov.au/
http://www.unpan.org/
http://analytics.ncsu.edu/
http://www3.weforum.org/
http://www.abs.gov.au/AU
http://www.finance.gov.au/
https://www.comlaw.gov.au/
http://www.oecd-ilibrary.org/
http://foi-privacy.blogspot.kr/
http://opendatabarometer.org/
https://www.dto.gov.au/standard/
http://www.opengovpartnership.org/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
http://www.oecd.org/internet/broadband/oecdbroadbandportal.
htm/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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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뉴질랜드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상호 운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우선 과제는 비용 부문에서 효과성을 얻고, 지속 가능
한 조직 전략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and Action Plan to 2017, 이하 ICT Action Plan)은 디

ICT Action Plan의 전략 중 하나는 GEA-NZ를 통해

지털 셀프 서비스 채널을 만들어 정부와 국민이 직접

시스템 개혁을 지원하며, 특히 기존의 GEA-NZ v2.0

소통하고, 공공 정보 공개를 통해 경제 영역의 성과를

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ICT 인

1) GCIO. Strategy and Action Plan-Action Plan 2014 (New), 2015
https://www.ict.govt.nz/strategy/action-plan-2014-new/
2) GCIO. Government ICT Strategy and Action Plan to 2017, 2013. 6. 3
https://www.ict.govt.nz/assets/Cabinet-Papers/Cab-Paper-ICT-Strategy-and-Action-Plan-June-2013.pdf

부록

- 김경옥. 호주의 사물인터넷 동향 및 관련 정책 : 산업적 활용 가
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창의성 경쟁의 촉진, Local Informatization
magazine, 2015
- 한국인터넷진흥원 ISIS. ISIS 주요국 IPv6 보유 현황, 2015. 9
- NIA. D.gov Edge.월간 D지털 정부 최신 해외 정책기술 동향, 2015
May Vol.03, 2015. 5
- NIA. ICT Issues Weekly, 506호, 2015. 8. 7
- NIA. D.gov Edge.월간 D지털 정부 최신 해외 정책기술 동향 2015
Mar Vol.01, 2015. 5
- NIA. ICT Issues Weekly, 495호, 2015. 5. 22
- ABS. TYPE OF ACCESS CONNECTION - Internet subscribers
by type of access connection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6
- ABS. ADVERTISED DOWNLOAD SPEED - Internet subscribers
by advertised download speed,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
- ABS. VOLUME OF DATA DOWNLOADED - Volume of data
downloaded by type of access connection,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
- ABS. MOBILE HANDSET SUBSCRIBERS - Internet connections
via a mobile handset, for ISPs with more than 1,000 subscribers,
2015. 10. 2
- AGIMO. Australian Public Serv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trategy 2012 - 2015, 2012
- AGIMO. Revision of the ICT Investment Principles, 2015. 1
- AGIMO. Whole-of-Government ICT Investment Principles 2015.
4. 21
- AGIMO.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Big Data StrategyImproved understanding through enhanced data-analytics
capability, 2013. 8
- AGIMO. Australian Public Service Mobile Roadmap - Adopting
mobile technology across government, 2013. 6
- AGIMO. Australian Public Service Mobile Roadmap 2013. 6
- AGIMO. Australia Joins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2013. 5
- Australian Government Comlaw.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2015. 4. 17
- Department of Finance. Australian Public Service Better Practice
Guide for Big Data, 2015. 1
- DTO. Digital Service Standard, 2015. 8. 27
-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2010. 6
- Institute for Advanced Analytics, BIG DATA COMMISSION
RELEASES REPORT, 2012. 10. 8
-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 researchmethodology, 2015
-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2015
-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2015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4, 2014. 11
- OECD Broadband Portal.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2015. 7. 23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7. 6
- OECD Broadband Portal. Yearly penetration increase (Dec.
2014), 2015. 7. 23
- OECD Broadband Portal.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2015. 7. 23

- Open and Shut. Open Government Partnership: Australia on
notice to follow through on membership, 2015. 8. 12
- The Conversation. Australian Government Plans to Tax Digital
Downloads, Media Dubs It the “Netflix Tax”, 2015. 4. 22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 ICTs for
Inclusive Growth, 2015
- WEF. Networked Readiness Index - AUS, 2015
- World Wide Web Foundation. Open Data Barometer 2nd Edition,
2015. 1

336

337

제2부 글로벌 정보화 현황

(1,421만 6,621명),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로는 26위

브로드밴드 연결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Digital

한 관점에서 ICT는 효과성이나 능률성뿐 아니라 정부

(444만 948명)에 랭크되어 있다. 이밖에 뉴질랜드 브로

subscriber line(DSL), 둘째 Cellular, satellite, cable

전체의 시스템을 변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드밴드 가입자 수의 증가 추이는 2013년 10월 ~ 2014년

and fixed wireless, 셋째 Fibre optic 방식이 있다. 이

개정된 GEA-NZ v3.0은 정부 간 여러 프로젝트를
협력해 더 나은 정부 서비스의 제공, 정보 공유에 초점

10월 사이 3.1%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평
5)

균 증가율인 3.1%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를 포함하며, Cellular 타입에는 data cards, dongle,

을 둔다. 아래의 <그림 3-2-3-7>은 GEA-NZ v3.0의
구조로 전략 및 정책, 성과, 표준화, 업무, 데이터 및
정보, 어플리케이션 및 ICT 서비스, 인프라 보안 및 개
인정보 보호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3)
GEA-NZ v3.0 Structure
Strategy and Policy

USB modem, tablet SIM card의 연결 방식이 포함
(2) 뉴질랜드 통계청 조사(Internet Service
Provider Survey)

e

Application and ICT Services
Infrastructure

Secu
y
rity and Privac

-

‘Internet Service Provider Survey 2014’에 따르면

다. 2011년 DSL 이용자 수가 71%였던 것에서 2014년에

뉴질랜드의 인터넷 이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

는 67%로 소폭 감소해 Cellular, satellite, cable and

에 있다. 아래의 <그림 3-2-3-8>은 Dial-up 방식과

fixed wireless 부문에서의 이용자가 상승하고 있음을

Broadband 인터넷 연결 방식에 대한 가입자 수의 연

알 수 있다.

그림 3-2-3-9

대비 2014년에 8% 상승 폭을 보이지만, Dial-up 방식

자료 출처 : Statistics New Zealand, 2014. 10.

2013

2014

149)

(3) UN 전자정부 지수(E-government development)와
온라인 참여 지수(E-Participation index)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 방식별 이용자 수
(2011~2014년)

부 발전 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에서 뉴질랜드는 0.8644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도에 달성한 13위보다 4단계 상승한 결과로 세

가 -34%로 큰 감소 폭을 보인다. 2014년도의 브로드

2,000,000

계 평균인 0.4712점, 상위 국가들의 평균인 0.8368보

밴드 가입자 (97%)는 Dial-up 방식 가입자 (3%)에 비

1,500,000

해 압도적인 가입자 수를 보여준다.

1,000,000

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온라
인 참여 지수는 0.7343점으로 19위를 차지했다. 이처
럼 뉴질랜드는 세계 전자정부 선진국 중 하나로 평가받

500,000

그림 3-2-3-8

Dial-up Broadband별 이용자 수 (2011~2014년)

고 있다.10)

2012

2013

2014

 Cellular, satellite, cable and fixed wireless

자료 출처 : Statistics New Zealand, 2014. 10. 147)

Unit : EIU)
2010년 EIU의 디지털 경제 지수에서 대상 국가 70개국

1,000,000

모바일폰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

500,000
-

(4) EIU 디지털 경제 지수(Economist Intelligence

지 꾸준히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2013년 대비 2014년

(1) OECD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2011

2012

OECD 브로드밴드 포탈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34개

 Broadband

2013

2014

 Dial-up

자료 출처 : S
 tatistics New Zealand, 2014. 10. 146)

모바일 인터넷 연결자 수는 16% 상승했으며, 2011년
190만 8,000명에서 2014년 370만 9,000명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8)

중 뉴질랜드는 10위를 차지했다. 2009년의 8.21에 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Digital subscriber line
 Fibreoptic

2,000,000
1,500,000

OECD 회원국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로 28위

2012

UN에서 2014년 19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정

2011

나. 정보화 추진 현황

2011

2,500,000

(아날로그, ISDN)은 2013년 대비 2014년도 가입자 수

2,500,000
자료 출처 : GCIO. Guidance and Resources-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for New Zealand (GEA-NZ).GEA-NZ v3.0 Overview 20144)

1,50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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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d s

P e rf o

nd

rm a

nc

St a

Data and Information

2,500,000
2,000,000

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 3-2-3-9>에서도 알 수 있

도별 비교이다. 브로드밴드 가입자 (디지털 이용자, 셀

Business

3,500,000
3,000,000

5,00,000

듯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DSL 연결 방식이

룰러, 무선, 케이블, 위성, fibre 연결 포함)는 2013년

4,000,000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바일폰 연결 방식은 포함되

2014년 6월 30일 발표된 뉴질랜드 통계청의

모바일폰 인터넷 사용자 수 (2011~2014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그림 3-2-3-7

는 모든 기업과 가정용 브로드밴드 연결 방식의 이용자

그림 3-2-3-10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프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이러

해 2010년에는 8.07로 지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뉴
질랜드는 특히 기업 환경 (8.33)과 정부 정책 및 비전
(8.75), 소비자와 기업 적용 (8.29) 면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으나, 연결성 (6.80) 부문에서 평균에 못 미치
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11)
부록

3) GCIO. Guidance and Resources-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for New Zealand (GEA-NZ).GEA-NZ v3.0 Overview, 2014 https://www.ict.govt.nz/
guidance-and-resources/architecture/enterprise-architecture/
4) https://www.ict.govt.nz/guidance-and-resources/architecture/enterprise-architecture/
5) OECD Broadband Portal. 2015.07.23.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OECD Broadband Portal. 2015.07.23. Yearly penetration increase (Dec. 2014)
http://www.oecd.org/internet/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
6) 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industry_sectors/information_technology_and_communications/ISPSurvey_HOTP2014/Revisions.aspx

7) 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industry_sectors/information_technology_and_communications/ISPSurvey_HOTP2014/Revisions.aspx
8) S
 tatistics New Zealand. Internet Service Provider Survey : 2014, 2014. 10. 14
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industry_sectors/information_technology_and_communications/ISPSurvey_HOTP2014/Revisions.aspx
9) 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industry_sectors/information_technology_and_communications/ISPSurvey_HOTP2014/Revisions.aspx
10)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http://www.unpan.org/DPADM/EGovernment/UNEGovernmentSurveys/PreparatoryProcessof2016UNEGovernmentSurvey/tabid/1788/language/en-US/
Default.aspx
11)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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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0 2014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와 온라인 참여 지수

Competitiveness Online’에서 뉴질랜드는 17위
(81.808)로, 2013년(20위)보다 소폭 상승한 순위를 나

온라인 참여 지수 상위 21개국

국가

지수

국가

지수

한국

0.94623

네덜란드

1

호주

0.91034

한국

1

싱가포르

0.90762

우루과이

0.98039

프랑스

0.89384

프랑스

0.96078

네덜란드

0.88966

일본

0.96078

Barometer(ODB)’에서 뉴질랜드는 2013년과 2014년

일본

0.88744

영국

0.96078

모두 4위에 랭크되었다. 아래의 <그림 3-2-3-11>에

(9) OECD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Open, Useful,

미국

0.87483

호주

0.94117

서 알 수 있듯이 2013년도와 2014년도는 같은 순위

Reusable Government Data : OUR data)

(7) WWWF 오픈데이터 바로메터(Open Data
Barometer)

15)16)17)

타냈다.

특히 ICT와 관련성이 높은 인프라 부문

에서 23위,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며

World Wide Web Foundation의 ‘Open Data

높은 순위를 선보였다.

0.86948

칠레

0.94117

0.86436

미국

0.92156

이지만, 세부 지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

OECD가 2015년에 발표한 ‘Government at a

필란드

0.84491

싱가포르

0.90196

캐나다

0.84177

콜롬비아

0.88235

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Impacts Social 부문과

Glance 2015’를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공공 데이터 개

스페인

0.84098

이스라엘

0.86274

Impacts Political 부문이 많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방 지수에서 15위를 기록하였다.18) 이처럼 뉴질랜드는

노르웨이

0.83572

아랍에미리트

0.84313

Data sets Accountability 부문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열린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

스웨덴

0.8225

바레인

0.82352

에스토니아

0.81796

캐나다

0.82352

있었다.13)

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162

코스타리카

0.82352

0.81615

그리스

0.80392

바레인

0.80885

모로코

0.80392

아이슬란드

0.797

이탈리아

0.78431

오스트리아

0.79124

뉴질랜드

0.78431

독일

0.7864

스페인

0.78431

4

WWWF 오픈데이터 바로메터(ODB)

Impacts:
Economic

100%
80%

Readiness:
Citizens & Civil Society

60%

(5) WEF 네트워크 준비 지수(Networked
Impacts:
Social

Readiness:
Enterpreneurs &
Business

20%

네트워크 준비 지수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대상 국가

2014년 11월에 발표된 IDI 지수에서 뉴질랜드는

2014. 7
2010. 6

디지털 경제 지수

EIU

10

70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17

143

2015. 4

ICT 발전 지수(IDI)

ITU

19

166

2014. 11

오픈데이터 지수(ODB)

WWWF

4

86

2015. 1

세계 경쟁력 지수

IMD

20

61

2015. 5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OUR data)

OECD

15

34

2015. 7

그림 3-2-3-12

OUR 데이터 지수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 OUR data Index)
Total score

OECD

0.9
0.8
0.7

Datasets:
Innovation

Datasets:
Social Policy

자료 출처 : W
 orld Wide Web Foundation. Open Data Barometer 2nd Edition.
2015.114)

(8) IMD 세계 경쟁 지수(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0.5
0.4
0.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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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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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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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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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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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란
드

그
리
스

오
스
트
리
아

일
본

뉴
질
랜
드

독
일

벨
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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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덴
마
크

스
위
스

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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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이
탈
리
아

에
스
토
니
아

네
덜
란
드

슬
로
바
키
아

스
웨
덴

폴
란
드

터
키

콜
롬
비
아

자료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7. 619)

IMD에서 2015년 5월에 발표한 ‘IMD World

12)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4, 2014. 11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Documents/publications/mis2014/MIS2014_without_Annex_4.pdf
13) World Wide Web Foundation, 2015. 01, Open Data Barometer 2nd Edition,
http://opendatabarometer.org/report/analysis/rankings.html
http://opendatabarometer.org/assets/downloads/Open%20Data%20Barometer%20-%20Global%20Report%20-%202nd%20Edition%20-%20PRINT.pdf
14) http://opendatabarometer.org/report/analysis/explorer.html

슬
로
베
니
아

부록

2012년 19위(7.62)와 2013년 19위(7.82)로 순위에는 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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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s:
Accountability

(6) ITU ICT 발전 지수(The ICT Development
Index : IDI)

193

19

No national OGD portal

용(6.9)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선보였다.

9

UN

온라인 참여 지수

0.6
Impacts:
Political

인프라와 디지털 콘텐츠(6.9)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점
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책적 환경(5.9) 부문과 개인 활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

1.0

40%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2015년
143개국 중 17위(5.5)를 차지하였다. 특히 뉴질랜드는

최근
발표일

Readiness:
Government

자료 출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7.

Readiness Index : NRI)

내는 지표, 조사 기관, 순위를 한눈에 정리하면 <표
3-2-3-11>과 같다.

Score: 80.01
/86
+5.67

대상
국가 수

조사 기관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준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2. 온라인 참여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3. 디지털 경제 지수 :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2010. 6
4.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5. ICT 발전 지수(IDI)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6. 오픈데이터 지수(ODB) : WWWF. Open Data Barometer 2nd Edition,
2015. 1
7. 세계 경쟁력 지수 : IMD. World Competiveness Online 2015, 2015. 5
8.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7

앞서 제시한 2015년 뉴질랜드 정보화 수준을 나타
그림 3-2-3-11

순위

구분

제2편 ICT 활용 기반

덴마크

2015년 뉴질랜드의 정보화 수준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표 3-2-3-11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전자정부 발전 지수 상위 21개국

동이 없없지만, 지수 면에서는 상승이 있었다.12)

15)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 research-methodology, 2015
http://www.imd.org/wcc/research-methodology/
16)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2015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
17)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2015
http://www.imd.org/uupload/imd.website/wcc/scoreboard.pdf
18)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7. 6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
19)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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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지역

UAE

Free Zone) 조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 산업 허
브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바이 기술·미디어 자
유지대 조성은 두바이 기술·미디어 자유지대 법(The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 Law)에 근

가. 정보화 정책

거하고 있으며, 동 법안에 근거해 설립된 두바이 기
술·미디어 자유지대청(DTMFZA: Dubai Technology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United Arab Emirates)

and Media Free Zone Authority)이 자유지대의 운

은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

영·감독·규제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지대

(Sharjah), 아지만(Ajman), 푸자이라(Fujairah), 움알

내의 사업자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은 두바이 국영 사

카이와인(Umm Al Qaiwain), 라스알카이마(Ras Al

업자인 Dubai Holdings의 자회사인 TECOM이 담당하

Khaimah) 등 7개의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합국이다.

고 있다(<표 3-2-4-1> 참조).
2010년 2월 두바이 정부는 국가 발전 마스터플랜인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다. UAE는 세계적 산유국으로서

‘Vision 2021’을 통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

석유 매장량은 2013년 말 기준 978억 배럴(barrel)로

신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UAE

세계 전체 매장량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

국가 건설’을 선포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는 행정 절

나 최근 지속되는 불안정한 국제 유가로 인해 국가 경

차의 관료주의를 탈피해 보다 유연하고 편리한 대국

제 전반의 위기 관리와 안정성 담보에 대한 필요성이

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ne Government 이니셔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UAE 정부는 석유 경제에 대

티브’를 발표했다. 2021년을 목표 시점으로 7년에 걸쳐

한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 성

추진될 동 계획은 온라인 기반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장 동력 다각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정보화는

위해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서비스 채널의 단일화를

이를 위해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

목표로 삼고 있다.
One Government 이니셔티브는 3개년 단위로 세부

아부다비와 함께 UAE의 주요 토후국인 두바이는 중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최초 전략은 2014년 6월

동 지역 내에서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두바이최고위원회(Dubai Executive Council)가 채택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추진해왔다.

한 ‘스마트 정부 전략 계획 2014~2017(Dubai Smart

이후 두바이는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두바이 기

Government’s Strategic Plan 2014~2017)’에서 구체

술·미디어 자유지대(The Dubai Technology & Media

화되었다. 동 전략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각 부처들이

부록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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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 D.gov Edge. 월간 D지털 정부 최신 해외 정책기술 동향 2015
July Vol.05, 2015
- ANZ. Economics and market - Truckometer research, 2015
- beehive.govt.nz. New Zealand at forefront of open data, 2015. 4. 5
- DIA. Governance and Leadership-Partnership Framework 2015
-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2010. 6
- GCSB. NZ Information Security Manual (NZISM), 2014
- GCIO. Government ICT Strategy and Action Plan to 2017, 2013. 6. 3
- GCIO. Guidance and Resources -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for New Zealand (GEA-NZ).GEA-NZ v3.0 Overview
2014
- GCIO. Guidance and Resources -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6) for New Zealand Government, 2014
- GCIO. Guidance and Resources - Popularity of cross-government
secure network service exceeds expectations, 2014. 5. 15
- GCIO. Guidance and Resources - RealMe, 2014. 5. 10
- GCIO. Strategy and Action Plan-Action Plan 2014(New), 2015
- GCIO. Guidance and Resources - Open Government Data Case
Study - LAWA, 2015. 6. 30
-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 researchmethodology, 2015
-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2015
- IMD. The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2015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4, 2014. 11
- OECD Broadband Portal.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2015. 7. 23
- OECD Broadband Portal. Yearly penetration increase (Dec. 2014),
2015. 7. 23
- OECD Broadband Portal. Total fixed and wireless broadband
subscriptions by country (Dec. 2014), 2015. 7. 23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7. 6
- Statistics New Zealand. Internet Service Provider Survey : 2014,
2014. 10. 14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7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 ICTs for
Inclusive Growth, 2015
- World Wide Web Foundation. Open Data Barometer 2nd Edition,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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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두바이 기술·미디어 자유지대
개시 연도

내용

인터넷 시티
Dubai Internet City

2000년

- 정보통신(ICT) 분야의 기업 유치 및 투자를 통해 두바이를 정보통신(ICT)의 허브로 구축하고자 설립
-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용 인터넷 프로토콜 시스템 보유, 최첨단 통신 인프라 제공

미디어 시티
Dubai Media City

2001년

- TV, 라디오, 신문, 출판 등 미디어 기업 유치를 통해 두바이를 미디어 허브로 구축하고자 설립
- 미디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지식 마을
Dubai Knowledge Village

2003년

- 인터넷 시티와 미디어 시티 보완
- 지역 인재 양성 및 트레이닝

국제 미디어 제작 존
International Media Production Zone

2003년

Twofour54

2008년

- 미디어 시티 지원
- 두바이를 출판·미디어의 허브로 만들고자 설립
- 아부다비 소재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자유지대

2011년

- 미디어 시티 지원
- 두바이를 TV, 드라마, 영화 제작의 허브로 만들고자 설립

해상 도시
Dubai Maritime City

2012년

- 상업 지대, 해상도시 캠퍼스, 해상센터, 항만국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해상 지대

리더쉽으로 주목받고 있는 Sheikh Mohammed 총리의

것으로 기대된다.

과감한 정부 혁신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고려할 때

UAE 정부는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동 지역
전자정부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스마트 정부 서비

표 3-2-4-3

스들은 통합성의 결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Vision 2021 이하 One Government를

조사 기관

순위
(변동 폭)

대상
국가 수

발표 시점

32(↓4)

193

2014

UN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23(↑1)

143

2015

통합과 국민 참여적인 관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ICT 발전 지수(IDI)

ITU

32(↑14)

166

2014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최근 UAE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3. 정보통신 발전 지수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후 민간과 공공 분야의 데이터 보안을 위해 향후 2년간
와의 소통 방식을 개혁하고, 효율성과 서비스의 신속

침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 및 부처 내 조직들과의 협력

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문서의 통합 관리와 시민별

을 통해 오픈데이터 방법론 구축, 공무원 역량 개발 및

정부 서비스 이용 ID 부여, G2G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

관련 규제 정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소셜 네

하고 있다.

스템’ 구축에 착수하기도 했다.

나. 정보화 추진 현황

이외에도 두바이 정부는 향후 5년 이내에 에너지 절

2015년 2월 말을 기점으로 UAE의 휴대폰 가입자

개선하며,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률과 두바이 시민들의

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홈 시스템 채택을 도

수는 1,713만 명에 달했으며, 스마트폰 가입자의 비율

e-Service 이용률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표 3-2-4-

심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은 2013년 말 73.8%를 넘어서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 참조).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에서 온도 및 조명 조절

이외에도 2015년 네트워크 준비도 지표(Networked

과 관련된 스마트 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Readiness Index)상에서도 ICT 활용과 정부 효율, 이

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두바이 정부의 노력의 성과

동통신 네트워크 커버리지 등의 항목에서 UAE는 가장

2021년

로 2015년 5월 ITU는 도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와 같이 발달된 정보통신 인
프라 지표는 그간 UAE 정부의 정보화 정책 및 투자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명한다.

<One Government 이니셔티브> 정부 스마트 서비스
이용 확대 계획
2017년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률

25%

60%

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지표(KPIs: Key Performance

e-Service 이용률

60%

80%

Indicators) 개발 및 검증을 위해 두바이를 최초의 시범

자료 출처 : Dubai Smart Government’s Strategic Plan 2014~2017

적용 평가 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11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6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해외시장정보, ‘UAE 정보통신(ICT)·방송
정책 보고서’, 2015. 10
-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Issues Weekly 제490호’, 2015. 4
-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Issues Weekly 제495호’, 2015. 5

관련 사이트
-

Telecommunications and Regulatory Authority : www.tra.gov.ae
Emirates 24/7 : www.emirates247.com/
ITU : www.itu.int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시스템 : www.cone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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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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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적 접근권을 강화할 방

구분

구분
전자정부 준비 지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인 ‘디지털 방패(Digital Shield) 시

표 3-2-4-2

UAE의 정보화 수준

비롯한 세부 국가 전략들은 기존 서비스들 간의 유연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두바이 정부는 2015년 4월 이

자료 출처 : National Media Council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튜디오 시티
Dubai Studio City

략과의 연계성 및 서비스 시너지 확보에 크게 기여할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구분

대부분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글로벌 정
보화 지수 역시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한다. 격년으로 조

또한 두바이 정부는 현재 ‘가장 잘 연결되고 행복한

정부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2013년 5월에

사되는 전자정부 준비 지수의 경우 2012년에 비해 4단계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2017년까지의 도시 비전 달성

발표된 목표 기간 2년의 ‘m-Government 프로젝트’

하락했으나, 걸프 지역에서는 바레인에 이어 두 번째로

을 위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Smart Dubai)’와 ‘이니

를 추진하며 이를 계승하고 있다. m-Government 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네트워크 준비 지수는 전년 대비

셔티브 2021(Initiative 2021)’도 추진 중에 있다. 두바

략 하의 두바이 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

1단계 상승했으며, ICT 발전 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14단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생활·사회·유동성·경

일 웹 솔루션 및 SMS 등의 수단을 활용해 정부 서비스

계가 뛰어올라 2년 동안 26단계가 상승했다. 이처럼 IT

제·거버넌스 및 환경 등 6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

의 모바일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스마트 시티 프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두바이의 국가 ICT는 가파른 속

되며,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 2021ʼ과 공동으로 추진하

로젝트의 경우 대개 서비스 구현에 스마트폰이 핵심적

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4-3>

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 하에서는 두바이 시민의 정부

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m-Government 전

참조). 이와 같은 UAE의 약진은 중동 지역에서 탁월한

부록

한편 두바이는 2002년 11월 중동 지역 최초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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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 분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정보통

인적 자원 양성·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다. 동

Plan)은 2012~2016년 기간 동안 전자정부 인력 조달

신 업체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부

계획의 목표는 정보통신 기반의 정보 사회, 디지털 경

의 지속성 확보, 정부 양 방향 서비스 경험 개선, 협

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타피즈 프로그램(Tahfeez

제 구현, 견고한 정보 산업 등의 비전을 중심으로 생산

업과 혁신 문화 확산 및 정부 효율성 증진의 4가지 테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타피즈 프로그램은 특히

성 증가, 노동 효율성 증가,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등

마로 사업 추진이 이뤄져왔다. 주요 실행 과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중소 IT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10차 개

인적 자본·커뮤니케이션·변화 관리, 전자 서비스

비즈니스 자문, 업계 네트워킹, 잠재적 파트너를 비롯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수출국으

발 계획의 기간에 맞춰 정보통신기술 2차 5개년 프로젝

(e-Service), 국가 애플리케이션 공유, 인프라, 전자 참

한 고객 및 투자자 발굴 등 다양한 업계 내 주요 정보들

로 자국 경제를 오일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

트 (2015~2019)를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 추진의

여(e-Participation), 제도 프레임 워크 등이 있다(<표

을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은 장단기 목표 및 4단계 실

이후 여타 산업 분야와 함께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위

4가지 주요 원칙으로는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창출,

3-2-4-4> 참조).

행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2-4-5>참조).

해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 우수 인재 양성, 적절한 가격에

이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10차 개발 계획에 의한

다. 1970년 ‘1차 개발 계획(First Development Plan)’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

정부 투자를 인적 자원, 경제 자원, 사회 의료 및 인프

을 기점으로 삼아 매 5개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갱신

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며, 각 원칙

라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 5년간 총 2조 4,000억 리얄

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는 ‘제10차 개발 계획

별로 실행 전략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6,400억 달러)을 집행할 계획이다.

가. 정보화 정책

2015~2019(Tenth Development Plan 2015~2019)를

나. 정보화 추진 현황
중동 최대 IT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기준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273만 6,000명으로 179.56%

이후 ‘YESSER’라는 명칭 하에 추진되고 있다. 동 프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의 보급률을 달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정형 브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 분야의 장기 발전 계획

로그램은 기간과 실행 계획에 따라 2단계로 구성되는

Commision)는 2011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

드밴드 가입 회선 수는 304만 3,973가구로, 인구 대비

으로는 2001년에 발표된 ‘국가 정보통신 발전 계획

데, 1차 실행 계획(The e-Government First Action

(NCITP: N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Plan)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하였다. 1차 실

Plan)’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동 계획은 핵심 추진 요

행 계획은 인프라 구축, 인프라 설계, 전자 서비스, 애

소인 정보통신 활용의 최적화와 정보통신 산업의 개

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등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추진 중이다.

그림 3-2-4-1

사우디아라비아 전자정부 프로그램(YESSER) 단계 6대 과제별 추진 내용

표 3-2-4-4

6대 과제

전자정부 캠페인, 전자정부 리소스 풀 제공, 전자정부 이용 방법 교육, 전자정부 실행 효과 보고 등

전자 서비스

모든 정부 기관에 전자정부 서비스 보급, 고품질의 서비스 보장, 전자정부 포털의 이용 최적화 실현,
전자정부 서비스 인식 확대, 서비스 지원 채널 확장 등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 기술 2차 5개년 프로젝트 (2015~2019) 추진 개요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수립, 애플리케이션 기획·구성·제공, DB 구축, 플랫폼 확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인프라

고품질 서비스를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 및 관련 표준 수립, 메시지 및 이메일 게이트웨이 실행,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 개방형 소스 사용 개발 등

부가가치
교육 연구 지원

전자 참여

국가 정보 보안 강화

제도 프레임 워크

국가 경제 지원
중소기업 창업가 창출 및 지원

내부
프로세스

고효율, 정정 비용의
정보통신 서비스

통합화 된
국가 정보 보안 시스템

국가 정보통신 인력
역량 강화

아랍어 콘텐츠 및
웹 사이트 및 앱 지원

E-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분야 정보통신 인력
인센티브

통합형 eCommerce
서비스 확산 지원

긴급 상황 시 정보통신
영속성 확보

매력적 투자 환경 조성

R&D, 창조 및 혁신 촉진

법 제도 환경

자료 출처 : Madar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우디 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지식 전수

물리 인프라

통합형 공공 e서비스 제공

정보 인프라

정보 보안
국가 통합 시스템 강화

재무 인프라

전자정부 서비스 센터, 민관 협력 증진,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 전자정부에 대한 법적 리뷰 등

자료 출처 : Yesser

표 3-2-4-5

타피즈 프로그램(Tahfeez Program)의 장단기 목표

구분

내용

단기 목표

-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와 정보통신 기업 사이의 효과적인 소통 채널 구축
- 국내 정보통신 사업자 가운데 모범적 성공 사례 발굴
- 사적 부문 내의 건전한 기업 모델과 모범적 경영 관행 도입 장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기회 증대

장기 목표

- 사우디아라비아 내 고소득 정보통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촉진
-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과 수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통한 국내 업체의 정보통신 서비스 증대
- 정보통신 업체 및 숙련된 정보통신 전공자에 대한 자금 지원 촉진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
- 국내 정보통신 시장 관련 정보 구축 및 상세한 산업 분석 공유

자료 출처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ion

부록

대규모 IT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인프라

경쟁력 있고 검증된
국가 정보통신 인력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 커뮤니티 개설, 온라인 창구 구축 및 피드백 수집 등

제3편 글로벌 정보화

국가 애플리케이션 공유

장기 비전
국기 경제 지원

추진 내용

인적 자본·커뮤니케이션·변화 관리

제2편 ICT 활용 기반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자정부 프로그램은 2006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차 실행 계획(The e-Government Second Action

사우디아라비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발, 지원 요소인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인프라 구축·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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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m-commerce
관련 사이트

시장 역시 태블릿의 성장으로 2013년 대비 2015년 7배
로 늘어나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인 PixHeart에 따르면,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Telecommunications and Regulatory Authority : www.tra.gov.ae
Emirates 24/7 : www.emirates247.com/
ITU : www.it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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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DoC Strategic Plan 2013-2018)’에서 구체화되고

독립통신청(ICASA)은 2015년 8월, 5개년 계획

있다. 동 전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사회·경제 발

인 ‘2016~2020 전략 계획(ICASA Strategic Plan

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사용의 글로벌 리더

2016~2020)’을 새롭게 발표했다. 동 전략에서는 ICT

로 만든다’는 비전과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적

시장 경쟁 촉진, 남아공 디지털 어젠다 촉진, 이해 관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환경을 통해 국민 전체의 삶의

계자 및 고객 경험 개선 등의 3대 집중 영역을 설정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명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통신

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는 5가지의 전략

한편 남아공 법무부는 2015년 7월, ‘개인정보 보

적 목표(<표 3-2-4-7> 참조)를 제시하면서 행정·국

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4 of

제 업무, 정책 개발, 기업 지원, 방송통신 규제 및 지원,

2013, POPI)’ 준수 여부를 감독할 정보 규제 당국

ICT 인프라 지원 등 5대 업무 영역에 따라 세부 프로그

(Information Regulator)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

e-Commerce 시장은 1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e-Commerce 시장은 2015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바 있다(Saudi Post, 2014). 두바이 소재 웹 개발사

-

임 워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3~2018 전략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e-Commerce 시

-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보화 2013~2018 중장기 발전 전략 목표

표 3-2-4-7

현재 전체 유통 시장의 8.5%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 기관 IDC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IT 투
자는 2014년 11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3% 성장한

제3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목표 1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극대화 및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사업 기회 창출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 진흥, 이를 통해 사회·경제 발전
-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법규, 전략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한 포괄적 경제 성장 환경에 기여

목표 2

정보통신 인프라의 접근성, 내구성, 신뢰성, 가격 경쟁성 확보 및 국가와 시민의 필요 충족
- 브로드밴드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모든 가구들이 정부 서비스에 대해 저렴한 인터넷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 국가 주파수 대역(National Radio Frequency Spectrum) 효율적 관리 및 사용에 기여
- 2016년까지 국가 전역의 디지털 커버리지 확보를 통해 디지털 TV로 전환

목표 3

남아공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과 기업, 민간 단체 및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화사회의 소외 계층 해소
- 남아공의 지식경제 분야 고용 증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확충 및 정보통신 기술 접근, 활용 및 사용 증대에 기여
- 중소 사업체의 성장·발전 독려 및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지속성 증대
- ICT 연구 개발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표 4

정부의 정책 전달 기구로서의 통신부 역할 강화와 정부 부처의 성과 개선에 기여
- 독립통신청에 대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감독
- 조직 프로세스와 메커니즘 개선을 통한 부처 성과 강화

목표 5

아프리카의 개발이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어젠다(agenda)의 우선 과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
- 아프리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등 아프리카 다자 간·양자 간 정보통신
기술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실행을 통해 아프리카의 어젠다(agenda) 지원
-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

1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양
호한 투자 전망과 정부 정책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
는 정보화 지표 면에서 중상위권 국가로 분류될 수 있

가. 정보화 정책

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네트워크 준비 지수 조사에서
는 143개국 중 35위에 기록돼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정보화 정책

반면, ICT 발전 지수는 166개국 중 47위를 기록, 전년

은 정보통신(ICT) 정책을 담당하는 통신우편서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한편 ICT 발전 지수는 각각 32위

스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and

와 50위로 한두 단계씩 하락했으나, 전자정부 준비 지

Postal Services)와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통신부

수의 경우 2014년 36위에 랭크, 2012년 대비 5단계씩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oC) 및 동 기

이나 순위가 상승했다(<표 3-2-4-6> 참조).

관의 산하 규제 기관인 독립통신청(Independent
Communication Authority of South Africa, ICASA)

표 3-2-4-6

구분

조사
기관

순위
(변동 폭)

대상
국가 수

발표
시점

전자정부 준비 지수

UN

36(↑5)

193

2014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35(↓3)

143

2015

47(↑3)

166

2014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3. 정보통신 발전 지수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통신우편서비스부는 통신부와의 업무 조율을 통해
남아공의 정보통신 정책과 법령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첨단 기술
과 ICT 서비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남아공의 고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립통신청 2016~2020 전략 계획

표 3-2-4-8

전략 추진 영역
영역 1

ICT 시장 경쟁 촉진

영역 2

남아공 디지털
어젠다 촉진

- 보편적 브로드밴드와 디지털 방송 서비스 제공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 조성
- 디지털 기술의 미래 활용을 위한 혁신 지원

영역 3

이해 관계자 및
고객 경험 개선

- 국제 QoS(Quality of Service) 수준에 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를 고객이 원활히 누릴 수 있는
ICT 환경 구현
-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환경 제공
- 사회적 결속과 국력 향상 촉진
-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용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청자 및 소비자 보호

성장을 도모하며, 2015년 현재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
속, 농촌 개발 및 고용 창출, 디지털 방송 이전, 사이버
보안 정책 실행, 주파수 정책 및 국가 ICT 정책 프레임
워크 등 주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남아공의 정보화 전략은 국가 ICT 정책 프레

주요 내용

자료 출처 : ICASA

-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규제 체계 적용을 통해 ICT 분야의 특정 경쟁 이슈 해결
부록

ITU

자료 출처 :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이 전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화 수준

ICT 발전 지수(IDI)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주요 내용

제2편 ICT 활용 기반

전략 목표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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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이에 따라 POPI 시행이 이뤄질 경우, 남아공

표 3-2-4-9

내 기업들은 법률 공표 후 1년간 POPI가 요구하는 정
보 보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
대 1,000만 랜드(7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0년형
을 받게 된다.

나. 정보화 추진 현황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보화 수준

구분

조사
기관

순위

대상
국가 수

발표
시점

전자정부 준비 지수

UN

93(↑8)

193

2014

네트워크 준비 지수

WEF

75(↓5)

143

2015

ICT 발전 지수(IDI)

ITU

90(↓1)

166

2014

자료 출처 : 1. 전자정부 발전 지수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 네트워크 준비 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3. 정보통신 발전 지수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남아공은 2014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7,954만
명으로 149.68%의 보급률을 달성한 반면, 남아공의 고
정형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수는 170만 6,313가구로
3.21%의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ITU, 2015).
따라서 남아공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모바일 기
기에 의한 접속이 활발한 편인데, 미디어 분석 업체인
Fuseware와 시장조사 기관 WorldWide Worx가 발간

참고 자료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2014. 11
-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6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해외 시장 정보, ‘UAE 정보통신(ICT)·방송
정책 보고서’, 2015. 10
-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Issues Weekly 제490호’, 2015. 4
-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Issues Weekly 제495호’, 2015. 5

관련 사이트

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의 Facebook 이용률은 25%를 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nstagram은 남아공의 소셜 미
디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4년에는 이
용자 수가 133%나 늘어났다.
글로벌 지수 측면에서 볼 때, 남아공의 정보화 수준
은 아직 세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 남아공의
전자정부 준비 지수는 2012년 대비 8단계나 상승했으
나, 보다 최근에 조사된 네트워크 준비 지수와 ICT 발전
지수는 각각 75위와 90위로 집계되어, 직전 발표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9> 참조).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정보화 지표
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남아공의 순수 ICT 생산 부문이 전체 GDP 가운데, 농
업의 2.5%를 조금 앞선 2.9%에 불과한 후진적인 산업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선 인프라가 낙후
한 남아공 통신 시장의 특성상 무선 브로드밴드 확산
을 통해 보편적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구현할 수는 있으
나, 주파수 재할당 지연 역시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남아공의 ICT 발전을 위해 주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세계 현황 데이터
국내 현황 데이터
정보화 관련 웹사이트 URL

한 ‘South African Social Media Landscape 2016’ 보
록했으며, 이 중 77%가 모바일로 Facecbook에 접속한

부록

-

Telecommunications and Regulatory Authority : www.tra.gov.ae
Emirates 24/7 : www.emirates247.com/
ITU : www.itu.int
정보통신방송 해외 정보 시스템 : www.cone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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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현황 데이터
정보화 관련 국제 지수

1-1 전자정부 발전 지수 및 순위
(단위 : 순위, 점)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1

0.8449
0.8897
0.8748

0.9462

0.8695
0.8162
0.9076

제2편 ICT 활용 기반

0.8874

0.8938
0.9103
0.8644

국가

2010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12
10
6
2
18
5
3
13
9
11
23
8
7
20
4
16
36
22
21
17
34
32
19
24

1
8
11
10
5
17
2
4
14
19
3
9
6
12
20
7
26
22
24
15
25
16

(=)
10(↑)
7(↑)
2(↑)
3(↓)
12(↑)
2(↓)
5(↓)
4(↑)
1(↓)
11(↑)
5(↓)
7(↓)
5(↑)
12(↓)
1(↓)
18(↑)
3(↑)
1(↑)
4(↓)
12(↑)
9(↑)
5(↓)
1(↓)

자료 : UN, ‘UN E-government Survey 2014’			

지수(2014)
0.9462
0.9103
0.9076
0.8938
0.8897
0.8874
0.8748
0.8695
0.8644
0.8449
0.8418
0.8410
0.8357
0.8225
0.8180
0.8162
0.8162
0.8089
0.7970
0.7912
0.7864
0.7810
0.7593
0.7591
0.7564

부록

2012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대한민국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덴마크
이스라엘
바레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순위
2014

352

353

부록 세계 현황 데이터

1-2 온라인 참여 지수 및 순위

1-3 ICT 발전 지수 및 순위
(단위 : 순위, 점)

(단위 : 순위, 점)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8.49
1.0000
0.9216

1.0000

8.86

0.9608

8.56

0.9608

0.9804

8.88
8.52

0.9412

0.9412

비고

1
1
3
4
4
4
7
7
9
10
11
12
13
14
14
14
17
17
19
19
19
22
22
24
24
24
24
24
24

1
1
25
3
6
11
8
5
3
2
6
4
6
7
8
20
17
19
11
14
22
2
5
5
6
17
24
14
16

1
15
48
4
6
15
34
2
6
9
26
30
86
8
11
58
86
48
4
3
55
18
9
14
30
68
45
42
76

(=)
(=)
22(↑)
1(↓)
2(↑)
7(↑)
1(↑)
2(↓)
6(↓)
8(↓)
5(↓)
8(↓)
7(↓)
7(↓)
6(↓)
6(↑)
(=)
2(↑)
8(↓)
5(↓)
3(↑)
20(↓)
17(↓)
19(↓)
18(↓)
7(↓)
(=)
10(↓)
8(↓)

지수(2014)

국가

1.0000
1.0000
0.9804
0.9608
0.9608
0.9608
0.9412
0.9412
0.9216
0.9020
0.8824
0.8627
0.8431
0.8235
0.8235
0.8235
0.8039
0.8039
0.7843
0.7843
0.7843
0.7647
0.7647
0.7059
0.7059
0.7059
0.7059
0.7059
0.7059

대한민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
호주
독일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모나코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벨기에
아일랜드
캐나다
마카오
오스트리아
스페인
바레인
안도라
바베이도스
몰타

순위
2014

2013

2012

2011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
1
4
5
3
10
13
7
9
6
11
8
12
17
14
19
18
15
16
21
25
26
23
22
24
28
27
20
35
30

1
3
3
8
2
9
13
7
10
6
12
5
11
19
17
16
18
17
15
22
25
23
20
14
21
27
39
24
32
24

1
4
4
11
2
9
12
7
10
6
8
5
15
17
16
18
19
14
25
23
22
20
13
21
27
42
34
24

(↑1)
(↓1)
(↑1)
(↑1)
(↓2)
(↑4)
(↑6)
(↓1)
(-)
(↓4)
(-)
(↓4)
(↓1)
(↑3)
(↓1)
(↑3)
(↑1)
(↓3)
(↓3)
(↑1)
(↑4)
(↑4)
(-)
(↓2)
(↓1)
(↑2)
(-)
(↓8)
(↑6)
(-)

지수(2014)
8.93
8.88
8.86
8.75
8.67
8.59
8.56
8.53
8.52
8.49
8.47
8.36
8.29
8.22
8.22
8.22
8.22
8.10
8.08
8.05
7.88
7.82
7.76
7.73
7.67
7.66
7.63
7.60
7.57
7.52

제3편 글로벌 정보화

2010

제2편 ICT 활용 기반

2012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순위
2014

자료 : UN, ‘UN E-government Survey 2014’		

8.93

8.59

0.9608

대한민국
네덜란드
우루과이
영국
일본
프랑스
칠레
호주
미국
싱가포르
콜롬비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바레인
코스타리카
모로코
그리스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독일
핀란드
페루
라트비아
브라질
오만

8.67

8.75
0.9020

국가

8.53

자료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5’

부록

354

355

부록 세계 현황 데이터

1-4 디지털 경제 지수 및 순위				

1-5 IT 산업 경쟁력 지수 및 순위			
(단위 : 순위, 점)

(단위 : 순위, 점)

72.0

7.94

8.49
8.41

8.36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8.24 8.36
65.8

67.6

60.8

69.4

68.1

8.41

80.5

67.5

67.9
69.8

8.22

8.22

67.5

8.21
8.07

국가

2009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
1
5
10
3
4
8
7
6
11
9
16
19
13
14
22
18
17
12
15
20
21
23
25
24
27
26
28
29
30

1(↑)
1(↓)
2(↑)
6(↑)
2(↓)
2(↓)
1(↑)
1(↓)
3(↓)
1(↑)
2(↓)
4(↑)
6(↑)
1(↓)
1(↓)
6(↑)
1(↑)
1(↓)
7(↓)
5(↓)
1(↓)
1(↓)
(=)
1(↑)
1(↓)
1(↑)
1(↓)
(=)
(=)
(=)

8.49
8.41
8.41
8.36
8.36
8.24
8.22
8.22
8.21
8.07
8.05
7.99
7.94
7.89
7.88
7.85
7.82
7.80
7.72
7.67
7.52
7.47
7.32
7.31
7.06
6.96
6.92
6.90
6.81
6.39

8.20
7.85
7.35
8.00
8.05
7.95
7.65
7.35
7.35
6.80
7.15
7.00
7.90
7.65
7.25
7.70
7.20
7.60
7.80
6.80
6.95
7.45
6.15
6.20
6.40
6.30
6.45
5.40
6.10
4.15

8.13
8.18
7.85
8.30
8.05
7.95
8.40
8.63
8.24
8.17
8.33
7.95
7.32
7.40
7.54
7.16
7.75
7.82
8.33
7.54
7.68
8.04
7.28
7.39
7.16
7.39
6.32
6.64
6.82
8.00

8.53
8.47
9.00
8.47
8.07
8.00
7.27
7.33
8.53
8.60
7.87
8.40
8.80
7.73
7.80
7.80
7.60
8.00
7.93
7.60
7.33
6.40
6.80
7.60
6.77
7.50
7.60
7.33
6.93
6.67

8.25
8.10
8.70
8.35
8.45
8.30
9.00
8.70
8.50
8.45
7.95
8.15
7.65
8.10
8.45
7.43
8.00
8.05
7.93
7.85
8.45
8.35
8.20
8.35
8.40
7.05
8.45
8.35
7.40
7.40

8.90
8.70
9.25
8.00
8.25
8.05
9.18
9.13
8.85
8.50
8.75
8.55
9.20
8.55
8.55
8.75
7.85
7.40
6.80
8.20
7.50
8.50
8.65
7.85
7.98
7.05
6.55
7.40
7.60
6.75

8.75
8.90
8.60
8.85
9.00
8.90
8.28
8.48
8.18
8.29
8.35
8.15
7.18
8.00
8.00
8.04
8.40
7.98
7.65
8.10
7.63
6.80
7.45
7.23
6.60
6.83
6.88
7.10
6.60
6.43

국가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덴마크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대만
노르웨이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홍콩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폴란드

순위
2011

2009

비고

1
2
3
4
5
6
7
8
8
10
10
12
13
14
15
16
17
18
19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9
3
6
8
4
11
7
5
13
14
15
10
20
12
22
19
16
21
17
18
24
25
29
30
26
28
23
35

(=)
(=)
6(↑)
1(↓)
1(↑)
2(↑)
3(↓)
3(↑)
1(↓)
5(↓)
3(↑)
2(↑)
2(↑)
4(↓)
5(↑)
4(↓)
5(↑)
1(↑)
3(↓)
2(↑)
4(↓)
5(↓)
1(↑)
1(↑)
4(↑)
3(↑)
1(↓)
1(↓)
6(↓)
5(↑)

부록

자료 :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6			

80.5
72.0
69.8
69.4
68.1
67.9
67.6
67.5
67.5
65.8
65.8
65.4
64.4
64.3
64.1
63.4
61.4
61.3
60.8
60.8
59.3
57.7
50.7
50.4
48.8
47.1
46.1
45.4
45.0
44.6

주 : 2011년 이후 연구된 내용 없음
자료 : BSA, ‘Investment for the Future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11’, 2011. 9

주 : 예산과 비용 상의 문제로 지표가 지속되어 공표되지 않음

지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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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접속·기술
기업
사회·문화적
법적
정부 정책과 소비자·기업
인프라 지수 환경 지수
환경 지수
환경 지수
비전 지수
채택 지수
(비중 20%) (비중 15%) (비중 15%) (비중 10%) (비중 15%) (비중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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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덴마크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대한민국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버뮤다
몰타
스페인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칠레

세부 지표별 지수 (2010)
종합 지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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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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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세계 현황 데이터

1-6 네트워크 준비 지수 및 순위						
(단위 : 순위, 점)

2

5.8 6.0
5.8

5.6

2-1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추이

5.5

5.8

(단위 : 백 만 명)

5.6
5.6

5.7
5.6

3,500

6.0
3,000

2,525
2,290

2,500

2,710

2,937

3,174

2,044

2,000

국가

2
1
3
4
5
6
7
9
11
16
17
10
12
8
13
18
20
14
19
22
15
21
24
27
26

2
1
3
4
5
6
9
7
16
21
12
11
13
14
8
18
20
10
17
19
15
22
25
24
27

2
3
1
6
7
5
8
10
21
18
9
12
16
13
4
17
14
11
15
19
24
30
22
25

6.0
6.0
5.8
5.8
5.8
5.7
5.6
5.6
5.6
5.6
5.5
5.5
5.5
5.5
5.5
5.5
5.5
5.5
5.4
5.4
5.4
5.3
5.3
5.3
5.2

5.9
5.6
5.3
5.5
5.5
5.4
5.3
5.5
5.4
5.2
5.4
4.6
5.1
5.5
5.2
5.2
5.7
4.8
5.0
5.0
5.0
5.0
5.4
5.1
5.3

비즈
인프라/
준비도
정치/
가격 활용
니스/
디지털
규제
적정성 능력
혁신
콘텐츠
5.9
6.0
6.3
6.2
6.1
6.5
5.8
5.4
6.7
7.0
6.6
6.5
5.4
5.2
6.4
7.0
6.4
5.7
5.5
5.4
6.0
6.4
5.3
6.2
5.6
5.4
6.4
7.0
6.2
5.9
5.5
5.4
6.2
6.8
5.4
6.4
5.0
5.5
6.1
7.0
5.6
5.6
5.7
5.4
5.9
6.3
5.7
5.6
5.8
5.0
5.9
6.3
5.7
5.8
5.5
4.9
6.0
6.3
5.8
5.9
5.4
5.5
6.2
7.0
5.5
6.1
4.1
5.1
6.0
6.6
5.8
5.5
5.4
4.9
6.2
6.6
5.9
6.1
5.4
5.6
6.0
5.8
6.4
5.8
5.3
5.2
6.0
6.2
6.1
5.8
5.3
5.1
6.3
7.0
6.2
5.9
5.9
5.4
5.8
6.9
4.2
6.2
4.3
5.3
6.4
7.0
6.5
5.8
4.9
5.2
6.4
7.0
6.3
5.9
5.2
4.7
6.3
6.6
6.7
5.7
4.6
5.3
5.4
5.6
5.3
5.4
4.9
5.0
5.8
6.1
5.5
5.9
5.1
5.7
5.1
5.8
3.6
5.8
5.0
5.1
6.0
6.1
5.6
6.3
5.3
5.3
5.6
5.9
4.7
6.1

활용도

1,151

영향도
1,000

5.9
5.9
5.9
5.9
5.7
5.6
5.7
5.6
5.8
5.9
5.2
5.9
5.5
5.3
5.7
5.3
5.4
5.3
5.3
5.3
5.5
5.3
5.6
5.1
5.1

개인

기업

정부

6.2
6.6
6.7
6.5
6.7
6.4
6.0
6.6
6.5
6.2
5.6
6.4
6.0
6.2
6.8
6.1
5.9
5.7
6.5
5.9
5.6
6.0
5.9
5.8
5.7

5.3
5.9
5.9
5.8
5.5
6.1
5.7
5.1
5.4
6.0
4.8
5.4
5.8
5.1
5.7
4.7
5.0
5.1
4.9
5.4
5.7
4.4
4.5
5.1
4.8

6.2
5.2
5.1
5.3
5.1
4.4
5.3
5.2
5.4
5.4
5.1
5.7
4.8
4.7
4.6
5.1
5.4
5.1
4.5
4.7
5.2
5.5
6.2
4.5
4.7

6.0
5.8
5.7
5.9
5.4
5.5
5.6
5.5
5.3
5.4
5.3
5.6
5.2
5.2
5.0
5.1
5.0
5.3
5.0
4.9
5.5
5.3
5.2
4.9
5.0

경제

사회

5.8
6.1
6.0
5.8
5.2
5.9
5.6
5.1
5.3
5.1
5.1
5.2
5.3
5.0
4.9
4.6
4.5
4.9
4.7
4.7
5.7
4.6
4.3
4.8
5.0

6.2
5.6
5.5
6.1
5.7
5.0
5.6
5.8
5.4
5.6
5.6
6.0
5.1
5.4
5.1
5.6
5.5
5.7
5.3
5.2
5.4
6.0
6.1
5.1
4.9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주 : 인터넷 이용자 수 = ‘세계 인터넷 이용 비율’ X ‘세계 인구 수’
자료 : ITU, ITU Statisti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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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환경

1,575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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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독일
홍콩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대만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아일랜드

1,500

부문별 지수

종합
지수
비
2015
2015 2014 2013 201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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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종합 순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인터넷

자료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부록

358

359

부록 세계 현황 데이터

2-2 OECD 국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 (Fixed broadband)

2-2 OECD 국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 (Wireless broadband)				
(단위 : 명)

(단위 : 명)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88.0 138.0

36.0

38.7

36.8

38.0

40.6

36.8

41.3
48.9

104.0

106.5

115.6

114.2

115.5

35.9

124.1
39.2

11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대한민국
아이슬랜드
영국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
뉴질랜드
미국
그리스
일본

100명 당 가입자 수
Cable

Fibre

Satellite

Fixed wireless

Other

Total

27.7
20.5
17.3
33.8
14.6
3.2
27.3
29.7
17.4
28.2
13.4
12.7
26.3
17.6
28.1
9.6
28.6
3.1

14.8
11.6
19.3
3.6
11.9
8.9
0.0
7.0
18.4
7.2
18.9
6.2
3.6
7.2
1.4
17.7
0.0
4.7

5.7
8.9
4.0
1.4
11.3
25.9
9.2
0.0
0.1
0.4
1.7
14.8
3.7
1.1
1.6
2.8
0.0
20.7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8
0.0
0.0

0.0
0.2
0.0
0.4
0.7
0.0
0.3
0.0
0.0
0.0
1.4
0.1
0.0
0.1
0.3
0.3
0.0
0.0

0.7
0.1
0.0
0.0
0.0
0.0
0.0
0.0
0.1
0.0
0.0
0.1
0.1
6.2
0.0
0.2
0.0
0.0

48.9
41.3
40.6
39.2
38.7
38.0
36.8
36.8
36.0
35.9
35.4
33.8
33.7
32.2
31.6
31.4
28.7
28.5

3,990,200
2,331,830
6,851,000
25,969,000
1,985,997
19,198,934
119,917
23,729,800
4,011,201
29,572,818
12,569,087
3,281,000
187,600
1,758,500
1,421,621
100,192,000
3,156,071
36,261,653

9.1

5.0

3.9

0.0

10.3

0.0

28.34

2,979,400

에스토니아
호주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칠레
터키
멕시코
OECD

10.7
21.6
19.3
18.2
18.0
10.5
12.0
8.3
16.6
21.4
8.5
7.4
5.6
8.9
3.0
13.4

6.3
4.1
4.7
8.7
7.9
9.7
8.4
12.5
8.7
0.0
2.8
6.0
7.0
0.7
6.7
9.1

9.3
1.4
3.4
0.4
0.1
6.0
5.9
4.0
0.0
0.9
5.7
0.8
0.6
1.9
0.7
4.8

0.0
0.3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5
0.3
0.2
0.2
1.1
1.1
0.3
1.4
0.0
0.9
5.0
2.1
0.1
0.0
0.0
0.4

0.4
0.0
0.0
0.0
0.0
0.0
0.1
0.0
0.0
0.4
0.0
1.6
0.6
0.1
0.3
0.2

28.2
27.7
27.6
27.5
27.3
27.2
26.7
26.2
25.3
23.6
22.0
18.0
14.0
11.6
10.7
28.2

371,009
6,536,000
12,834,049
2,351,905
1,258,758
2,830,930
551,062
2,580,537
2,077,000
14,373,844
1,191,216
6,922,890
2,489,717
8,866,361
12,838,093
357,641,000

자료 : OECD, ‘OECD Broadband statistics’, 2014.12

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핀란드
일본
스웨덴
덴마크
호주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영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Dedicated mobile
data subscriptions

Total
(breakdown not
available)

129.0
28.1
87.8
42.1
25.4
49.4
21.9

Total

총 가입자 수

65.6
62.8
53.3
76.8
77.5
76.3
72.3
52.9
60.3
63.0

33.2
25.2
34.0
8.1
6.9
6.8
9.8
25.1
10.6
6.0

138.0
124.1
115.6
115.5
114.4
114.2
106.5
104.0
98.8
88.0
87.3
84.8
84.4
83.1
82.1
78.1
70.9
69.0

오스트리아

41.7

25.4

67.1

11,635,000

체코
프랑스
독일
슬로바키아
벨기에
폴란드
캐나다
이스라엘
칠레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
그리스
헝가리
OECD

17.1

48.0

65.1
64.7
63.8
59.9
57.7
55.3
54.2
49.9
49.8
47.0
45.8
42.5
42.2
41.5
34.3
81.3

6,848,200
21,278,710
42,810,000
3,246,305
19,279,414
4,090,000
6,440,133
52,575,423
968,383
4,755,599
4,559,958
8,885,792
32,360,661
3,380,935
50,913,677
1,030,857,478

104.0

64.7
50.1
50.2
51.7
42.1
49.7

13.8
9.7
6.0
13.2
4.6

46.0
7.9
26.9
41.7
40.4
14.9
18.9

3.8
39.1
18.9
0.8
1.8
26.6
15.3

49.9

81.3

7,537,800
27,028,000
157,812,151
11,204,000
6,518,062
53,751,479
331,373,000
1,502,044
4,520,385
470,000
4,440,948
54,718,423
284,193
3,787,863
36,267,330
43,104,410
5,729,200
6,780,000

부록

체코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순위

Standard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9.0
96.0
27.7
73.4
89.0
64.8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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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4년 기준

100명 당 가입자 수

총 가입자 수

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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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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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98.8

360

361

부록 세계 현황 데이터

2-3 주요국 초고속인터넷 이용 비용
		

(단위 : US 달러)

13.28

7.24

(단위 : 개)

25.32

73,018,368

118,589,056
1,614,902,784
53,723,968

7.23

14.81

6.72
5.21

비용
5.21
6.72
7.23
7.24
11.19
12.77
12.82
13.28
13.73
14.81
15.19
16.24

순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국가
싱가포르
중국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슬로베니아
영국

비용
16.70
17.62
18.24
18.79
19.02
19.95
20.66
20.83
21.39
21.55
21.74
23.81

12.77

순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3
35

국가
그리스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남아프리카
에스토니아
브라질
슬로바키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비용
23.91
24.78
25.32
26.04
26.89
27.79
28.03
28.57
28.84
28.84
28.97

순위

국가

국가 코드

IPv4 주소 보유 수

1
2
3
4
5
6
7
9
8
10
11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대한민국
브라질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기타
합계

US
CN
JP
UK
GE
KR
BR
FR
CA
IT
-

1,614,902,784
335,921,408
203,120,896
123,026,200
118,589,056
112,380,160
81,726,208
79,506,736
73,018,368
53,723,968
607,283,152
3,403,198,936

주 : 2009년 기준 매월 요금(주거)
자료 : IMD, ‘World Competiveness Online’, 2010. 5				

주 : 201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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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대만
홍콩
카자흐스탄
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203,120,896

79,506,736
81,726,208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380,160
335,921,408

123,026,200
11.19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2.82

13.73

2-4 상위10개국 IPv4 주소 보유 현황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IS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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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62

363

부록 세계 현황 데이터

2-5 상위 10개국 IPv6 주소 보유 현황								

2-6 주요 OECD 가입국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 현황						
(단위 : 개)

(단위 : 개)

41,436

5,303

5,597,843

2,362,988
1,754,559
9,635

6,305 19,422

1,079,214

2,633,454

10,548,616

14,206

1,959,886

16,007,542
2,826,409

2,877,051

10,359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5,246

3,018,530

1,787,539
8,767

IPv6 주소 보유 수

순위

국가

도메인 명

US
CN
GE
FR
JP
AU
EU
IT
UK
KR
-

41,436
19,422
14,206
10,359
9,635
8,767
6,321
6,305
5,303
5,246
29,939
156,93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일본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대한민국
멕시코
노르웨이

de
uk
nl
au
fr
it
pl
ca
ch
es
us
be
jp
se
dk
at
cz
kr
mx
no

주 : 2015년 10월 기준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IS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주 : 1)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2) 2015년 3분기 기준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IS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도메인 수
16,007,542
10,548,616
5,597,843
3,018,530
2,877,051
2,826,409
2,633,454
2,362,988
1,959,886
1,787,539
1,754,559
1,525,876
1,399,416
1,370,125
1,302,019
1,260,170
1,213,878
1,079,214
771,887
66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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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유럽연합
이탈리아
영국
대한민국
기타
합계

제2편 ICT 활용 기반

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순위

부록

364

365

부록 세계 현황 데이터

2-7 국가별 AS번호 보유 현황								
(단위 : 개)

1,809

5,525

2,163
2,131

24,152

1,019

국내 현황 데이터

1,968

1,861

3,697

미국
1
24,152  

러시아
2
5,525

브라질
3
3,697

폴란드
4
2,163

영국
5
2,131

우크라이나
6
1,968

독일
7
1,944

호주
8
1,861

캐나다
9
1,809

인도
10
1,400  

대한민국
15
1,019

1-1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률 현황
(단위 : 천 명, %)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인터넷

1

국가
순위
AS 수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944

주 : 2015.12.26 현재

41,118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IS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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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4

2005

2006

2007

<이용자 수 (만 3세 이상 인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용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1,580

33,010

34,910

35,590

36,190

36,580

37,010

37,180

38,120

40,080

41,118

70.2

72.8

74.1

75.5

76.5

77.2

77.8

78.0

78.4

82.1

83.6

주 : 1) 2004년 조사부터 인터넷에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을 포함시켰으며, 인터넷 이용자 정의도 ‘월 평균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변경함
2) 2006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을 만 3세 이상 인구로 확대함 (2001년~2001년 : 만 7세 이상 인구, 2002년~2005년 : 만 6세 이상 인구)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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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만 3세 이상 인구)
이용률

2008

1-2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

복수 응답
91.1
89.8
79.7
58.7
31.0
13.9
12.6
10.1
8.6

주 :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최근 1년 이내 활동 기준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5. 2

20

40

60

80

100

91.1

부록

구분
자료 및 정보 접근/검색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SNS, 메신저 등)
여가 활동 (음악, 게임 등)
거래 활동 (인터넷 뱅킹, 상품 구매 및 판매)
교육・학습 (온라인 교육, 위키피디아 등)
SW 다운로드 / 업그레이드
콘텐츠 생성 (홈페이지 운영, 콘텐츠 업로드 등)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P2P 등)

0

366

367

부록 국내 현황 데이터

1-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현황								

1-4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단위 : %)

(단위 : 명)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99.1

인스턴트 메신저

97.2

SNS

65.0

모바일 뱅킹

36.3

모바일 쇼핑

34.6

클라우드

31.0

모바일 오피스

18.4

N스크린

7.7

NFC

7.3

모바일 주식거래

2.6

0

20

40

60

80

100

99.1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0

주 : 1) 하나로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로 통합		
2) LG데이콤, LG파워콤은 LG U+로 통합

(단위 : 개)

연도

kr 도메인 수

2001

457,450

2002

515,200

2003

611,548

2004

590,800

2005

642,770

2006

705,775

2007

930,485

2008

1,001,206

2009

1,064,179

2010

1,076,899

2011

1,088,468

2012

1,094,431

2013

1,049,661

2014

1,031,455

2015. 10

1,030,134

0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IS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2015. 11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0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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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 2015. 10

1-5 kr 도메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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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542 6,515,541 6,711,538 6,952,833 7,423,607 7,822,844 8,036,639 8,066,628 8,129,482 8,313,831
- 3,543,669 3,846,597 3,599,169 3,293,524 3,068,041 2,842,115 2,749,600 2,701,402
3,612,749 3,658,115
402,738
898,368 1,326,082 1,726,990 2,060,893 2,308,556
28,370
1,512
417
45
29
111,905
67,793
28,589
11,907
1,204,293 1,721,328 2,182,362 2,509,818
- 2,773,468 2,809,690 2,743,151 2,928,157 3,014,196 3,458,954
2,262,403 2,507,210 2,786,276 2,810,732 2,826,497 2,857,414 2,960,554 3,060,328 3,157,512 3,131,019
220,156
15,251
16,008
13,132
11,303
55,408
58,061
50,475
42,041
198,594
177,682
118,194
113,296
87,251
67,433
179,621
164,430
158,473
163,295
14,042,698 14,709,998 15,474,931 16,348,571 17,224,102 17,859,522 18,252,661 18,737,514 19,198,934 19,9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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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브로드밴드
하나로텔레콤
SKT(재판매)
드림라인
LG데이콤
LG파워콤
LG U+
종합유선방송
두루넷
온세통신
부가통신
중계유선방송
전송망(NO)
별정통신
합계

이용률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무선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4. 12

0

구분

구분
검색 서비스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9,981,195

부록

368

369

부록 국내 현황 데이터

2-3 취약계층 가구 PC 보유율 									
		

(단위 : %, %p)

보유율

격차

80

2-1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보 격차 및 인터넷 중독

2

70.6

60
(단위 : 점, %)

격차 지수

40

대비 수준

76.6

80

20
60

7.6

0

40

구분

20
0

구분

2009
대비
격차
수준
지수

2010
대비
격차
수준
지수

2011
대비
격차
수준
지수

2012
격차
대비
지수
수준

2013
격차
대비
지수
수준

2014
대비
격차
수준
지수

10.3
54.3
46.9
45.6
49.9
32.0

9.0
51.1
45.2
44.3
47.7
30.3

8.2
49.2
43.5
42.5
45.9
28.9

7.3
47.2
41.8
41.4
43.2
27.6

6.6
43.9
40.1
40.3
39.6
26.6

6.4
40.0
37.7
37.4
38.4
24.8

5.7
35.9
36.5
36.5
36.6
23.4

접근
역량
활용
양적 활용
질적 활용
종합

89.7
45.7
53.1
54.4
50.1
68.0

91.0
48.9
54.8
55.7
52.3
69.7

91.8
50.8
56.5
57.5
54.1
71.1

92.7
52.8
58.2
58.6
56.8
72.4

93.4
56.1
59.9
59.7
60.4
74.0

93.6
60.0
62.3
62.6
61.6
75.2

94.3
64.1
63.5
63.5
63.4
76.6

2009

2010

2011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80.9
70.7
63.1
57.4
65.1

10.2
17.8
23.5
15.9

81.4
71.2
64.7
58.7
66.2

10.2
16.7
22.7
15.2

81.8
71.6
66.1
60.3
67.2

10.2
15.7
21.5
14.6

81.9
71.9
67.5
60.8
67.7

10.0
14.4
21.1
14.2

82.3
73.0
70.1
62.1
68.7

9.3
12.2
20.2
13.6

80.6
74.0
71.7
64.5
69.2

6.6
8.9
16.1
11.4

78.2
74.0
72.3
65.1
70.6

4.2
5.9
13.1
7.6

주 : 1) 격차는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 간 PC 보유율 차이이며, 전체 국민 PC 보유율은 KISA 발표 자료 기준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 평균은 취약계층별 가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2							
						

2,500

(단위 : %, 천 명)

중독 위험군 비율

중독 위험군 수

2,000

2-2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p)

격차

10

5.8
500

55.4

40

0

28.2

2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77.1
51.8
35.6
54.6
35.2
41.7

25.3
41.5
22.5
41.9
35.4

77.6
52.7
37.6
55.7
36.2
43.0

24.9
40.0
21.9
41.4
34.6

78.3
53.5
39.3
56.5
37.5
44.3

24.8
39.0
21.8
40.8
34.0

78.3
54.4
41.4
57.4
38.9
45.6

23.9
37.2
20.9
39.4
32.7

78.7
55.5
42.6
58.5
40.2
46.8

23.2
36.1
20.2
38.5
31.9

82.1
56.7
48.5
60.4
42.2
50.8

25.4
33.6
21.7
39.9
31.3

83.6
59.1
54.1
64.2
47.1
55.4

24.5
29.5
19.4
36.5
28.2

주 : 1) 격차는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의 차이이며, 평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2)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KISA 발표 자료 기준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2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중독 위험군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8.8
1,999
8.5
1,913
8.0
1,743
7.7
2,339
7.2
2,203
7.0
2,286
6.9
2,621
유아동
7.9
160
7.3
157
6.4
123
5.6
143
청소년
14.3
1,035
12.8
938
12.4
877
10.4
677
10.7
681
11.7
722
12.5
768
성인
6.3
964
6.4
975
5.8
866
6.8
1,501
6.0
1,365
5.9
1,441
5.8
1,711
구분

주 : 1) 2011년 인터넷 중독자 수는 조사 대상 연령 확대로 인한 단순 증가분이 포함되어 전년도와 단순 비교 불가
2) 중독 위험군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을 모두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2015. 6

부록

이용률

5

제3편 글로벌 정보화

1,000

60

전체 국민
장애인
취 장노년층
약
저소득층
계
층 농어민
평균

1,711

1,500

80

구분

2014

격차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5. 2							
						

이용률

2013

보유율

2-4 연도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 및 중독 위험군 수						

주 : 1) 격차 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 격차 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함
2) 대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

		

2012

격차

제2편 ICT 활용 기반

2008
격차
대비
지수
수준

전체 국민
취 장애인
약 저소득층
계 농어민
층
평균

2008
보유율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23.4

370

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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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단위 : 백 만 원)

45,302,487

50,000,000

3-1 거래 주체별 전자 상거래 규모 추이				

40,000,000

		

(단위 : 십 억 원)

30,000,000

1,204,091
20,000,000

1,200,000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전자 상거래

10,000,000
900,000
0

300,000

0

구분
전자 상거래 총 규모
기업 간 거래(B2B)
기업・정부 간 거래(B2G)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소비자 간 거래(C2C)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358,450
319,202
29,036
7,921
2,292

413,584
366,191
34,435
9,132
3,826

516,514
464,456
36,801
10,226
5,032

630,087
560,255
52,266
11,359
6,207

672,478
592,965
59,455
12,045
8,012

824,392
747,090
52,772
16,005
8,524

999,582
912,883
58,378
18,533
9,788

2012

2013

1,146,806
1,051,162
62,478
21,160
12,006

1,204,091
1,095,696
70,649
24,331
13,414

구분
2007
전체 거래액
15,765,573
종합몰
11,121,748
취급 상품 범위별
전문몰
4,643,824
온라인
10,006,876
운영 형태별
온・오프라인 병행 5,758,697

2008
18,145,516
12,964,202
5,181,314
12,061,352
6,084,164

2009
20,642,979
15,444,725
5,198,254
14,005,549
6,637,430

2010
25,202,992
19,041,708
6,161,284
16,960,836
8,242,156

2011
29,072,463
21,835,828
7,236,635
18,991,029
10,081,434

2012
34,068,139
25,858,234
8,209,905
22,130,632
11,937,507

2013
38,494,203
29,803,602
8,690,601
24,623,810
13,870,393

2014
45,302,487
34,788,971
10,513,516
28,678,572
16,623,915

자료 : 통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 2015. 2
통계청, 2015년 1/4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 2015. 4

자료 : 통계청, 2013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 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2014. 2

3-4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					
		

3-2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동향				
(단위 : 십 억 원, %)

(단위 : 천 명, 천 개)

개인

120,000

기업

제2편 ICT 활용 기반

주 : 기업・정부 간 전자 상거래(B2G)에는 2011년부터 국제 전자 조달 실적(중앙조달, 시설공사)을 포함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600,000

115,288

100,000

45,302

50,000

80,000

40,000

30,000

20,000

20,000

0

10,000
0

구분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
모바일 거래액
전년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60,000
40,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8,146
15.1

20,643
13.8

25,203
22.1

29,072
15.4

34,068
17.2

38,498
6,560
13

45,302
14,870
17.7

2006
34,123
1,789
35,912

2007
42,396
2,302
44,698

2008
49,912
2,683
52,595

2009
56,047
3,159
59,206

2010
62,952
3,550
66,502

2011
70,625
4,192
74,817

2012
81,384
5,046
86,430

2013
89,788
5,704
95,492

2014
96,825
6,363
103,188

2015.9
108,369
6,919
115,288

자료 : 한국은행, 2015년 3/4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 11

부록

자료 : 통
 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 2015. 2
통계청, 2015년 1/4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 2015. 4

구분
개인
기업
합계

372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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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 (일 평균 기준)					

3-7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 (일 평균 기준)			

		

(단위 : 천 건, 십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금 이체
2,204
(17.2)
15,090.3
2,740
(15.3)
18,557.0
2,932
(13.0)
21,350.0
3,424
(12.9)
25,438.4
4,156
(12.5)
29,551.0
4,740
(12.1)
31,892.5
5,253
(11.5)
33,229.0
5,906
(12.4)
33,675.1
6,343
(9.5)
36,839.3

대출 신청
1.9
(0.0)
13.7
2.0
(0.0)
13.5
2.4
(0.0)
15.9
2.0
(0.0)
15.7
1.2
(0.0)
20.1
1.4
(0.0)
24.7
1.7
(0.0)
10.1
1.7
(0.0)
11.6
1.7
(0.0)
15.8

30,000

40,000

50,000

60,000

(단위 : 천 건, 십 억 원, %)

70,000

합계
12,802
(100)
15,104.0
17,919
(100)
18,570.5
22,600
(100)
21,365.9
26,538
(100)
25,454.1
33,355
(100)
29,571.1
39,022
(100)
31,917.2
45,728
(100)
33,239.1
54,286
(100)
33,686.7
66,446
(100)
36,855.0

이용 건수

이용 금액

31,158
30,000

1,832.6

20,000

2,000

1,000

10,000

0

0

구분

2009
1,721
(62.7)
19

이용 건수
(스마트폰 기반)

1,461
(62.6)
[85.0]
259
(62.9)
[15.0]
266.2
(76.5)
0

조회 서비스

자금 이체
이용 금액
(스마트폰 기반)

66,446

주 : 1)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외
2) 2010년 수치는 일부 은행의 이용 실적 수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치임

2010
3,736
(117.1)
907
(4,673.7)
3,334
(128.0)
[89.2]
403
(55.5)
[10.8]
415.6
(56.1)
46.7
(-)

2011
7,697
(106.0)
5,910
(551.6)
6,931
(107.9)
[90.0]
766
(90.1)
[10.0]
652.6
(57.0)
372.7
(698.1)

2012
12,946
(68.2)
12,792
(116.4)
11,618
(67.6)
[89.7]
1,328
(73.2)
[10.3]
961.5
(47.3)
861.1
(131.1)

2013
21,583
(66.7)
21,303
(66.5)
19,573
(68.5)
[90.7]
2,010
(51.4)
[9.3]
1,413.3
(47.0)
1,369.4
(59.0)

2014
31,158
(44.4)
30,985
(45.5)
28,447
-45.3
[91.3]
2,711
-34.9
[8.7]
1,832.6
(29.7)
1,797.6
(31.3)

제2편 ICT 활용 기반

2014

조회 서비스
10,596
(82.8)
15,177
(84.7)
19,666
(87.0)
23,111
(87.1)
29,198
(87.5)
34,281
(87.8)
40,473
(88.5)
48,378
(89.5)
60,102
(90.5)
-

20,000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10,000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0

			

주 : 1) 자금 이체 실적 (대출 관련 자금 이체 포함)
2) 2009년 및 2010년 수치는 일부 은행의 이용 실적 수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치임				
3)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이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2014년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 2

자료 : 한국은행, 2014년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 2

3-8 전자화폐 일 평균 이용 규모
		

구분

3-6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 현황			

이용 건수

이용 금액

2005

422

327

2006

438

309

2007

352

288

2008

306

262

2009

289

249

2010

258

241

2011

162

167

2012

68

-

2013

37

-

2014

23

-

(단위 : 천 명, %)

VM 방식

60,075

스마트폰 기반

60,000

100

200

50,000
40,000
30,000
20,000

8,177

10,000

3,624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9

IC칩 방식
VM 방식
스마트폰 기반
합계

2,979
2,979

4,412
597
5,009

4,694
3,783
8,477

4,627
6,528
13
11,168

4,579
8,561
2,609
15,748

4,434
8,928
10,358
23,720

4,376
8,749
23,966
37,092

4,328
8,421
37,185
49,934

3,645
8,260
48,203
60,107

3,624
8,177
60,075
71,876

주 : 1) 연말 현재 등록 고객 기준
2) BankON, M뱅크, K뱅크 서비스 (인터넷 뱅킹용 IC칩이 내장된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						
3) Virtual Machine 방식 (인터넷뱅킹용 프로그램을 이동통신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이용)
자료 : 한국은행, 2015년 3/4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2015. 11		

23

주 : 일정 금액을 IC카드에 충전하여 동 금액 한도 내에서 이용, 전자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K-Cash, MYbi, VisaCash)
자료 : 한국은행, 2014년 지급결제보고서, 2015. 4

400

500

부록

구분

300

제3편 글로벌 정보화

		

IC칩 방식

(단위 : 천 건, 백 만 원)

0

374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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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단위 : 십 억 원, %)

4

45,244

50,000

38,498

40,000

4-1 유·무선 통신 서비스별 가입자 현황				
		

30,000

(단위 : 명)

76,278,999

20,000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보통신 서비스

75,000,000

10,000
0

2013

총 거래액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
가전ㆍ전자ㆍ통신 기기
서적
음반ㆍ비디오ㆍ악기

아동ㆍ유아 용품
음ㆍ식료품
꽃
스포츠ㆍ레저 용품
생활ㆍ자동차 용품

화장품
사무ㆍ문구
농수산물
각종 서비스 및 기타

38,498
(100.0)
3,084
(8.0)
60
(0.2)
4,105
(10.7)
1,196
(3.1)
153
(0.4)
6,419
(16.7)
1,947
(5.1)
3,289
(8.5)
46
(0.1)
1,639
(4.3)
4,279
(11.1)
6,281
(16.3)
2,100
(5.5)
515
(1.3)
1,132
(2.9)
2,255
(5.9)

45,244
(100.0)
3,419
(7.6)
59
(0.1)
4,922
(10.9)
1,279
(2.8)
162
(0.4)
8,412
(18.6)
2,225
(4.9)
3,686
(8.1)
44
(0.1)
1,912
(4.2)
5,174
(11.4)
7,328
(16.2)
2,664
(5.9)
471
(1.0)
1,151
(2.5)
2,337
(5.2)

주 : 1) 2014년은 추정치임
2)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 2015. 2

모바일
14,809
(100.0)
502
(3.4)
5
(0.0)
1,348
(9.1)
221
(1.5)
32
(0.2)
2,724
(18.4)
1,007
(6.8)
1,374
(9.3)
7
(0.0)
601
(4.1)
1,816
(12.3)
2,906
(19.6)
1,034
(7.0)
61
(0.4)
336
(2.3)
834
(5.6)

25,000,000

0

구분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0
시내전화
23,130,253 22,131,737 20,089,979 19,273,484 18,632,501 18,261,220 17,620,453 16,939,308 16,449,083
이동통신
43,497,541 45,606,984 47,944,222 50,767,241 53,306,257 54,674,215 55,664,227 58,158,837 59,402,363
무선호출
39,328
41,082
21,066
18,917
18,339
18,384
29,164
31,522
32,632
주파수공용통신(TRS)
332,747
353,267
352,092
377,540
382,110
384,181
367,758
331,677
325,018
무선데이타통신
100,354
90,984
62,334
61,933
55,563
52,247
51,198
49,919
49,278
위성휴대통신(GM-PCS)
4,412
3,897
3,857
5,193
14,696
19,472
23,498
21,866
20,625
합계
67,104,635 68,227,951 68,473,550 70,504,308 72,409,466 73,409,719 73,756,298 75,533,129 76,278,999
주 : 이동통신은 이동전화 가입자(태블릿 PC, 무선 데이터 모뎀, M2M 가입자 포함)와 Wibro 가입자 수를 합한 것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 2015. 10

4-2 유선전화(시내전화)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25,000,000
20,000,000

16,449,083

15,000,000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

온라인

제2편 ICT 활용 기반

여행 및 예약 서비스

온라인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분

50,000,000

2014

10,000,000
5,000,000
0

2007. 12
20,918,566
2,030,862
180,825
23,130,253

2008. 12
19,866,278
1,934,981
330,478
22,131,737

2009. 12
18,052,168
1,690,068
347,743
20,089,979

2010. 12
16,634,607
2,255,391
383,486
19,273,484

주 : 1) KT : 일반전화(사업용 비포함), 집단전화, DID, ISDN을 합산한 수치임
2) SK브로드밴드 : 일반 전화 (사업용 비포함), 구내통신, ISDN을 합산한 수치임
3) LGU플러스
・일반실선(일반1회선, 일반2회선)
・중계선 : DID/DOD 겸용(채널 수), DOD 전용(채널 수)
※ DID전용 중계선은 가입자에서 제외함 (KT, 하나로, 데이콤 공통)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 2015. 10

2011. 12
15,699,702
2,478,728
454,071
18,632,501

2012. 12
15,121,001
2,649,703
490,516
18,261,220

2013. 12
14,355,457
2,748,628
516,368
17,620,453

2014. 12
13,712,765
2,731,880
494,663
16,939,308

2015. 10
13,244,425
2,698,871
505,787
16,449,083

부록

구분
KT
SK브로드밴드
LGU플러스
합계

37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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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4-5 인터넷 전화(VoIP)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유선통신 서비스

회선 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 서비스 모집

12,471,037

14,000,000
12,000,000

50,000,000

10,000,000

40,000,000

8,000,000
30,000,000
6,000,000
20,000,000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59,402,363

60,000,000

		

4,000,000

10,000,000

2,000,000

0

0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0

구분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0

SKT
KT
LGU플러스
MVNO
합계

21,968,169
13,720,734
7,808,638
43,497,541

23,032,045
14,365,233
8,209,706
45,606,984

24,269,553
15,016,195
8,658,474
47,944,222

25,705,049
16,040,527
9,021,665
50,767,241

26,608,046
17,307,292
9,390,919
53,306,257

27,076,523
16,501,639
11,096,053
54,674,215

27,490,284
17,299,899
10,874,044
55,664,227

26,584,306
15,221,076
11,769,565
4,583,890
58,158,837

26,326,288
15,254,402
12,095,135
5,726,538
59,402,363

유선통신 서비스
회선 설비 임대 재판매 및 통신 서비스 모집
합계

5,003,649
1,656,558
6,660,207

8,413,313
729,015
9,142,328

10,634,546
90,660
10,725,206

11,687,839
48,838
11,736,677

12,578,131
40,720
12,618,851

12,378,330
45,148
12,423,478

12,445,332
25,705
12,471,037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 2015. 10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분

주 : 1)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동전화 가입자 (태블릿 PC, 무선 데이터 모뎀, M2M 가입자 포함)와 Wibro 가입자 수를 합한 것임
2) KT는 2G서비스가 2012. 3. 19일자로 종료되어 통계 자료에서 제외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 2015. 10

4-4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42,806,805

27,762,285

30,000,000

제2편 ICT 활용 기반

4-6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 단자 기준)1)				
		

25,000,000

40,000,000

20,000,000
30,000,000
15,000,000

5,000,000
10,000,000
0
0

구분
SKT

KT

LG U+

합계

15,978,717
18,286,407
19,494,535
19,624,169
19,704,976
19,752,998
19,782,968
19,878,067
19,977,123
20,110,344
20,221,872
20,323,393
20,387,120

10,250,998
11,287,956
12,416,813
12,490,544
12,561,122
12,642,437
12,730,895
12,825,111
12,905,508
12,980,972
13,056,625
13,145,322
13,271,021

6,497,534
7,942,209
8,648,963
8,718,198
8,794,700
8,860,124
8,910,179
8,963,192
9,023,971
9,072,228
9,099,707
9,130,378
9,148,664

32,727,249
37,516,572
40,560,311
40,832,911
41,060,798
41,255,559
41,424,042
41,666,370
41,906,602
42,163,544
42,378,204
42,599,093
42,806,805

주 : 음성통화 기능이 없는 태블릿 PC 가입자는 제외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2015. 10

유료방송 전체
종합유선
유료 가입
무료 가입
중계유선
일반위성방송
위성DMB2)
IPTV3)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4)

16,403,493
13,876,533
13,612,356
264,177
300,966
1,855,240
370,754
-

17,207,793
14,067,681
13,765,713
301,968
172,877
1,949,191
1,018,044
-

18,159,309
14,533,965
14,250,169
283,796
200,220
2,151,882
1,273,242
-

19,419,782
15,013,227
14,802,694
210,533
216,573
2,338,378
1,851,604
-

22,062,740
15,053,855
14,755,798
298,057
176,106
2,457,408
2,001,460
2,373,911

23,360,754
14,858,247
14,665,374
192,873
180,648
2,825,963
1,850,030
3,645,866

24,286,901
14,777,993
14,523,816
254,177
179,864
3,261,662
1,173,535
4,893,847

25,260,078
14,798,725
14,568,926
229,799
123,112
3,790,820
6,547,421

27,762,285
14,737,884
104,900
4,181,022
8,738,479

주 : 1)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 산출은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시설(단자)을 설치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단수(1대) 수신자는 물론 2대 이상의 TV에 수신 시설이 설치된 복수 수신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됨
IPTV의 경우 가입자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IP 셋톱박스를 통해 실시간 지상파방송과 다채널 방송, 데이터 방송과 VOD 서비스 이용자로 가입자 수 산출은 IP를 기준으로 함
2) 위성DMB는 2005년 5월 개국하여, 2012년 8월 사업 철수
3) IPTV는 2009년 1월부터 상용 서비스 실시
4) 2013년부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을 합산해서 전체 가입자 수로 공표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방송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2014. 12

부록

구분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
2015. 2
2015. 3
2015. 4
2015. 5
2015. 6
2015. 7
2015. 8
2015. 9
2015. 10

2005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10,000,000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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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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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현황				

4-9 가. 무선인터넷 품질				

		

(단위 : 명)

(단위 : 명)

전송 속도(Mbps)

기술 방식

8,324,136

9,000,000

아날로그 방송

이동통신

6,000,000

전체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26.9
26.9
(20.2)
1.9
(1.8)
1.9
(0.5)
2.6
(2.3)
33.3
(15.2)

99.99

100

99.89

99.98

0.03

0.03

0.04

0.05

100

99.99

99.96

99.77

0.03

0.03

0.01

0.01

99.56

99.42

99.19

98.4

0.1

0.1

0.42

0.43

99.56

99.42

99.19

98.4

0.1

0.1

0.42

0.43

98.44

99.3

93.64

93.5

0.26

0.21

3.14

3.15

99.7

99.61

92.42

97.44

0.06

0.06

1.69

1.64

Ev-Do reA

3,000,000

WiBro
WiFi

0

전체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 방송

2012.12

2013.06

2013.12

2014.03

4,662,183
9,906,743
14,568,926
229,799
14,798,725
484,847
8,946,670
9,431,517
197,749
9,629,266
4,177,336
960,073
5,137,409
32,050
5,169,459

4,882,945
9,728,483
14,611,428
231,937
14,843,365
405,941
8,537,322
8,943,263
198,717
9,141,980
4,477,004
1,191,161
5,668,165
33,220
5,701,385

5,285,325
9,452,559
14,737,884
14,737,884
244,677
8,343,035
8,587,712
8,587,712
5,040,648
1,109,524
6,150,172
6,150,172

5,344,570
9,400,622
14,745,192
14,745,192
222,953
8,101,183
8,324,136
8,324,136
5,121,617
1,299,439
6,421,056
6,421,056

주 : 1) 가입자 수는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의 SO사업자 수 92개 기준임
2)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수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시설(단자)을 설치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단수 수신자는 물론 2대 이상의 TV에 수신 시설이
설치된 복수 수신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됨
3) 기본 가입 :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 상품(기본형)에 가입한 가입자 수				
티어 가입 :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 상품(보급형, 의무형)에 가입한 가입자 수		
4) 2013년 6월 이후 무료시청은 기본 가입에 포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방송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2014. 11

주 : 1) ( )는 2013년 평가 결과
2) 업로드는 KTㆍSKT는 10MHz 주파수, LGU+는 20MHz 주파수로 서비스 제공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2014. 12

나. 취약 지역 무선인터넷 품질				
(1) 취약 지역 유형별 전송 속도(Mbps) 		
(단위 : Mbps)

40
30
20
10

4-8 IPTV 가입자 수 현황				
(단위 : 명)

9,248,555

10,000,000

구분

다운로드

업로드

전체
등산로
항로
도서
해안도로

39.6
38.8
30.8
49.5
51.5

14.5
12.8
12.9
17
20.2

제3편 글로벌 정보화

0

		

제2편 ICT 활용 기반

기본 가입
티어 가입
소계
무료 시청
합계
기본 가입
티어 가입
소계
무료 시청
합계
기본 가입
티어 가입
소계
무료 시청
합계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분

패킷 손실율(%)

업로드

3G

6,421,056

지연 시간(초)

114.4
77.8
(56.6)
5.1
(4.6)
5.1
(1.1)
6.8
(5.9)
26.9
(15.2)

광대역LTE

디지털 방송

전송 성공율(%)

다운로드

광대역LTE-A
12,000,000

접속 성공율(%)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14,745,192

15,000,000

		

주 : 취약 지역은 서비스 안정성이 중요하고 최초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3G, LTE 등 서비스별로 구분하지 않고 측정, 평균 전송 속도로 공개

8,000,00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2014. 12

6,000,000
4,000,000
부록

2,000,000
1,000,000
0

구분

2009. 12

실시간 IPTV
1,741,455
Pre-IPTV(VOD)
632,456
합계
2,373,911

2010. 3

2010. 12

2011. 3

2011. 4

2011. 12

2012. 12

2013. 6

2013. 12

2014. 3

1,963,784
614,338
2,578,122

3,430,403
215,463
3,645,866

3,800,268
183,080
3,983,348

3,800,268
183,080
3,983,348

4,819,309
74,538
4,893,847

6,302,275
245,146
6,547,421

7,374,946
221,578
7,596,524

8,707,640
30,839
8,738,479

9,221,323
27,232
9,248,555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방송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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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 지역 유형별 전송 성공율 		
(단위 : %)

5

100

5-1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률, 성장 기여도 및 비중				

75

		

(단위 : %, %p)

50
20

25
0

전체
등산로
항로
도서
해안도로

다운로드

업로드

전체

SKT

KT

LGU+

전체

SKT

KT

LGU+

98.48
96.97
98.42
99.38
99.24

99.07
98.04
99.34
99.48
97.82

98.27
98.14
97.65
98.92
99.94

98.09
94.73
98.25
99.73
99.95

98.81
97.59
98.76
99.5
99.94

99.34
98.46
99.38
99.78
99.94

98.64
98.86
98.26
98.84
99.94

98.45
95.46
98.63
99.88
99.93

주 : 1)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다운로드 ±0.46%p
2) 전송 성공율은 무선 최저기준을 적용 (다운로드: 0.256Mbps, 업로드: 0.128Mbps)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2014. 12

GDP 성장률

15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10

정보통신산업 대
GDP 비중

8.5

5

3.3 3.9

0

구분
GDP 성장률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정보통신산업 대 GDP 비중

2007
5.1
8.7
9.5

2008
2.3
6.8
8.0

2009
0.3
3.9
8.0

2010
6.3
17.7
8.7

2011
3.7
8.6
8.1

2012
2.3
3.1
8.5

2013
2.9
6.6
8.7

2014(p)
3.3
3.9
8.5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정보통신 산업

주 : 1) 정보통신 산업은 정보통신 기기 제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반도체 및 통신 기기)과 정보통신 서비스 (통신업, 방송, SW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 포함
2) 2014년 수치는 잠정치임
제2편 ICT 활용 기반

자료 : 한국은행, 2014년 국민 계정(잠정), 2015. 3

5-2 정보통신 산업 생산액					
		

(단위 : 억 원)

4,410,161

5,000,000

제3편 글로벌 정보화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15,115
691,634

123,939
696,653

140,909
927,512

148,879
876,158

159,626
971,085

698,749
3,256,839

131,464

129,496

122,565

134,810

198,817

454,573

938,213

950,088

1,190,986

1,159,847

1,329,528

4,410,161

주 : 1) 정보통신 방송 기기 부문별의 생산액은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2) 2012년부터 부가통신 서비스의 일부 품목(호스팅 서비스 및 Co-location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IT서비스로 분류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4 ICT 실태 조사, 2014. 12

부록

구분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합계

382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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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IT 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5-4 정보통신 기기 수출액					

		

(단위 : 억 달러, %)

수입 IT산업

(단위 : 억 달러)

무역수지 IT 산업

1,474

1,500

2,000.0
1,250
1,500.0

1,000

정보통신 기기
1,000.0

정보통신 응용,
기반 기기(Broad IT)

835.9

750
500

439.7

500.0

264
250

0

2007

2008

2009

2010

수출
구분

2013

2014

수입

전체 산업

0

2015.6
구분

무역수지

전체 산업
IT 산업

3,254.6
3,714.9
4,220.1
3,635.3
4,663.8
5,577.7
5,478.7
5,597.2
5,726.6
2,690.2

2012

1,191.1
1,301.0
1,311.6
1,209.5
1,539.4
1,569.7
1,552.4
1,694.2
1,738.5
835.9

IT 산업
증감률
10.0
9.2
0.8
-7.8
27.3
2.0
-0.9
9.1
2.6
-0.2

3,093.8
3,568.5
4,352.7
3,230.8
4,252.1
5,244.4
5,195.8
5,155.3
5,255.1
2,222.8

646.8
697.3
735.2
620.2
756.2
815.2
779.5
808.0
875.7
439.7

증감률
9.1
7.8
5.4
-15.6
21.9
7.8
-4.4
3.7
8.3
4.1

전체 산업

IT 산업

160.8
146.4
-132.7
404.5
411.7
333.1
282.9
441.9
471.5
467.3

544.3
603.7
576.4
589.3
783.2
754.5
772.8
886.2
862.9
396.2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응용,
기반 기기
(Broad IT)

전자 부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통신 및 방송 기기
영상 및 음향 기기
광자기 매체
소계
의료정밀광학 기기
가정용 기기
사무용 기기 및 장비
전기 장비
소계
합계

2007
655
128
307
94
11
1,195
23
43
5
35
106
1,301

2008
637
97
360
90
11
1,195
27
40
5
44
116
1,311

2009
627
70
310
80
11
1,098
26
37
4
45
112
1,210

2010
913
77
278
105
15
1,388
39
45
4
63
151
1,539

2011
891
76
278
107
16
1,368
53
48
5
92
198
1,566

2012
912
77
229
92
8
1,318
64
47
5
119
235
1,553

2013
968
71
276
104
7
1,426
84
50
5
129
268
1,694

2014
1,003
70
297
96
8
1,474
89
52
4
119
264
1,738

제2편 ICT 활용 기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2011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396.2

2006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수출 IT산업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ICT 수출입 동향, 2015. 7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ICT 수출입 동향, 2015. 7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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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보통신 기기 수입액					

5-6 연 평균 가계 통신비					

		

(단위 : 억 달러)

		

(단위 : 원)

750

680

150,350
150,000

600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 응용,
기반 기기(Broad IT)

450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200,000

900

100,000

300
50,000

0

구분

정보통신 기기

2006
367
80
51
27
12
537
56
8
4
43
111
648

2007
415
86
56
29
15
601
64
9
3
21
97
698

2008
435
85
66
32
14
632
69
9
2
23
103
735

2009
373
72
55
26
10
536
54
8
2
21
85
621

2010
444
93
69
29
17
652
71
9
1
23
104
756

2011
466
93
95
27
15
696
80
11
1
26
118
814

2012
467
90
63
28
6
654
85
13
1
27
126
780

2013
490
91
68
27
4
680
85
15
1
30
131
811

구분
소비 지출
통신비

합계
우편
장비
서비스
통신비 비중(%)

2010
2,286,874
138,646
214
1,750
136,682
6.06

2011
2,392,666
142,909
253
2,613
140,044
5.97

2012
2,457,441
152,359
242
6,743
145,374
6.20

2013
2,480,725
152,792
238
9,456
143,098
6.16

2014
2,551,057
150,350
287
23,766
126,297
5.89

주 : 장비

비용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조사 방법이 개선되어 장비(단말기 등) 비용이 서비스 비용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시정함에 따라, 2014년 이전과 이후의 장비 및 서비스 비용의
단순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통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 2015. 2

제2편 ICT 활용 기반

정보통신응용,
기반 기기
(Broad IT)

전자 부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통신 및 방송 기기
영상 및 음향 기기
광자기 매체
소계
의료정밀광학 기기
가정용 기기
사무용 기기 및 장비
전기 장비
소계
합계

0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131

15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ICT 수출입 동향, 2014. 1

5-7 소비자 물가 지수 중 통신(장비, 서비스 포함) 물가 지수					
		

(단위 : 억 원)

60

제3편 글로벌 정보화

109.0
95.59

120

0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통신

100.0
100.1

104.0
98.4

106.3
95.8

107.7
95.8

109.0
95.59

참고 : URL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Q2						
http://27.101.205.143/dynamic/file/afieldfile/mssw67/1272144/2015/08/21/가계통신비%20동향%20및%20통신물가지수_2015년%201분기.pdf		
					

부록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기본 분류 소비자 물가 지수 (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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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 보호

387

6-3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현황				
		

(단위 : 건)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386

180,000
150,000

6-1 해킹 발생 현황						
		

(단위 : 건, %)

132,511

120,000
90,000

35,000

60,000

30,000

30,000

25,000

15,545

20,000

10,000
5,000

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현황

18,206

23,333

25,965

39,811

35,167

54,832

122,215

166,801

177,736

158,900

132,511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15,000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0

구분

2001

신고 접수 건수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333 15,192 26,179 24,297 33,633 26,808 21,732 15,940 21,230 16,295 11,690 19,570 10,398 15,545
174
185
72
-7
38
-20
-19
-27
33
-23
-28
67
46.9 -49.5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통계, 2014

			

		

(단위 : %, 건)

건수

점유비

3,000,000

2,680,386

2,500,000

(단위 : 건)

764,025
2,415,046
21,399
21,751
17,930
10,395
8,469
5,996
7,789
16,093
107,994
85,023
38,677
65,033

증감

0

5,000

10,000

100,000

-1,651,021
2,393,647
-352
3,821
7,535
1,926
2,473
-1,793
-8,304
-91,901
22,971
46,346
-26,356
-

주 : 1) 악성코드 피해 신고 건수는 국내 주요 백신 업체가 개인 이용자용 백신 제품을 통해 확인한 악성코드 감염 진단 건수임		
2) 2012년까지는 바이러스 신고 접수 현황, 2013년부터는 악성코드 감염 탐지 현황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500,000

1,000,000

2,500,000

1,651,021

75.00

1,500,000

50.00

1,000,000

25.00

500,000
0

0

구분

도박

불법 대출

성인

대리운전

통신 가입

유흥업소

부동산

기타

합계

점유비
건수

28.60%
766,977

8.00%
215,099

6.20%
165,300

5.90%
159,341

4.20%
112,941

3.70%
98,428

1.60%
43,176

41.80%
1,119,124

100.00%
2,680,38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2015. 9

부록

감염 건수

100.00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연도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100,00

2,000,000

6-2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 현황

제2편 ICT 활용 기반

 대폰 및 이메일을 통한 스팸 유통 현황 통계
6-4 휴
가. 광고 유형별 휴대전화 문자 스팸 (2015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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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 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라. 이동통신 사업자의 스팸 차단율			

		

(단위 : 건)

		

100.0

0.25

80.0

0.20

60.0

94.4
81.8

0.15

40.0

0.12

0.10

20.0

0

0

1
2
3
평균

2013년 하반기
사업자
LGU+
KT
SKT

수신량
0.25
0.22
0.21

2014년 상반기
사업자
KT
SKT
LGU+

0.22

수신량
0.23
0.22
0.18

2014년 하반기
사업자
SKT
KT
LGU+

0.21

수신량
0.18
0.17
0.12

2015년 상반기
사업자
KT
SKT
LGU+

0.16

수신량
0.14
0.12
0.10
0.1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2015. 9

순위
SKT
KT
LGU+
평균

2013년 하반기
가입율
87.3
74.7
8.50
67.9

차단율
67.5
61.4
58.9
64.5

2014년 상반기
가입율
95.6
89.8
37.4
81.7

차단율
59.1
68.6
71.5
63.3

2014년 하반기
가입율
97.4
94.3
63.2
89.5

차단율
81.6
74.7
71.0
78.2

2015년 상반기
가입율
99.1
90.0
89.5
94.4

차단율
87.8
78.6
68.8
81.8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순위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0.30

(단위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2015. 9

		

(단위 : 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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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평균 이메일 스팸 수신량			

0.80

0.54

0.60
0.40

0

순위
1
2
3
평균

2013년 하반기
사업자
다음
네이버
네이트

수신량
0.66
0.42
0.42
0.66

2014년 상반기
사업자
다음
네이트
네이버

수신량
1.06
0.38
0.11
0.56

2014년 하반기
사업자
다음카카오
네이트
네이버

수신량
1.79
0.39
0.06
0.92

2015년 상반기
사업자
다음카카오
네이트
네이버

제3편 글로벌 정보화

0.20

수신량
1.17
0.28
0.05
0.5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2015. 9

부록

390

391

부록 정보화 관련 웹사이트 URL

국내 정보통신 유관 기관

정보 보호

http://www.nipa.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isti.re.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http://www.kdb.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orpa.or.kr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http://www.kica.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tta.or.kr
http://icc.kaist.ac.kr

http://www.1336.or.kr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이버지원센터

http://www.enis.or.k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http://www.kait.or.kr

대한민국 도메인 등록 기관

http://www.dotname.co.kr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or.kr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각국 정보화 사이트
싱가포르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http://www.ida.gov.sg

Singapore Government Online

http://www.gov.sg

Centre for Development
of Advanced Computing

http://www.cdac.in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kocsc.or.kr/

Department of Electronics Information Technology

http://deity.gov.in/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http://www.netan.go.kr
http://www.wetax.go.kr

Directory of official web sites
of the Government of India

http://goidirectory.nic.in

위택스
인터넷 품질 측정

http://speed.nia.or.kr

India image

http://indiaimage.nic.in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http://www.idrc.or.kr

일본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http://www.soumu.go.jp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http://isis.nida.or.kr

중국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http://www.cnnic.net.cn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

http://www.egov.go.kr

China Unicom

http://www.chinaunicom.com.cn

Ministry of Indus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http://www.miit.gov.c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most.gov.cn

Digital 21 Strategy

http://www.info.gov.hk/digital21

Electronic Service Delivery

http://www.esdlife.com

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http://www.ofca.gov.hk

Information Services Department

http://www.isd.gov.hk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

http://www.cedb.gov.hk

Chief Information Officers Council (CIO)

http://www.cio.go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fcc.gov

International Trial Attorneys Association

http://www.itaa.org
http://www.nitrd.gov
http://www.nist.gov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http://www.rootca.or.kr

전자정보센터

http://203.253.128.6:8088

인도

홍콩

대한민국 정보 공개

http://www.open.go.kr

스마트 정보문화포털

http://www.digitalculture.or.kr

국민정보화교육

http://www.itstudy.or.kr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마을

http://www.invil.org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마을 인빌쇼핑

http://www.invil.com

한국정보인증

http;//renew.signgate.com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 korea

http://www.hikorea.go.kr

IPv6 종합 지원센터

http://www.ngix.ne.kr

ICT 통계 포털

http://www.itstat.go.kr

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 Program

ITFIND

http://www.itfind.or.kr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부록

http://www.korea.go.kr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제2편 ICT 활용 기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국내 정보화 사이트

http://www.kocsc.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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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보화 관련 웹사이트 URL

멕시코

브라질

EU

http://www.ostp.gov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http://www.tiaonline.org

The U.S Government’s Official Web Portal

http://www.usa.gov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crtc.gc.ca

Industry Canada

http://www.ic.gc.ca

Gobierno de la República

http://www.gob.mx

Mexonline.com
Portal de Governo Eletrônico do Brasil

http://www.ieee.org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s Commission on E-Business, IT and Telecoms

http://www.iccwbo.org/policy/ebitt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http://www.iec.c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http://www.ifip.or.at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

http://www.ims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http://www.iso.org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http://www.itu.in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

http://www.itso.int

http://www.mexonline.com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sers Group

http://www.intug.org

http://www.governoeletronico.gov.br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http://www.icann.org

Serviço Federal de Processamento de Dados

http://www.serpro.gov.br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http://www.ietf.org

Comitê Gestor da Internet no Brasil

http://www.cgi.br

Internet Law and Policy Forum

http://www.ilpf.org

Ministerios de Obras Públicas

http://www.mop.cl

Internet Society

http://www.isoc.org

Comisión Nacional de Investigación Cientificay
Tecnológica

http://www.conicyt.cl

Internet Systems Consortium

http://www.isc.org

Fundacion Chile

http://www.fundacionchile.cl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http://portal.unesco.org/ci/en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

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

European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http://www.euroispa.org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

http://www.witsa.org

European Software Institute

http://www.esi.e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int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http://www.etsi.org

World Wide Web Consortium

http://www.w3.org

Europea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http://www.digitaleurope.org

The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opa.eu

Bund de Verwahrung Online

http://www.bund.de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http://www.bsi.de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http://www.bmbf.de

프랑스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http://www.culture.gouv.fr

러시아

Новая

http://www.neweco.ru

экономика

국내 정부 웹 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청와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eongWaDae

청와대어린이신문 꿈도담

http://kidnews.president.go.kr
http://www.bai.go.kr

감사원

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http://www.finance.gov.au/agimo

뉴질랜드

State Services Commission

http://www.ssc.govt.nz

공공감사 홈페이지

해외 정보통신 유관 기관

http://www.pasa.go.kr
http://nis.go.kr

국가정보원
111콜센터

http://www.111.go.kr/svc/main.do?method=content&cmid=11717

IT보안인증사무국

http://service2.nis.go.kr

국가사이버안전센터

http://service1.nis.go.kr
http://www.nis.go.kr/svc/recruit.do?method=content&cmid=11612

http://www.ansi.org

산업기밀보호센터

http://service4.nis.go.kr/servlet/pag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http://www.apectelwg.org

안보전시관

http://museum.nis.go.kr

Asia-Pacific Telecommunity

http://www.aptsec.org

테러정보통합센터

http://www.tiic.go.kr

Asian-Oceanian Computing Industry Association

http://www.asocio.org

국제범죄정보센터

http://service5.nis.go.kr

CDMA Development Group

http://www.cdg.org

국무조정실

http://www.pmo.go.kr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http://www.cert.org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http://cpsr.o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ttp://epic.org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titute

http://www.etsi.org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mmission

http://www.giic.org

중앙소방본부

http://www.nema.go.kr

해양경비안전본부

http://www.kcg.go.kr
http://www.mpm.go.kr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http://www.coti.go.kr

부록

국정원채용정보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호주

제2편 ICT 활용 기반

독일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칠레

http://www.ntia.d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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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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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https://sochung.mpm.go.kr/home/page/index.do

http://www.g2b.go.kr
http://www.mest.go.kr

교육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http://www.neis.go.kr

법령해석서비스

http://ahalaw.moleg.go.kr

창의인성 교육넷

http://www.crezone.net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http://library.moe.go.kr

에듀넷

http://www.edunet4u.net

http://www.foodnara.go.kr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mfds.go.kr/cfscr/index.do

유아교육지원포탈

http://childschool.moe.go.kr

생약종합정보시스템

http://www.mfds.go.kr/herbmed/index.do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식품전자민원창구

http://minwon.mfds.go.kr/kfda

대학입학정보포탈사이트

http://univ.kcue.or.kr

http://www.acrc.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4u.net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청렴연수원

http://www.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acrc.go.kr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http://www.ndsl.kr

http://ftc.go.kr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http://www.now.go.kr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ThMain.do#5

기업집단정보포털

http://groupopni.ftc.go.kr

국가자연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naris.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www.kofair.or.kr/goMain.do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어린이공정거래교실

http://kids.ftc.go.kr

전자민원센터

http://www.emsip.go.kr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

공정거래위원회

http://nas.na.go.kr

국회사무처

http://assembly.webcast.go.kr

http://www.mofat.go.kr

외교부

http://www.scourt.go.kr

비자면제프로그램

http://www.vwpkorea.go.kr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남극허가신청

http://www.antarctica.go.kr

법원경매정보서비스

http://www.courtauction.go.kr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Hi 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전자독촉시스템

http://ecf.scourt.go.kr

대법원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http://elecinfo.nec.go.kr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어린이/청소년 선거교육 사이트 선남선녀

http://www.teen.go.kr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

http://lib.uniedu.go.kr/unilib/index.jsp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j.go.kr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

http://www.lawedu.go.kr

http://taxinfo.nts.go.kr/index.jsp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형사 사법 포털

http://www.kics.go.kr

납세자 세법교실

http://taxstudy.nts.go.kr

휴넷코리아

http://www.hnkorea.net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조세박물관

http://www.nts.go.kr/museum/index.asp

중소기업법률지원단

http://www.9988law.com

현금영수증서비스

http://www.taxsave.go.kr

통일법무자료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main.html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http://www.spo.go.kr

http://www.customs.go.kr

검찰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국방부

고객지원센터

http://call.customs.go.kr/crmcc/index.jsp

국립현충원

http://www.snmb.mil.kr

http://kostat.go.kr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관세청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http://www.mnd.go.kr

http://www.mma.go.kr

병무청
복무 관리 포털

http://sbm.mma.go.kr

부록

http://www.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제3편 글로벌 정보화

http://www.nec.go.kr
선거정보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편 ICT 활용 기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http://www.mfds.go.kr
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식품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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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산림GIS포털

http://www.forest.go.kr

http://www.d2b.go.kr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li/UI_
KFS_7006_010100.html&orgId=fli&mn=KFS_02_05_01_02

산사태 정보시스템

http://sansatai.forest.go.kr/welcome.ls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정부 3.0

https://www.gov30.go.kr

http://www.rda.go.kr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http://npms.rda.go.kr/npms

우수농산물 대표쇼핑몰 하이팜

http://new.hi-farm.com

http://www.training.go.kr

국가 대표 포털

http://www.korea.go.kr

상훈포털시스템

https://www.sanghun.go.kr/pt/main/portalHome.do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ITFIND

http://www.itfind.or.kr

내고장알리미

http://www.laiis.go.kr

IT 통계 포털

http://www.itstat.go.kr

uTrade Hub(전자무역)

http://www.utradehub.or.kr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http://www.femis.go.kr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http://www.mke.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gosi.go.kr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기업지원플러스

http://www.g4b.go.kr

http://www.minwon.go.kr

기업이전・투자지원시스템

http://www.comis.go.kr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정보화마을

http://www.invil.org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http://www.gpki.go.kr

메인비즈

http://www.mainbiz.go.kr

http://www.police.go.kr

비즈인포

http://www.bizinfo.go.kr

http://www.netan.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중소기업공공구매론

http://www.smpploan.com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

정부 민원 포털

사이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mct.go.kr/

문화체육관광부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

OASIS

http://www.oasis.go.kr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국립국악원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http://www.kipo.go.kr

특허청

http://www.gugak.go.kr

표준특허센터

http://www.epcenter.or.kr

국가지식재산 교육 포털

http://www.ipacademy.net/servlet/MainController?sd=PS&ms=1

특허로

http://www.patent.go.kr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립극장

http://www.ntok.go.kr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건강길라잡이

http://www.hp.go.kr

http://www.nl.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korea.kr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문화 포털

http://www.culture.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http://www.cha.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http://www.memorykorea.go.kr

두드림

http://dodreamfund.co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대한적십자사

http://www.redcross.or.kr

국립암센터

http://ncc.re.kr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유산
국가문화유산 포털

http://www.heritage.go.kr

고객지원센터

http://www.e-minwon.go.kr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e.go.kr

환경부

http://www.konetic.or.kr

Food Safety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www.foodsafety.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www.agrix.go.kr

올바로시스템

http;//www.allbaro.or.kr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www.waternow.go.kr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http://www.safeq.go.kr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

우수농산물(GAP)정보서비스

http://www.gap.go.kr

국립공원관리공단

http://www.knps.or.kr/portal/main.do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웰촌포털

http://www.welchon.com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
http://www.forest.go.kr

산림청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ature.go.kr

http://www.kma.go.kr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
http://www.molab.go.kr

노동부
WorkNet

http://www.work.go.kr

고용보험

https://www.ei.go.kr

부록

http://www.mafra.go.kr

국가환경정보센터(KONETIC)

농림축산식품부

제3편 글로벌 정보화

문화재청

제2편 ICT 활용 기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훈련정보센터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국방전자조달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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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보화 관련 웹사이트 URL

월드잡

http://www.worldjob.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1. 정보화 관련 국제 지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1-1. 전자정부 준비 지수 및 순위

http://www2.unpan.org/egovkb/global_reports/10report.htm

외국인 고용허가시스템

http://www.eps.go.kr

1-2. 온라인 참여 지수 및 순위

http://www2.unpan.org/egovkb/global_reports/10report.htm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http://www.wage.go.kr

1-3. 정보통신 발전 지수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mis2013.aspx

장애인 고용 포털

http://www.worktogether.or.kr

1-4. 디지털 경제 지수 및 순위

http://www.eiu.com/site_info.asp?info_name=digitaleconomy_2010&rf=0

직업능력지식 포털

http://www.hrd.go.kr

1-5. IT 산업 경쟁력 지수

http://global.bsa.org/2009eiu

http://www.mogef.go.kr

1-6. 네트워크 준비 지수 및 순위

http://www.weforum.org/reports/global-information-technology-report-2013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http://iye.youth.go.kr

2. 인터넷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http://yap.youth.go.kr

2-1.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추이

http://www.itu.int , www.kosis.kr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2-2. OECD 국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http://www.oecd.org/sti/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

청소년전화1388

https://www.cyber1388.kr:447

2-3. 주요국 초고속 인터넷 이용 비용

http://www.imd.ch
http://www.kisa.kr

2-5. 상위 10개국 IPv4 주소 보유 현황

http://isis.kisa.or.kr

KORAIL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orail.com

2-6. 상위 10개국 IPv6 주소 보유 현황

http://isis.kisa.or.kr

건설CALS포탈시스템

www.calspia.go.kr

2-7. 주
 요 OECD 가입국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 현황

http://isis.kisa.or.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2-8. 국가별 AS번호 보유 현황

https://ip.kisa.or.kr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https://www.nsic.go.kr

3. 방송 및 정보통신 산업

국토 포털

http://www.land.go.kr

3-1. IT 시장 규모 및 전망

http://www.gartner.com

국토교통 재난정보센터

http://www.u-safety.go.kr

3-2. IT 시장 지역별 규모 및 전망

http://www.gartner.com

수도권대중교통정보시스템

http://www.tago.go.kr

3-3. 기업별 모바일 단말기 출하 현황

http://www.gartner.com/newsroom/id/2335616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 포털

http://www.onnara.go.kr

3-4. 기업별 스마트폰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http://www.idc.com

자동차 결함신고 센터

http://www.car.go.kr

3-5. 연도별 CDMA 가입자 현황

http://www.cdg.org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3-6. 주요국 아날로그/디지털 TV 가구 비율

http://www.ofcom.org.uk

새만금개발청

http://www.kasdi.go.kr

제2편 ICT 활용 기반

2-4. 주요 일반 최상위 도메인 등록 현황

http://aircis.kr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http://www.molit.go.kr
AirCIS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여성가족부

세계 현황 데이터

http://www.mof.go.kr

해양수산부

yes U-port 시스템

http://www.yesport.go.kr

바다생태정보나라

http://www.tidalflat.go.kr

해양수산연구 정보 포털

http://portal.nfrdi.re.kr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시스템

http://www.meis.go.kr

국립수산과학원

www.nfrdi.re.kr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자율어업관리 사이트

http://www.jayul.go.kr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gicoms.go.kr

수산 정보 포털

http://www.fips.go.kr

연안 포털

http://www.coast.go.kr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http://www.spidc.go.kr

부록

http://www.kiost.ac
제3편 글로벌 정보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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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치단체 주요 정보화 추진 사업

2015 국가정보화백서 참여 집필진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절 ICT 발전과 미래사회 변화 _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재욱 연구위원

제2장 ICT 융합 정책
제1절 K-ICT 전략과 9대 전략 사업 _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부산광역시 _ 정보화담당관실 홍경희 담당관

		

대구광역시 _ 정보화담당관실 조미송 주무관

		

인천광역시 _ 정보화담당관실 송해수 담당관

		

광주광역시 _ 스마트행정담당관실 정장실 주무관

		

대전광역시 _ 정보화담당관실 이선경 주무관

		

울산광역시 _ U시티정보담당관실 백승희 주무관

		

세종특별시 _ 정보화담당관실 허윤무 주무관

		

경기도 _ 경희대학교 강선무 교수

		

강원도 _ 정보산업과 최영헌 주무관

		

충청북도 _ 정보통신과 이석형 주무관

		

충청남도 _ 정보화지원과 이명식 주무관

		

전라북도 _ 정보화총괄과 담당관

		

전라남도 _ 정보화담당관실 송하석 주무관

		

경상북도 _ 정보통신과 김현주 주무관

		

경상남도 _ 정보통계담당관실 박미경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_ 정보화담당관실 현은정 주무관

제1편 정보통신기술 활용

총론

제1장 ICT 기반 미래 전략

서울특별시 _ 정보기획담당관실 백명숙 주무관

		

총론 2015년 국가 정보화 이슈

제1절 17개 시도 자치단체 주요 정보화 추진 사업 현황
		

제3장 창조경제 지원
제1절	ICT 융합과 창조경제 _ *1편 3장 2절 ‘국가 정보화와 창조경제 - ICT 기반의 창조경제 추진 실적

제4장 정부3.0
제1절 정부3.0 추진 현황 _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정책본부장

제3부 산업 정보화
제1장 산업 부문별 정보화 추진 현황
제1절	농수산업 정보화 _ *2편 3장 ‘농림·해양·환경·노동·국토교통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 인용
제2절 제조업 정보화 _ 산업연구원 이원복 연구위원
제3절 금융 정보화 _ 한국은행 채규향 과장

제2편 ICT 활용 기반

및 주요 성과’ 인용

제4절 물류·유통 정보화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수엽 실장
제5절 관광 정보화 _ 한국관광공사 송현철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1부 중앙행정 정보화
제1장 중앙행정 정보화 추진 현황
제1절	추진 현황 및 특성 _ *1편 1장 1절 ‘국가 정보화 현황 및 추진 방향 - 추진 현황 및 특성’ 인용
제2절	추진 성과와 전망 _ *1편 1장 2절 ‘국가 정보화 현황 및 추진 방향 - 추진 성과와 전망’ 인용
제3절	정보화 수준 _ *1편 1장 3절 ‘국가 정보화 현황 및 추진 방향 - 정보화 수준’ 인용

제2장 중앙행정 정보화 추진 전략
제1절	비전 및 전략 _ *1편 2장 1절 ‘국가 정보화 현황 및 추진 방향 - 비전 및 전략’ 인용
제2절	추진 계획 _ *1편 2장 2절 ‘국가 정보화 현황 및 추진 방향 - 추진 계획’ 인용

제4부 국민생활 정보화
제1장 국민안전 정보화
제1절	재난안전통신망 _ *3편 4장 1절 ‘국민안전 정보화 - 추진 방향’ 인용
제2절 통신재난 _ *3편 4장 2절 ‘국민안전 정보화 - 통신재난’ 인용
제3절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_ *3편 4장 3절 ‘국민안전 정보화 -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인용

제3편 글로벌 정보화

1편

제2장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제1절	교육 정보화 _ *2편 2장 ‘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 - 교육부’ 인용
제2절 과학기술 정보화 _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원균 실장

제3장 복지·문화 정보화

제2부 지역·도시 정보화

각주 : *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연차보고서

제2절 복지 정보화 _ 사회보장정보원 한상필 부장
제3절 사회보험 정보화 _ 보건복지부 박동필 주무관

제1절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전략 _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정책본부장

제4절 고용·근로 정보화 _ 한국고용정보원 김형래 박사

제2절 스마트 도시 추진 현황 _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정책본부장

제5절 문화 정보화 _ 한국문화정보원 김동훈 책임연구원

부록

제1장 스마트 도시 추진 현황 및 특성

제1절 보건·의료 정보화 _ 사회보장정보원 한상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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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ICT 활용 기반

제1부 ICT 산업 육성
제1장 IoT
제1절 기술 현황 _ 한국정보화진흥원 윤미영 책임연구원

제3편
글로벌 정보화

제2절 향후 전망 _ 한국정보화진흥원 윤미영 책임연구원

제1부 글로벌 정보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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