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서 울 시  정 보 화 시 행 계 획

 

2009. 3.

서  울  특  별  시



목 차

        Ⅰ. 2009 서울시 전자정부 목표 및 구성  -  3

                     Ⅱ. 서울시 전자정부 현황 -  8

              Ⅲ. 2008년도 전자정부 추진평가  - 17

                 Ⅳ. 2009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 35

                             A. 첨단 IT서울 브랜딩 -  38

                      B. 시민고객감동 IT서비스 제공 -  43

                         C.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  68

                        D. u-서비스, u-인프라 확대 - 118

                       E. 안전한 전자정부체계 구현 - 151

[ 부 록 ]

< 개 요 > ············································································  169

1. 정보화조직 및 인력현황 ··············································  170

2. 2009년도 정보화예산 ····················································  175

3. 홈페이지 운영현황 ························································  176

4. 2009년도 자치구 정보화사업 ······································  177

5. 정보화 관련 규정 ··························································  215  



 Ⅰ. 2009 서울시 전자정부 목표 및 구성

1. 서울시 전자정부 목표 및 전략

❑ 민선4기 서울의 비전과 정보화목표



❑ 서울시 전자정부 정책과제

   



❑ ICT 환경의 변화 및 동향

 ○ 기술적 측면

u-ICT, 3D영상, 바이오센서, 로봇 등으로 생활전반에 ICT기술이 내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융합형･모바일형으로 발전

       ⇒ u-서비스 등 ‘인간중심적’ ‘활용중심적’ 정보화로 이행

 ○ 사회경제적 측면

신성장동력과 생산성 향상 필요, ICT․비ICT 등 디지털 컨버전스 확산, 복지․안전․환경 등 다양

한 분야간 융․복합의 촉매제 역할 요구

       ⇒ 녹색성장 등 ICT기술을 통한 복합적 가치의 효율적 연계

○ 시민적 측면

 참여･협력의 거버넌스형 구조로 전환,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사회, 생활의 웰빙화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 발생

       ⇒ 시민 참여와 소통,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맞춤형 정책 제공

◈ 중앙정부 정책방향

 - 정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e-Korea, u-Korea) ➡ 일 잘하는 지식정부(k-Korea)로 전환

     ･ 집단지성･사회적 네트워킹을 활용한 ‘오픈 거버넌스 패러다임’적용

     ･ 국가정보화기본설계도(EA)에 기반한 정보자원･서비스 통합 추진

- 3대 분야 :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5년간 97조원 투자, 일자리 352만개 창출

    ※ ICT분야 : 차세대무선통신, 방송통신 융합산업(인터넷TV, 와이브로), IT융합

                 시스템(차세대 디스플레이, 전자태그),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U-러닝), 컨텐츠․소프트웨어



❑ Vision 2010, 서울시 전자정부 연차별 추진계획

첨단 IT 수도
“서울” 브랜딩

세계IT수도서울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개최

세계 전자정부 수도 공인

IT-Complex 입찰 공고

 세계도시 CIO포럼 개최

 국제적 IT대회 유치 추진

(WCIT 등)

IT-Complex 착공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창립

  WCIT 2014유치

IT-Complex 건립 
공사진행

국내외 전자정부
마케팅 강화

(MOU)
'07. 5개 → 7개 도시 9개 도시 11개 도시

시민고객
감동

IT서비스
제공

시민고객  

참여‧소통 활성화

'07. 인지도 81% →85%

'07. 이용율 46% → 60%

인지도 88%

이용율 65%

인지도 90%

이용율 70%

시민고객 감동 

IT서비스 발굴시행

웹2.0기반 IT서비스 제공

서울 IT희망나눔 본격화

시민이용 IT서비스 확대

서울 IT희망나눔 정착

타겟별 맞춤서비스 구축

글로벌 IT희망나눔 추진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유리알 서울을
시스템으로 구현

클린재정‧소방 시스템 
구축완료

분야별 클린시스템 확대 클린시스템 구축완료

디지털행정

 프로세스 정착
EA고도화 2차 EA고도화 3차 활용중심 EA 운영

u-서비스
u-인프라
확대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모바일 포털 

플랫폼 구축
모바일 포털 서비스 확대

모바일 포털 

서비스 고도화

u-인프라 확대
도시무선망관련 전용 
주파수 신청 및 관련

 T/F 구성

도시무선망 시범 구축

BcN 일부 구축

개별망 통합, BcN 구축
도시무선망 구축

첨단 지능형

도시관리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주요지역 3차원 

가상 서비스

모바일 GIS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개발

3차원고정밀 기반

데이터 구축  

모바일 GIS 도시관리형 
서비스 확대

3D 가상도시 확대개발 
및 활용성 고도화 

안전한 전자정부 
체계 구현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행정‧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린데이터센터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시‧구간 통합보안센터 구축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치

그린데이터센터 구현을 위한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시‧구간 통합보안센터 운영

사이버정보보호책임관제도입

그린데이터센터 실현

u-통합보안센터 정착

사이버정보보호 내실화



2. 서울시 전자정부 구성

❑ 서비스, 정보자원, 인프라, 기술기반 4개 분야

○ 정보서비스 : 프론트오피스(시민고객 IT서비스), 백오피스(행정업무의 혁신과 효율성을 

추진하는 내부행정시스템)

○ 정보자 원 : 데이터센터(SDC)를 통해 24시간 365일 통합운영

○ 정보인프라 : 우리시 전용 초고속통신망인(u-Seoul Net․e-Seoul Net), 통합정보보호체계

○ 기술 기반  : u-Seoul 마스터플랜, 정보기술아키텍처(EA),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 서울시 전자정부 구성도



 Ⅱ. 서울시 전자정부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  5담당관 24팀, 1사업소 4과

❑  인  력

(단위 : 명)

    서울시 인력중 “행정․기타” 103명은 일반 57(행정 48, 토목 5, 기계 2, 전기 2), 별정 4,

     기능직 42명으로 구성

    타부서 정보화인력은 기능(전산, 통신) 제외 인력임



                                                                         

❑ 정보화기획단 부서별 주요기능

부서 (기 관)별 주   요   사   무

정보화기획담당관

○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
○ 전자정부 해외마케팅 및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 정보화사업 평가 및 감리 등 정보자원관리 총괄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및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 
○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 발간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기술 기획 ․전략수립 및 컨설팅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추진
○ 클린시정 추진,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행정포털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정보시스템 업무총괄(한국지역정보개발원 포함)

지 리 정 보담당관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도 제작․갱신 ․유지관리
○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
○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정 보통신 담당관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e-Seoul Net 운영 총괄 및 고도화 추진
○ 통합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확립
○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유시티추진담당관

○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조정·관리
○ 유시티 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
○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성

데 이  터  센 터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 인터넷서버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 공무원 ․시민 정보화 능력 개발 전산교육

2. 전자정부 예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서울시 총예산
전자정부 예산
(본청․사업소)

정보화예산 비율

2009년 21,036,900 129,303 0.61%

2008년 19,434,300 96,578 0.50%

2007년 16,920,000 123,657 0.73%

2006년 15,160,000 120,054 0.79%

2005년 14,565,800 120,497 0.82%

2004년 14,180,000 114,402 0.81%



                                                                         

3. 정보서비스 및 장비 현황

❑ 정보서비스

○ 프론트오피스 부문

∙ 서울시 통합홈페이지 : www.seoul.go.kr

- 시민고객 중심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224개 사이트 운영

                                                                              (단위 : 개)

※ 통합관리 119개, 부서 개별관리 105개 사이트(교통, 세무 등 전문서비스 제공)

∙ 서울시 인터넷방송 : tv.seoul.go.kr

- 7개 메뉴 30개 프로그램 3,564편  서비스 제공

(단위 : 편)

서울시 GIS 포털 : gis.seoul.go.kr

- 5개 분야 18개 서비스 제공

 (단위 : 개)



                                                                         

∙ 서울시 모바일포털( ) 

    - 702번호를 입력 후, 핸드폰의 핫키( )

    - 702번호+#+정류소번호를 입력 후, 핸드폰의 핫키( )

    - 스마트폰 등 풀브라우징 : http:// m702.seoul.go.kr

  - 6개 분야 38개 서비스 제공

○ 백오피스 부문

업무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 : 170종(GIS 시스템 20종 포함)

<개발방법별 현황>
                                                                              (단위 : 종)

<사업규모별 현황>

                                                                              (단위 : 종

❑ 전자정부 장비

○ 정보시스템 장비(377대)

∙ 서버 334대, 디스크 스토리지 24대, 자동백업장비 9대, 부가장비 10대

<분야별 정보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단위 : 대)



                                                                         

○ 정보통신 장비<분야별 정보통신 장비 및 데이터회선 현황>

∙ 통신장비 120대
                        (단위 : 대)

∙ 데이터회선 33회선
                                                                          (단위 : 회선)

❑ 정보인프라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u-Seoul Net/e-Seoul Net

∙ 멀티미디어 방식 통합정보통신망

- 서울시 주요행정기관 총 36개소를 광케이블로 연결(지하철구간 활용)

- 72대의 전송장비와 e-SNOC(Seoul Network Operating Center)로 24시간 운영

○ 서울시 정보보호 기본운영체계인 통합정보보호체계 운영

∙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침입차단시스템(인터넷 통합접속및 침입탐지시스템(e-Seoul Net 6개 거점) 운영

- 해킹을 자동차단하는 침입방지시스템 및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 운영

<분야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단위 : 대)

∙ 통합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침해사고대응센터 운영

∙ 통합정보보호체계(ISO27001) 인증



                                                                         

❑ 정보화 교육

○ 시민사이버정보화교육운영

 ∙ 2008년 총6개분야 51개과정, 교육 54,667명, 수료 17,446명(32%)

     ※당초 수료인원 년간 목표 11,000명 대비 실적 17,446명으로 158.6% 초과달성

       - 기본교육     6개 : 컴퓨터 기초, 파워포인트 XP 기초, 엑셀 2002 기초 등 
       - 활용교육    18개 : 한글 2004, 포토샵 CS, 엑셀2003, 플래쉬 MX 2004 등
       - 맞춤교육     6개 : 디지털이미지제작, 홈멀티미디어,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
       - 자격증       4개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실기/필기, 웹디자인 기능사실기 등
       - 정보기술    10개 : IT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정보통신실무 등
       - 어린이정보   7개 :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연령별 교육이수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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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교육인원 분포도)

 ○ 직원대상 출석 및 사이버교육 운영현황

∙ 2008년 총 82회 11,115명 교육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 명)



                                                                         

4. 정보서비스 시민고객 이용현황

❑ 서울시 통합홈페이지

○ 2008년 총 방문건수 : 46,715,531건 (일평균 : 127,638건)

- 상반기 23,296,420건, 하반기 23,419,111건

2008년  월 별 방 문 수 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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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수 일평균

[2008년도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수 추이]

○ 방문자 상위 5개 사이트 : 25,526,877건 (총 방문수 대비 54%차지)

- 1위 문화관광(6,893,186건), 2위 하이서울뉴스(6,689,696건),

  3위 미세먼지예경보(4,492,850건), 4위 버스정보(3,738,509건),

  5위 토지정보서비스(3,712,636건)

○ 기타 주요 정보사이트

- 지리정보포탈, 통합예약, 전자민원, 정책토론방, 문화관광 등

- 원클릭 전자민원 및 통합예약서비스 운영현황

 <주요서비스별 이용자수>     (단위 : 건)



                                                                         

❑ 서울시 인터넷방송

○ 2008년 총 방문자 : 2,073,017명 (일평균 : 5,679명)

- 라이브캠 방문자(2008) : 861,959명

․ 서울광장(539,819명), 청계천(322,140명)

○ 주요서비스

- 서울은 지금(서울포커스, 문화행사안내, 시정브리핑), 테마문화서울(예술, 디자인, 

관광, 글로벌, 축제@서울), 시민 UCC마당(시민VJ영상기사, 대학생공모전) 등

❑ 지리정보 포털

○ 2008년 총 접속자수 : 2,602,159명 (일평균 : 7,129명)

○ 주요 서비스

- 서울시지도검색, 도시정보지도(주제별), 통계지도, GIS학습, 서울시변천사,  

어린이지도 학습마당 등

<주요서비스별 이용자수>
             (단위 : 천명)

❑ SMS 서비스

○ 2008년 총 서비스 수 : 4,283,645건

○ SMS 서비스 분야

<주요 서비스별 발송수>
   (단위 : 천개)



                                                                         

❑ 모바일 포털

○ 2008년 총 방문자 :  834,168 명(월평균 69,514명)

 

연월 페이지뷰 방문자
2008. 1 68,986  6,754 
2008. 2 139,627 13,782 
2008. 3 81,852 5,359 
2008. 4 87,837 5,911 
2008. 5 127,557 11,307 
2008. 6 291,120 31,140 
2008. 7 398,116 44,771 
2008. 8 659,624 69,937 
2008. 9 855,486 100,426 
2008.10  1,157,709 131,841 
2008.11 1,525,754 146,061 
2008.12 2,356,401 266,879 
합  계 7,750,069 834,168 
월평균 645,839 69,514 

❑ 사이버 토론방

○ 2008년 총 24회(월2회) 사이버토론 개최

- 사이버토론방 주요 주제

   ․ 정책토론 : 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

   ․ 청소년토론 :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등

<분야별 개최현황>         (단위 : 건)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 2008년 PC 총 1,302대 지원

<분야별 지원현황>



Ⅲ. 2008년도 전자정부 추진평가

1. 총  평

우리 시는 ｢IT강국 Korea｣의 대표도시로, 발전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

자정부가 다양한 시민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

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음

이러한 우리시의 전자정부 성과를 자국에 접목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해외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벤치마킹하였으며 우리시는 전자정부의 우수성

을 바탕으로 해외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

계속에서 서울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IT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u-서비스, u-시민참여, 디지털행정 추진, 첨단

형 도시관리, 유비쿼터스 서울 추진 등 5개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

리시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정보화라는 행정 내부의 적용을 넘어 시민고객이 참

여하는 시민고객 중심의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첨단 IT기술을 

도입하여 시대변화를 앞서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

첨단 IT서울 브랜딩

IT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서울을 『세계 속의 IT 수도 서울』로 브랜

드화하고 세계 속에서 IT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음

세계 35개 주요도시 시장․대표들이 참가한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2008.7)의 성공

적 개최는 전자정부 분야에 대해 공동협력 모델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서울 전자

정부 선언’을 공동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창립하는 부분

에 합의하여 2009년 10월에 협의체 창립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확정하기 위

한 ‘세계 도시 CIO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시 전자정부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함으로써 ‘세계도시 서울’ 브랜딩에 크게 기여하였음. 

또한 2008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시 GIS세션 및 GIS전시관 운영하여 우리시 첨단 

GIS기술 및 가상도시 체험 등으로 국․내외 홍보하여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음



시민고객감동 IT서비스 제공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여․공유․개방을 지향하는 웹2.0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홈페이

지 검색포털시스템과 웹표준프레임웍을 구축하였고, 시민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사이버토론방과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

로는 노인 및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를 통합 개선하고 원클릭 전자민원시스템을 개편하여 시

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따뜻한 디지털 사회 만들기 운동의 일환

인 『서울 IT희망나눔』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특히, 시민고객이 온라인 참여공간을 통해 우리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제안 및 토론결과를 시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

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 시정참여 공간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와 정책

토론과 실현을 위한 “사이버 정책토론방”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모든 

업무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예산 집행에 시민고객이 참여하는 클린재정시스템과 유

무선 온라인 정책투표시스템(e-poll)을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서울시 구현에 앞장

서고 있으며, e-시민참여 서비스로 2008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음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대외적으로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EA 성숙도 수준” 추가, 시도 ․ 시군구 

EA 보급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EA 강화 추세에 맞추어 서

울시 EA를 단계별 고도화 추진하였고, 한미FTA 관련 S/W저작권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

응으로 정품사용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여,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시 문제점 도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서울시 위상 확

립,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보급 및 새올시스템과의 연계로 업무 활용도 제고 등 우리

시 정보시스템의 역할수행에 적극 대처하였음

대내적으로는 유리알 행정 구현을 위해 클린재정시스템의 산하기관 재정자료 연계, 

공개 ․ 수의시담 업무 온라인 처리 등 업무개선 및 행정업무 정보화사업 추진 시 타 

사업과 통합/분리를 통한 예산절감, 인터넷 무방문 민원서비스 지원, 영향도 평가의 



온라인공개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공인중개사 업무 등 중복사무 정리, 민원

행정, 자동차/급여/인사 등 효율적인 시스템관리로 행정업무 무장애 지원, 소방재난본부

(26개)에 대한 행정포탈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추진, 내/외부 메일 통합시스템 구

축 등 서울시 전반에 걸친 백오피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와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연계 추진 및 우수 S/W 공동 활용 등 정보자

원 통합지원에 대비한 전담팀 설치로 정보시스템 기능을 확충하였음

u-서비스, u-인프라 확대

시민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생활패턴에 맞춘 민원서비스로 교통, 환경, 문화정보

와 예약서비스를 인터넷은 물론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m702 모바일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m702포털 서비스는 2008

년도 IT 전문언론기관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었음

또한, u-어린이안전사업으로는 안전포털 홈페이지 구축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

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안전 특화요금제를 신설하였음. 특히, 서울숲공원에 유비쿼

터스 5대 특화서비스(u-헬스, u-생태학습, u-어린이안전, u-인터넷, u-테마파크)를 

구현하였음

이외에도,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으로 IPv6시범망을 구축․운영

하고 모바일 GIS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u-City 기반 구축에 노력

하였음

모바일 포털 ⓜ서울702 시청주변 3차원 모델 청계천 유비쿼터스 테스트베드



안전한 전자정부체계 구현

고품질의 시각화된 3차원 지리정보와 다양한 양질의 관광콘텐츠로 가상도시서울을 

구현하였으며 1/1,000 수치지도 변경 지형지물과 지하시설물 도로데이터를 갱신하

여 도시관리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28종 도시공간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지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GIS활용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또한, 표준 모바일 GIS플랫폼을 구축하고 위치를 기반으로 한 시민불편살피미 등 

현장업무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업무편의를 도모하였음

이외에도

자치구 정보화 인센티브 지원, 시․자치구간 시스템 공동활용 및 정보화연찬회 개최 등 

자치구와의 교류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화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시 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문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음



2. 분야별 추진성과

첨단 IT서울 브랜딩

○ 전자정부 해외 마케팅 추진

- 대만 타이베이 및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전자정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민간기업과 연계 WCIT 2008 (말레이시아) 서울시 홍보전시관 운영

- 전자정부 마케팅 프로그램(IT 체험 Tour 등) 운영

․ 영국 국회의원, 아프리카 개도국 정보화고위공무원단, 일본 총무성국장,

 프랑스 지자체 정보화사절단 등 48개국 337명 방문

            타이베이시
전자정부 MOU 체결

WCIT 2008 
서울시 홍보전시관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행사개요 및 성과

 ① 행사개요

    - 기간 및 장소 : '08.7.7(월) ~ 7.9(수), 롯데호텔 서울

    - 후   원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전자정부센터, 행안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참석도시 : 총 35개도시(본, 요코하마, 프랑크푸르트, 북경, 샌프란시스코 등)

    - 참석자 : 총 1,070명(세계도시 시장 등 대표단, 전자정부․IT분야 전문가, 주한외교 사절  등)

    - 주요행사 : 개막식, 시장라운드테이블, 전문가세션, 전시, 투어, 만찬 등

     ※ "서울 전자정부 선언" 공동 채택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합의

        시장님,서울 전자정부 선언 (Seoul e-Government Declaration)발표



 ▶ 선언문 주요내용

  ① 전자정부 지식과 경험 공유  => 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 촉진

  ② 전자정부 디지털 역량을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창출

  ③ 보편적 디지털 생활양식 확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 간 공동 노력 필요

  ④「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구성, 서울시에 사무국을 두고, 2010년 창립 총회 개최 준비

【개막식-기조연설(네그로폰테)】 【서울 전자정부 선언】 【해외언론 보도화면】

  ② 행사추진성과

   - 세계 도시 다수 참석, 전자정부 분야 공동협력 모델 기틀 마련

    ․ 세계 35개 주요 도시 시장․대표들과 공동으로 서울 전자정부 선언 발표

   - 서울시 전자정부 우수성 국․내외 홍보, ‘세계도시 서울’ 브랜딩

    ․ 와이드스크린, 전자회의 시스템, 무선인터넷 등 IT를 활용한 회의운영

   - u-City․GIS 등 선진 IT기술을 직접 체험하여 해외도시 관계자 관심 유도

     ※ Forbs, Austin Business 등 178개 해외언론 보도, 국내 중앙방송 

        및 주요일간지 75회 보도, 네이버․다음 등 포탈사이트 메인페이지 표출 

   - 초청․의전․회의․전문가세션․전시․투어․만찬 등 국제행사 전 분야의 성공적 개최

    ․ 해외도시 관계자, 국내전문가, 시민고객 다수 참여, 미래비전과 우수사례 공유

○ 가상도시 체험을 통한 국․내외 홍보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

   - 「2008 세계전자정부시장 포럼-GIS세션 및 GIS전시관」운영

     ․ 장소 : 롯데호텔 (서울 : ‘08.7.7 ~ 7.9)

     ․ 내용 : 세계 주요도시 시장 및 IT전문가 등 약1,300명(연인원)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우리시 첨단 GIS기술 체험 등으로 IT 선진도시 홍보



<u-City 세션> <m702 서비스 직접 시연>

<GIS세션 참석 장면> <GIS세션 토론 장면>

<GIS세션 연사 단체 사진> <GIS전시관을 둘러보는 오세훈시장과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기조연설자>

○ u-City 세션과 유비쿼터스 서울 홍보전시관 운영으로 첨단 u-행정 소개

   - 「2008 세계전자정부시장 포럼 - u-City세션 및 전시관」 운영

     ․ 장소 : 롯데호텔 (서울 : ‘08.7.7 ~ 7.9)

     ․ 내용 : 도시 행정적 시각에서 u-City 구축의 정책적 고려 요소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과 모바일 전자정부 체험 및 u-Seoul 마스터플랜 소개



○ IT Complex 건립 추진

- 목    적 : 서울의 우수한 IT역량과 기반을 브랜드화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IT관광 

명소화 할 수 있도록 IT 랜드마크 건립

- 추진내용 : 기본계획 용역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에 건립공사 시행업무 의뢰 등

- 위   치 : DMC단지 내

- 시설현황 : 서울시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IT의 과거․현재․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정보화기획단의 SITC,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달의 초석이 되

는 경쟁력강화본부의 SDC, 현 교통방송과 서울 Topis의 기능을 통합

한 SMC 등 3개부서 관련 시설의 유기적인 시설배치를 통한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건립되는 첨단 IT건물

○ 전자정부 홍보

- 전자정부 홍보 펜스배너 55조, 현수막 1조

- 전자정부 영상 및 책자 제작(영문 1500부, 한글 500부)

- 전자정부시장포럼 백서 100부, 서울 IT희망나눔 홍보 리플렛 5,000부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전자정부 홍보(전광판, 지하철 전동차 모서리 광고 등)

시민고객 감동 IT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시민고객 정보이용성 강화

- 웹 2.0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검색포털 시스템 및 웹표준프레임 웍 구축

- 시민고객과의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사이버토론방 운영개선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개선

- 타겟별 서비스로 노인 및 청소년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 통합 개선 및 원클릭전자민원시스템 개편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서울 IT희망나눔 세상』 추진

- 사랑의 PC 보급 : 1,300대 (자치구포함 4,290대)

    - 사랑의 PC 고장수리 지원 : 삼성전자, 우리시 A/S센터 연계 지원

    - 인터넷통신료 감면(KT와 MOU) : ‘08년 470명 이용(40%감면, 월 19,800원)



    - IT교육봉사단 운영 : 사회복지시설 1~2회(월) 정기 정보화교육 봉사(32명)

    - 시민정보화교육 제공 : 시민인터넷교실 

      ․ 6개 분야 51개 과목, 연간 45,262명 이용

    - 홈페이지 운영(http://ithope.seoul.go.kr) : 사랑의 PC 기부･보급 신청 

    -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07.12 MOU)

      ․ 시･자치구, 모금회, 기업, 자원봉사자 등

○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08. 9. 2 ~ 9.10 (9일간)

- 조사대상 : 민원실이용 시민 20세이상 1,000명, 네티즌 2,567

- 조사방법 : 민원인 면접조사, 이메일을 통한 자기기입식 인터넷조사(웹회원)

- 조사내용 : 서울시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이용도 및 만족도

- 조사결과 : 인지도(민원인 89.1%), 이용도(네티즌 72.6%), 만족도(네티즌 91.1%)

○ 개방형 인터넷방송 운영

- 주요서비스는 서울은 지금(서울포커스, 문화행사안내, 시정브리핑), 테마문화서울

(예술, 디자인, 관광, 글로벌, 축제@서울), 시민 UCC마당(시민VJ영상기사, 대학생

공모전) 등 제공

- 2008년 총 방문자 : 2,073,017명 (일평균 : 5,679명)

○ GIS포털 시민고객서비스 확대 추진

- 외국인대상 종합 생활지리정보지도서비스(영어) 구축 및 검색

․ 생활정보 컨텐츠 구축, 문화관광정보 컨텐츠 구축

     - 지도 가독성 향상을 위한 베이스 맵의 보완

․ 맵 브라우저의 디자인개선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이동, 확대, 축소 등

     - 수요자 중심 맟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여성․어린이․청소년․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구축

․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시범공개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제공



○ 사이버 토론방 운영

- 토론과 병행, 투표를 할 수 있는 라이브 폴(Live Poll)운영

- 정책토론방 및 청소년토론방으로 구분하여 운영

- 개최수 : 월 2회씩 24회 개최

- 운영결과 : 의견 2,547건, 조회 62,831건

○ Hi Seoul e-Festival 개최

 - 장    소 :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및 서울시립대학교 일원

   - 참가대상 :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시민

   - 기    간 : 온라인 2008.6.19(목) ~ 6.30(월), 오프라인 2008.7.7(월) ~ 7.8(화)

   - 행사구성 : 학술심포지엄과 5개 부문의 경연 등으로 구성(총 5개의 테마로 온․오프라

인의 경계가 없는 경연을 진행, 5개 테마는 e-Sports, Digital 

Photography, Digital Music, UCC, Digital Design임)

- 온․오프라인 행사 추진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단계별 고도화

- EA 도입 의무 법제화, 전자정부 평가항목에 “EA 성숙도 수준” 추가

- 자치단체 EA 보급을 위한 시․도, 시․군․구 모델 개발 등 범정부 차원에서 EA 강

화에 따라, 우리 시는 공공기관 최초 EA 도입 및 범정부 ITA와 연계 현행화

- 서울시 데이터참조모델 개발 및 프로젝트관리시스템, 디지탈제안서관리시스템 



등 구축으로 EA 활용 기반 마련

- 본청 업무아키텍처의 실무자 수준, 시범업무/사업소의 관리자 수준으로 현행화 

및 목표아키텍처 구축

○ 2008년 상용S/W 구매 및 보급

- 한미FTA 등 불법 S/W 단속이 강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우리시에 알맞은 

공공기관 구매계약 추진

- 정품 S/W 사용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 교육 실시, 사업 추진 시 제조사와의 

직접협상을 통해 최소량의 구매계약으로 예산절감 효과 및 S/W 제조사로부터 

정품사용 우수기관으로 인증 수여

○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참여 

- 정기이사회(7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3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여 상정된 

부의안건을 처리 

-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시 운영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제

기 및 정보화실무협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 개선안 수립계기 마련 등 서울시 

역할 정립

- 우리시 공동 활용 우수 소프트웨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전국 확산 및 보급, 

직원 2명(5급 1, 6급 1)을 파견하여 행정정보화사업에 선도적 역할감당

○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 시도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시도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완료 및 교육 실시 

-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증설사업 수행

- 2008년 하반기에 시도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의 완료에 따라 해당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조기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 유도

○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민원종합정보시스템(민원행정, OPEN시스템)의 정기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등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환경을 개선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

- 2008년에 고도화 3차 사업으로 개발한 업무를 많은 자치구에서 시범으로 참

여 등으로 성공적으로 확산 보급으로 새올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새올행정시

스템과 여러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 자동차, 급여, 재무회계 미들웨어 유지보수

- 자동차, 급여, 재무회계 미들웨어(엔테라)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환경을 개선하였음

○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성과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재정자료 연계를 통한 업무개선 및 자료 공개

- 사업관리체계 정리로 사업관련시스템(평가, e-호조, 위험관리, 각종 사전심의)의 연계

- 소액수의계약의 온라인 수의시담 개발로 업무개선 및 계약업무의 투명화

- 성과로는 산하기관의 재정자료 연계, 공개/수의시담의 온라인 처리로 우리시 청

렴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사업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으로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짐

○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성과

- 인터넷 무방문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접수 및 발급 시스템 구축

- 간행물심의, IT품질관리, 비정규직관리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업무 처리능력 개선

-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타사업과의 통합․분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인터넷 

무방문 및 영향평가의 온라인공개 등 시민고객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 및 청렴도가 향상되었고, 각종 행정업무 정보화로 신속하고 지속적

인 업무개선을 이룸

○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 행정포털의 안정적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기반으로 서비스범위 확대와 개선 추진

  [사용편리성 증대를 위한 행정포털 기능개선]

       ․ 서울시 메신저 기능 개선, 행정포털 사용자인증 개선, 게시판 운영 개선, 

행정포털 메인화면 개편

       [행정포털의 안정적운영 및 서비스범위 확대]



       ․ 행정포털 SSO연계 확대, 소방재난본부산하 26개 기관 행정포털 통합, 행

정포털 유지보수, 내/외부 메일 통합메일시스템 구축 추진

○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 전자문서시스템의 인프라와 유지보수체계를 강화하여 우리시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기반 제공

       [디지털행정의 안정적 인프라 제공]

       ․ 전자문서 DB서버 도입, 을지훈련을 위한 정보시스템 제공,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로 저장공간 확보, 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 전자문서의 신속한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튜닝, 전자문서 공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개/비공개 확인 기능 신설,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구축 추진

○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강화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중복성, 기술적검증 등 종합검토 지원

․ SW중복성 검토(262건), 예산타당성 심사(367건 1,021억원)

․ 정보화사업 감리(25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179건) 

- IT기술자문협의회의(SOS) 개최(3회 7개 사업)

○ 시정통계역량 강화 추진

-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통계 DB 구축(600여종)․운영,  지표분석 서비스 및 사용자기능 고도화

․ 통계품질제고 및 기관 간 중복구축 방지를 위한 웹호스팅 시스템 구현

-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 조사․분석

․ 10개 분야 42개영역 218개 서울도시정책지표 조사 및 지표구성(행정통계자료 

60.8%, 가구조사 23.8%, 서울거주 외국인조사 9.6%, 사업체조사 5.8%

-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정보서비스 확대 제공

․ e-서울통계 웹진 서비스 (통계뉴스, 통계이야기, 통계서울, 월간 주요지표 등)

․ 서울의 하루, 지도서비스 및 각종발간물 웹서비스를 통한 활용도 제고



U-서비스, U-인프라 확대

○ u-Seoul 정보통신인프라 기반 구축

- u-Seoul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설계 및 u-기반서비스 모델 설계

- u-인프라 실무자협의체 구성(35인)

- 차세대 인터넷 통신규약(IPv6) 시범망 구축

․ IPv6 현장시험 구축, IPv6 시범기관 연계 및 홈페이지 구축

○ u-Seoul 사업 본격 추진 - 22개 사업

- u-Seoul 기획조정자문회의 개최로 주요 정책결정 지원(2회 개최)

- 주요 u-Seoul 사업 추진

․ 정보화기획단 : 모바일포털, u-어린이안전, u-프리존,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 모바일 GIS 등 5개 사업

․ 실․국․본부 : u-Tour, DMS, TOPIS 등 17개 사업

○ u-프리존 구축

- 광대역 유무선 통합망(BcN)을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고도화

- 시민고객 체험 중심의 안전․복지․문화분야 특화 서비스모델 개발 

  ① u-인터넷 파크, ② u-어린이 안전, ③ u-헬스파크, ④ u-테마파크, ⑤ u-생태학습 



○ 모바일포털( ) 운영 및 고도화

- 풀브라우징 개발을 통한 PDA, 노트북, 와이브로폰 등 이용매체 다양화

- 교통, 문화, 대기정보 등에 WINC 적용, 실시간 생활 정보 제공

- 시민제안, 불편신고, 휴대폰 세금납부 등 킬러 콘텐츠의 서비스 기능 개선

안전한 전자정부체계 구현

○ 웹기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고품질의 시각화된 3차원 지리정보와 다양한 양질의 관광콘텐츠로 Virtual 
City Seoul을 구현하였으며, 내부 인트라넷시스템은 도시계획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

  - 테마관광코스 및 생활지리정보등 모델(1,460동) 구축으로 서비스 수준향상

   ․ 서울의 대표 볼거리인 대학로, 명동, 인사동등 테마코스 3D모델링

   ․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건물 및 10층이상 고층건물 3D모델링

   ․ 시책사업과 관련한 미래모습  3D모델링

  - 우리시 비전제시 홍보를 미래서울 가상현실(VR) 컨텐츠 구축

   ․ 동대문디자인파크, 용산국제업무지구, 광화문광장 등 7개소

   - 외국인 관광편의를 위한 3차원 영어지도 개편서비스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인트라넷 기능 고도화



○ 지리정보데이터 정확도개선 및 GIS시스템 기능강화

- 1/1,00수치지도 변경 지형지물 갱신 및 지하시설물도 도로데이터 갱신

-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28종 도시공간시스템 연계, 검색기능 고도화)

<통합지리정보시스템 초기화면>

○ 모바일 GIS 플랫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

- 표준 모바일 GIS 플랫폼 구축

 ․ 서버 및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개발

- 응용서비스 개발 : 위치기반 시민불편살피미, 현장업무지원 서비스

  



○ 「2008 디지털 국토엑스포」 전시 참여

     - 장소 : KINTEX (경기 일산 : ‘08.10.8 ~ 10.10) 

     - 내용 : 국토해양부 주관의 전국 행사로 우리시 GIS의 우수성 홍보

○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 서울시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침입차단시스템 등 12종)

- 통합정보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및 국제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O27001) 관리

- 개인정보노출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자치구 홈페이지 합동점검 지원

기  타

○ 시․구 자치구간 교류협력 강화

- 시․자치구간 정보공유 및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 자치구 정보화수준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0개 자치구 3억)

○ 정보화연찬회 개최 및 정보화우수사례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08. 12.11 ~ 12.12 (2일간) 수안보연수원

- 참석인원 : 총101명(시 42명, 21개 자치구 58명,지역정보개발원 1명)

- 2008 자치구 정보화인센티브 평가결과 시상 및 정보화특강

- 정보화우수사례 발표

․ 중랑구 (주민자치센터 관리시스템 구축), 노원구(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 운영) 등 

6개 사례 발표



자치구 평가에 대한 시상 장면 정보화우수사례 발표 장면

○ 정보화교육 

- 시민 인터넷교실 운영

․ 기본과정․자격증취득과정 등 6개 분야 51개과정을 개설하였고  54,667명이 

교육신청하여 17,446명이 수료(32%)

- 서울시 직원 출석 및 사이버교육

․ 총 82회 12,115명이 정보화교육 이수

․ 엑셀 등 정보화 기본교육과 IT컨설팅 등 정보화 전문교육 실시



 Ⅳ. 2009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1. 개 요

❑ 수립목적

○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달성을 위해 2009년도 창의시정 도

약전략에 기반한 전자정부 분야 5대 핵심전략을 수립,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체계 구축

❑ 계획방향

○ 민선4기 서울비전과 전자정부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IT분야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계획

○ 급변하는 IT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 발굴

○ IT분야 모든 구성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

❑ 핵심전략 및 정보화사업 : 5대 전략 119개 사업

① 첨단 IT서울 브랜딩(3)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서울시 전자정부 글

로벌 홍보 마케팅, IT Complex 건립

② 시민고객 감동 IT서비스 제공(24)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시구통합 전화상

담서비스,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소외계층 PC보급, 사이버역사박물관 

구축, 민관통합 문화정보 네트워크, 3G 영상전화 119수보시스템 구축 등

③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46) 행정업무 정보시스템화 사업, 정보기술아키텍쳐

(EA) 고도화, 클린재정시스템 확대,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등 

④ u-서비스, u-인프라 확대(30) : 도시무선 인프라 시범조성, u-Seoul 민․관협력 

네트워크, 을지로2가 유비쿼터스 거리조성,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GIS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확대 개발 등

⑤ 안전한 전자정부 체계 구현(16)   e-Seoul Net 안정적 운영, 개인정보보호시

스템 확립, 정보자원통합 및 인프라 구축,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 ‘09년 추진 주요내용

○ 세계 IT수도 서울 구현을 위해 글로벌 전자정부 서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

고자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과  WCIT 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보다 신속․정확․친절한 시민고객 감동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구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고, 서울 IT희망나눔 사업과 정부에서 이관된 정보격차해소사

업을 통합․확대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PC보급과 정보화교육 등 

IT 복지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첨단 IT문화공간 조성과 u-Tour 사업,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구축하

여 u-문화, u-안전 등 시민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u-서비스를 확대하여 

u-Seoul를 구현하고자 함

○ 또한 그린데이터센터 구현을 위한 정보자원 통합인프라를 구축하고 , ‘클린 재정’의 

확대 구축과 ‘클린 복지’의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유리알 서울’을 구현하고, 틈새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보시스템화 하여 창의적 디지털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한편, ‘09년 정보화사업 구성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58개 사업과 실․국
(본부․사업소 포함)에서 추진하는 61개 사업이며 분야별로는 교통(7), 상수도(7), 

소방․방재(6), 문화․관광(5),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망라되어 있음

[ 분야별･기관별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분 야
계 정보화기획단 타부서(실국, 본부, 사업소)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계 119 125,614 58 79,682 61 45,931

①첨단 IT서울 브랜딩 3 43,708 3 43,708 0 0

②시민고객 감동 IT서비스 제공 24 18,736 6 5,179 18 13,557

③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46 30,403 17 15,106 29 15,297

④u-서비스, u-인프라 확대 30 20,343 17 5,235 13 15,108

⑤안전한 전자정부 체계 구현 16 12,425 15 10,455 1 1,970

 ※ 전체 정보화사업 중 단순 유지보수 사업 제외

    (사업비 125,614백만원은 총 정보화예산 129,303백만원중 경상적경비 3,689백만원 제외 금액)



2. 2009 정보화 정책지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만족도(%) 89 90 91 92

모바일포털서비스 이용자만족도(%) 70 72 74 76

서울 IT희망나눔 PC보급대수(대)
(‘09년부터는 정부에서 이관된 

정보격차해소사업 PC보급분 포함)
1,300 3,000 3,100 3,200

사이버정책토론방 의견게시건수(건) 2,400 2,500 2,600 2,700

u-City 사업 조정 달성도(%) 45 55 65 70

클린재정시스템 구축률(%) 80 90 100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사용자만족도(%) 72 74 76 78

u-Seoul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진척률(%) 40 55 65 75

IT 정보자원서비스 수준관리(%) 70 80 82 83

정보기술아키텍쳐(EA) 성숙도 수준(%) 2.0 2.3 2.5 2.6



3. 2009 정보화사업 세부추진 현황

A. 첨단 IT서울 브랜딩

연번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1 [A-1]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589

2 [A-2] 서울시 전자정부 글로벌 홍보마케팅 119

3 [A-3] IT-Complex 건립 추진 43,000



  A-1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A-2 ｜ 서울시 전자정부 글로벌 홍보마케팅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A-3 ｜ IT-Complex 건립 추진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 시민고객감동 IT서비스 제공

서울색 팔레트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서울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강화

늘푸른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서울시 홈페이지 웹접근성 

진단평가

서울 IT희망나눔세상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고도화

시민사이버정보화 교육 추진

시구통합 전화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

DMC(디지털미디어시티)홈페이지 

리뉴얼 및 개선

보건.의료 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의료관광사이트 유지운영

민관통합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3G 영상전화 119수보시스템 구축

미술관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보강

사이버 서울역사박물관 구축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세무 광역 표준지방세시스템 구축

CCTV 인터넷동영상 추가제공 개선

교통방송 웹사이트 재구축

전자고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계획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및 

기능강화 등 유지보수



  B-1 ｜ 서울색 팔레트 전산프로그램 개발

  (공공디자인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2 ｜ 디자인서올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강화

  (디자인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3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4 ｜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5 ｜ 서울시 인터넷 방송 운영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6 ｜ 서울시 홈페이지 웹접근성 진단평가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기대효과



  B-7 ｜ 서울 IT희망나눔 세상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B-8 ｜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

  (지리정보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9  ｜ 시민사이버정보화 교육 추진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0 ｜ 시구 통합 전화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시민고객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1 ｜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시민고객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2｜DMC(디지털미디어시티)홈페이지 리뉴얼 및 개선

  (투자유치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3 ｜ 보건․의료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보건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4｜ 의료관광 사이트 유지운영

  (관광진흥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5 ｜ 민․관통합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문화정책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6 ｜ 3G 영상전화 119수보시스템 구축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7｜ 미술관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보강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8 ｜ 사이버 서울역사박물관 구축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관리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19｜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푸른도시정책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20 ｜ 세무 광역 표준지방세시스템 구축

  (세무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21 ｜ CCTV 인터넷동영상 추가제공 개선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관제2계)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22 ｜ 교통방송 웹사이트 재구축

  (뉴미디어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23｜ 전자고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전산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B-24｜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및 기능강화등 유지보수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 창의적 디지털행정 추진

연번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2008
2009

2009 2010
1/4 2/4 3/4 4/4

1 [C-1]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217

2 [C-2]
정책고객관리시스템 (PCRM)  

구축
320

3 [C-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0,000

4 [C-4]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2,376

5 [C-5] 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 243

6 [C-6 정보기술아키텍처(EA)고도화 860

7 [C-7] 상용S/W구매 및 보급 873

8 [C-8]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531

9 [C-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여(분담금 

납부) 
300

10 [C-10]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657

11 [C-11]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54

12 [C-12]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555

13 [C-13]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771

14 [C-14]
자동차,급여,재무회계 미들웨어 

유지보수
23

15 [C-15]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497

16 [C-16]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941

17 [C-17] 메일시스템 인프라 증설 243

18 [C-18]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3.501

19 [C-19]
직원업무용 행정정보통신망 

구성지원
602



연번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20 [C-20] IT전문교육 운영 1,078

21 [C-21] 원무전산 백업시스템 구축 85

22 [C-22] 원무전산 추가 개발 39

23 [C-23]
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FTP 

서버운영
43

24 [C-24]
시립보라매병원 환자진료정보 

디지털 DB구축
600

25 [C-25]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강화
200

26 [C-26]
양천메디컬센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4,799

27 [C-27]
서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7,858

28 [C-28] 서울이미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150

29 [C-29] 문화재 종합 DB 구축 97

30 [C-30] 노후 팩스서버 교체 85

31 [C-31]
품질시험소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공사
44

32 [C-32] 시내버스회사 평가시스템 개발 73

33 [C-33]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35

34 [C-34]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유지운영
141

35 [C-35] 웹보안시스템 구축 49

36 [C-36] 소방도면 전산화 500

  

 



연번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37 [C-37] 소방본부 대용량 저장장치 도입 366

38 [C-38] 소방학교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 60

39 [C-39]
정보시스템 서버 존(Zone) 이중화 

구성
88

40 [C-40]
사이버분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80

41 [C-41] 시립대학교 백업보완 165

42 [C-42]
인재개발원 u-지식여행 콘텐츠 

구매(임차) 및 제작
378

43 [C-43]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578

44 [C-44]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4

45 [C-45] 상수도 자가통신망 구축 2,800

46 [C-46]
상수도 서버 행위추적관리시스템 

구축
89



  C-1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사후평가시스템 구축

  (공공디자인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 ｜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구축

  (뉴미디어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조직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5 ｜ 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

  (정보화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6 ｜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3차사업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7 ｜ 2009년 상용S/W 구매 및 보급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8 ｜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정보시스템담당관)

(Anytime, 
Anywhere, Anydevice)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9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여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0｜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1｜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2｜ 클린재정 시스템 구축 : 유리알 서울 구현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3｜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4｜ 자동차, 급여, 재무회계 미들웨어 유지보수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5｜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6｜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7｜ 메일시스템 인프라 증설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8 ｜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19 ｜ 직원업무용 행정정보통신망 구성 지원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0 ｜ IT전문교육 운영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1 ｜ 2009년 원무전산 추가 개발

  (은평병원 원무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2 ｜ 2009년 원무전산 백업 시스템 구축

  (은평병원 원무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3 ｜ 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FTP 서버운영

  (동부병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4 ｜ 시립보라매병원 환자진료정보 디지털 DB구축

  (보라매병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5 ｜ 의료정보시스템구축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강화

  (장애인치과병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6 ｜ 양천메디컬센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양천메디컬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7 ｜ 서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의료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8 ｜ 서울이미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관광진흥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29｜ 문화재 종합 DB 구축

  (문화재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0 ｜ 노후 팩스서버 교체

  (총무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1 ｜ 품질시험소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공사

  (품질시험소 총무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2 ｜ 시내버스회사 평가시스템 개발

  (버스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3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도로행정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4 ｜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유지운영 

  (도로관리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5 ｜ 교통방송 웹 보안시스템 구축

  (뉴미디어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6 ｜ 소방도면 전산화

  (소방본부 안전지원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7 ｜ 대용량 저장장치 도입

  (소방본부 안전지원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8 ｜ 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서울소방학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39｜시립대학교 정보시스템실 서버 존(Zone) 이중화 구성 

  (서울시립대학교 전산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0｜시립대학교 사이버분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서울시립대학교 전산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1 ｜ 시립대학교 백업보완

  (서울시립대학교 전산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2 ｜ u-지식여행 콘텐츠 구매(임차) 및 제작

  (인재개발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3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인재개발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4 ｜ 교육운영관리시스템 기능개선(설문조사관리시스템) 

(인재개발원)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5 ｜ 상수도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관리부 전산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C-46 ｜ 상수도 서버 행위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시설관리부 전산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 u-서비스, u-인프라 확대

연번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2008
2008

2010 2011
1/4 2/4 3/4 4/4

1 [D-1] 통합지리정보서비스 활용도 제고 212

2 [D-2]
모바일 GIS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377

3 [D-3] 서울시 3차원 GIS 확대 구축 246

4 [D-4] 1/1,000 수치지도 부분갱신 805

5 [D-5] 도시무선인프라 시범조성 사업 250

6 [D-6] u-Seoul 정보보호체계구축 2단계 1,307

7 [D-7] u-Seoul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45

8 [D-8] u-seoul 정보포털 운영 6

9 [D-9] u-Seoul 전시회 참가 및 홍보 87

10 [D-10]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396

11 [D-11] 서울 명소 라이브영상 보랜드화 사업 220

12 [D-12]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525

13 [D-13]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 222

14 [D-14]
시민고객 참여형 유비쿼터스 프린존 

확장
537

15 [D-15] 서울 e-poll 확산 운영 비예산

16 [D-16] u-Seoul 마스터플랜 현행화 및 확산 비예산

17 [D-17] u-Health care 구축 및 운영 비예산

18 [D-18] 을지로2가 유비쿼터스 거리 조성 3,500

19 [D-19]
북촌통합정보시스템 콘텐츠 보강 및 

모바일안내시스템 개발
243

20 [D-20] u-Tour 인프라구축 및 운영 2,344

21 [D-21] 소방지식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70

22 [D-22] Seoul TOPIS5단계 구축 854

23 [D-23] 상수도 u-시설물관리스템 구축 1,100



24 [D-24] 하수도관리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99

25 [D-25]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UPIS유지관리 및 활용개선
677

26 [D-26] 2009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 766

27 [D-27]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3단계) 245

28 [D-28] 한강공원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487

29 [D-29]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4,318

30 [D-30] 상수도 GIS 고도화 1,323

연번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2008
2008

2010 2011
1/4 2/4 3/4 4/4



  D-1 ｜통합지리정보서비스 활용도 제고

  (지리정보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지리정보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3 ｜서울시 3차원 GIS 확대 구축

  (지리정보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4 ｜1/1,000 수치지도 부분갱신

  (지리정보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5 ｜도시무선인프라 시범조성 사업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6 ｜ u-Seoul정보보호체계 구축 2단계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7 ｜u-Seoul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8 ｜u-Seoul 정보포털 운영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9 ｜ u-Seoul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0 ｜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사업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1 ｜ 서울 명소 라이브영상 브랜드화 사업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2 ｜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3 ｜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4 ｜ 시민고객 참여형 유비쿼터스 프리존 확장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5 ｜ 서울 e-정책 Poll 확산 운영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6 ｜ u-Seoul 마스터플랜 현행화 및 확산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7 ｜ u-Healthcare 구축 및 운영

  (유시티추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18 ｜ 을지로2가 유비쿼터스 거리 조성

  (도심활성화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첨  부

위    치    도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

디지털미디어 플라자 디지털미디어 갤러리



  D-19 ｜ 북촌통합정보시스템 보강 및 모바일안내시스템 개발

  (주택국 건축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0 ｜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광진흥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1 ｜ Seoul TOPIS 5단계 시스템 구축

  (교통정보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2 ｜ 소방지식정보포털 시스템 고도화

  (소방본부 안전지원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3 ｜ 상수도 U-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4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물재생계획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5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UPIS 유지관리 및 활용개선

  (도시계획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6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

  (주택국 건축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7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3단계)

  (부서명 : 토지관리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1) 전파식별 [電波識別,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전파신호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판독기(RF reader)와 고유 정보를 내장한 전파식별 태그(RFID tag), 운용 소
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D-28｜한강공원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한강사업본부 시설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29｜ 상수도GIS DB 정확도 개선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D-30｜ 상수도GIS 고도화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 안전한 전자정부체계 구현

연번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1 [E-1]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서버 S/W 구매 70

2 [E-2] e-Seoul Net 안정적 운영 1,398

3 [E-3]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지원 500

4 [E-4]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확립 167

5 [E-5]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 323

6 [E-6]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199

7 [E-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942

8 [E-8]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1,010

9 [E-9] 정보통신시스템 용량증설 319

10 [E-10]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430

11 [E-11]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 616

12 [E-12] 백업용스토리지(VTL)용량증설 71

13 [E-13]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교체 260

14 [E-14]
프론트오피스시스템 안정적운영 

및 보강
91

15 [E-15] 정보자원통합 및 인프라 구축 2,059

16 [E-16]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1,970



  E-1 ｜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서버 S/W 구매

  (지리정보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2 ｜ e-Seoul Net 안정적 운영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3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지원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4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확립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5 ｜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6 ｜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정보통신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8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9 ｜  정보통신시스템 용량증설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10 ｜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11 ｜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12 ｜ 백업용 스토리지(VTL) 용량 증설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13 ｜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교체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14 ｜ 프론트오피스 안정적 운영 및 보강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15｜ 정보자원통합 및 인프라구축

  (데이터센터)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E-16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기대효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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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조직 및 인력

- 정보화조직
․ 시 - ‘08년도에 정보화기획담당관 글로벌전자정부팀,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

자원통합팀,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격차개선팀 3개팀 신설

․ 자치구 - 정보화 부서(과) ‘08 17개 → ’09 20개로 3개과 신설

- 정보화인력 : ‘08 883명 → ’09 919명으로 36명 증가

           (시 20명 감소, 자치구 56명 증가 - 자치구 정보화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 정보화예산

- 총 42,787백만원 증가(시 29,725백만원 증가, 자치구 13,062백만원 증가)

 <증감표>
(단위 : 백만원)

   

○ 홈페이지

- 국문 및 외국어 홈페이지(영어․일어․중국어 등) 224개 사이트 운영

‘09년 정보화 주요현황

○ 총 548개 정보화사업 추진(‘08 391개 → ‘09 548개로 157개 사업 확대)

- 유비쿼터스 사업

․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P-TV운영, Mobile 맟춤형 생활 정보 포털 구

축, 모바일 현장행정지원시스템 구축, 가리봉 u-City 구축, u-홍제천 설계용

역, u-헬스케어 및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운영, u-safe 강남시스템 운영 등

- 시민고객감동 IT 서비스

․ 인터넷전화시스템(IPT)구축, IT희망나눔세상 추진, 방범용 CCTV확대설치, 

통합메세징시스템(UMS)구축, 시각장애인 길안내시스템, 정화조 용량산정 

서비스, 모기발생축정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사업,등 

- 기타 행정업무 정보시스템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화교육 등

 ※ 세부내용은 [부록 ‘09 자치구 정보화사업] 참조

자치구 정보화사업



  정보화 조직 및 인력 현황

1. 총  괄

 

 

 2. 정보화 전문인력 현황(기관별․직렬별)



3. 자치구 정보화 조직 및 인력 현황( 0́8년 433명 → 0́9년 489명으로 56명 증원)



동대문구
(17명)

전산정보과

전산통계팀 5
5급1
6급1
7급2

7급1

전산운영팀 7

6급1
7급2
8급2
9급1

9급1

정보통신팀 4 6급1 7급2
8급1

타부서 1 9급1







 2009년도 정보화 예산



 홈페이지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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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2.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규칙

5.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8.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0.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정보화관련 규정



1.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1998.03.10    조례 제3460호  (제정)

1999.03.15    조례 제3565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2003.04.15    조례 제4069호  (개정)

2007.12.26    조례 제4588호  (타법규개정)

2009.03.18    조례 제4743호  (타법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

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정보화"라 함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1999.03.15)

4. "정보화자료"라 함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

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심의"라 함은 회의 개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

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04.15)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의하여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수

립·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기반 조성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 및 중장기 투자규모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9. 자치구 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11.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화)

시장은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프로그램·자료 등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

여야 한다.

제7조 (정보화정책회의)

①시장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책회의는 당해 정보화 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본조개

정 2003.04.15)

제8조(수탁업무 처리)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다.

제9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

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추진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개정 2003.04.15)

①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4.15)

③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



에서 정보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04.15, 

2009.03.18)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분과위원회) (신설 2009.03.18)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정보

격차해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둔다.

1.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 :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 정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제1항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주요 정보화용역개발사업 및 정보화 관련시설 도입

3. 기타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

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3.04.15)

제13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9.03.15)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제4장 정보화자료 관리

제17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② 제1항 규정의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전산기기등 장애발생으로 기계 사용 시간이 통상적인 사용시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수료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열람·정정시 보호 대책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기타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743

호, 2009.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1998.05.15 규칙 제2922호 (제정)

1998.10.26 규칙 제2943호 (직제규칙 부칙)

1999.03.15 규칙 제2987호 (직제규칙 부칙)

2001.01.15 규칙 제3159호 (개정)

2001.03.20 규칙 제3171호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부칙)

2003.05.26 규칙 제3323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관련시설"이라 함은 주전산기·단말장치·통신장비·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업무의 처리를 위

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

2.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실·국·본부장, 시 산하 사업소장·직속기관장, 시의회사무처

장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시 정보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정보화기획단장을 말한다.(개정

1999.03.15)

제2장 업무정보화 추진

제3조 <삭제 2001.03.20>

제4조(표준화대상 심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대상업무는 본청·시 소속행정기관 및 자치구와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무로 한

다. (개정 2003.05.26)

② 제1항의 표준화대상업무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호환성 확보 및 중복개발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총괄부서장에게 표준화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6)

③ 총괄부서장은 표준화 심의결과를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요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반

영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화대상업무의 전국 공동활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 (정보화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정보화정책회의는 시의 정보화기획단장과 자치구의 정보화 주관부서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②정보화정책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자치구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6)

제5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보화 관련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정부

2. 하드웨어

3. 소프트웨어

4. 데이터베이스

5. GIS

6. 정보통신

7. 인터넷(컨텐츠)

8. 통계 등 (본항개정 2003.05.26)



②조례 제10조제4항의 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되,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03.05.26)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보보안

제6조(정보보안)

주관부서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및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국

가안전기획부 훈령)의 범위 내에서 정보화관련시설 및 정보 자료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

정 2993.05.26)

제7조(정보자료유출방지)

주관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요 정보화자료를 송수신 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자료수수료 징수

제8조(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화 자료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정보화자료는 본래의 공부 또는 대장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화

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1.01.15)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1. <삭제 2001.01.15>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

5. <삭제 2001.01.15>

제9조(수수료감면 등)

조례 제19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면제

2.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전산기기 등 장애발생으로 기계 사용시간이 통상적인 사용 시간보다 과다 하게 소요되

었음이 판명되는 경우 : 감면비율=과다 소요시간/전체소요시간

[별표1] 정보화자료 제공 처리절차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정보화자료 제공 신청서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화자료 수수료 산정내역서 생략



3.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6.05.20 조례 제3306호 (제정)

1999.03.15 조례 제3565호 (타법규개정)

2003.12.30 조례 제4159호 (전문개정)

2007.03.08 규칙 제3528호 (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인터넷 이용자에

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

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데이

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

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했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등 운영

5. 국내·외에 서울특별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정보

화촉진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

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제5조제1항에 의한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

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8조 (인터넷 민원)

시장은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시장은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

여야 한다.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

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민원처리의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에의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

도록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 (본조개정 2007.03.08) 

①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

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제의 개최를 홍보ㆍ기

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의2(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본조신설 2007.03.08) 

①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

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1. 버스ㆍ지하철등 대중교통의 이용 

2.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

한다. 

③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

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① 시장은 세금·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등의 마련



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18

조(정보자료 수수료)·제19조(수수료 감면대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광고유치) 

① 시장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의 위치·규격·기간·내용기준 및 선정절차 등

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고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광고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의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재를 요청한 광고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광고

3. 그밖에 시정과 관련된 광고

제18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소속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민은 게시한 내

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

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시스템의 보안)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 및 위임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규칙

2001.03.20 규칙 제3171호 (제정)

2003.08.30 규칙 제3345호 (개정)

2007.02.08 규칙 제3528호 (개정)

2007.11.01 규칙 제3587호 (재무회계규칙 부칙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08.30, 2007.02.08)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기획단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

용하는 주된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이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08.30) 

5.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시와 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3.08.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2장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개정 2007.02.08)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개정 2007.02.08) 

1.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개정 2007.02.08)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개정 2003.08.30) 

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2007.02.08)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

보화사업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8.30, 2007.02.08)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신설 2003.08.30)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개정 

2003.08.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7.02.08)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5.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정보화 촉진기본계획과의 연계여부 

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

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총괄부서의 소관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본항개정 2007.02.08) 

1. 주된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된 경우 



제7조(사업계획 제출)(본조개정 2007.02.08)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

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정보전략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성 및 타

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7.02.08)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신설 2007.02.08) 

3.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신설 2007.02.08)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02.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3.08.30, 

2007.02.08) 

1. 국내ㆍ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 

3. 목표시스템의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제9조 삭제(2003.08.30) 

제3장 정보화사업의 발주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본조개정 2007.02.08)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2.「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1조 (제안요청서작성) 

정보화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

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2.08)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본조개정 2003.08.30)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

를 1월 이내에 당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03.08.30, 2007.02.08)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개정 2007.02.08)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삭제(2007.02.08) 

③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시 제안요청서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08.30) 

제1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다. (개정 2003.08.30) 

② 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

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3.08.30, 2007.02.08)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08.30, 2007.02.08) 

④ 삭제(2007.02.08)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8.30) 

제14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평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장

이 정한다.(개정 2007.02.08) 

② 평가결과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 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으로 하여금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개정 2003.08.30) 

④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

다. 

제15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7.02.08)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4.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4장 사업수행의 관리 및 검수 

제16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2.08) 

9. 기타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7.02.08)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

다. 

제17조(감리시행) (본조개정 2007.02.08)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총 사업비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

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

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개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계

획을 통보한다. (개정 2003.08.30) 

③ 시스템 공급자는 통보된 감리개시일 2일전까지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총괄부

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3.08.30) 

④ 총괄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 및 시스템 공급자에게 통보

한다. 

제19조(감리결과보고) 

① 시스템 공급자는 감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 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에 의하여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선결작업 지연 등 주관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

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실시인 경우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주관부서

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

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의한다. 

제21조 (최종성과물 제출) (개정 2003.08.30)  

①시스템공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기

타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30)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30) 

제22조(사업완료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

보한다. (개정 2003.08.30, 2007.02.08)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전부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3.08.30)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

출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02.08) 

제23조(재개발) 

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② 이 경우 추진절차 등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다른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2007.11.1)

부 칙 (2001.0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3.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화사업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기본계획 및 정보화세부시행계획은 

각각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 및 정보화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하여

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5.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2002.11.05 조례 제4034호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 체계를 말한다.

3. "지리정보사업"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유통·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매, 정보통신 장비의 도입 및 

설치공사, 지리정보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4조 (지리정보사업의 추진)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지리정보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및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수립 등)

①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시지리정보체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6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

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

고,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

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지리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3장 공동협의회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이하 "공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공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리정보 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리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리정보체계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공동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지리정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리기관의 지리정보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리정보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

다.

제11조 (해촉)

임명 또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회의)

공동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의견청취)

공동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공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1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 (위원 수당)

시장은 공동협의회 또는 제10조제4항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공동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

제18조 (지리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①시장은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

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9조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목록(지리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

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리정보 유통)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리

정보유통망(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21조 (지리정보 제공)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는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비

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수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지리정보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시와 관련된 업무 수

행을 위한 1:1000 수치지도 벡터 데이터

제23조 (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제22조 관련) 생략

[별지서식] 지리정보 제공 신청서 생략



6.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3.01.30 규칙 제3289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①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시가 관리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관리는 시의 지

리정보담당관(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시 또는 국가의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총괄부서장에게 내부위임

한다.

1. 관리기관(시 본청의 경우에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지리정보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2. 관리기관의 지리정보체계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

제3조 (지리정보 사업추진) 

①지리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및 서울특

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시 지리정보목록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확인결과 지리정보목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제4조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원활

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하여 정합성 검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가 중복하여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데이터베이

스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최신 상태의 지리정보데이터 유지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데이터에 관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지리정보데이터 현황

2. 지리정보데이터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지리정보데이터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시 복구 대책

제5조 (전담조직) 

①조례 제7조의 전담조직은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당해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둔다. 

②제1항의 전담조직은 당해 기관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리정보체계 구축·관리의 총괄 및 조정 업무

2. 관리기관의 지리정보체계 구축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업무

3. 지리정보체계 관련 전산장비(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운영 업무

4.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업무

5. 지리정보관련 업무의 발굴·개발 업무

6.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책임자 지정업무

7. 지리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관련 업무



제6조 (실무협의회)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실무협의회는 관리기관의 해당 지리정보사업 실무자 중에서 공동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

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가. 지리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관리기관간 상호 기술지원

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7조 (지리정보의 활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서 생산한 지리정보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용방안과 세부 시행지침은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리정보목록 작성·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에 대하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리정보목록의 작성·관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기준계 정보

6. 내용 정보

7. 배포 정보

8. 범위 정보

9.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이 보급한 관리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리정보목록의 등록)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력이 완료된 지리정보목록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장에게 지리정보목

록데이터베이스에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지리정보목록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표본검사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리정보목록을 변경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지리정보목록데이터베이스에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리정보목록의 활용) 

①총괄부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리정보목록을 관리기관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회를 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관계자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11조 (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 제공)

시장은 조례 별표의 지리정보 중 다음 각호의 지리정보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유통망(이하 "유통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수치지도(1/1000) 벡터 데이터(Vector data)

2. 항공사진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제12조 (지리정보 제공)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일자·종류·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지리정보는 제1항의 조치 이외에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

사진 열람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④지리정보의 제공신청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지리정보 제공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⑥지리정보는 별표의 기한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

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리정보 제공수수료)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지리정보 제공신청서 제출시에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제공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지리정보 제공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리정보의 보안) 

①총괄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목록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자의 조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생산·구축·

관리·유통 또는 활용하는 지리정보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별표] 지리정보 제공기한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지리정보 제공대상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라벨(LABEL)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항공사진 일람일지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접수증(보관용) 생략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생략

[별지 제6호 서식] 인수증 생략



7.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2007.03.08    조례 제4476호  (제정)

2009.03.18    조례 제4743호  (타법규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실천방안 등을 규정함

으로써 디지털행정을 촉진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회의”라 함은 서면자료 없이 전자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보고 자료를 스크린에 투영하여 진행하

는 회의를 말한다.

2. “전자보고”라 함은 상급자나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자료를 내부 및 외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화자료

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디지털행정”이라 함은 서면 및 구두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컴퓨터 및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업무혁신과정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

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디지털행정 촉진을 위한 제반 시책

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보고체계의 활성화

2. 효율적 정보자원관리를 통한 디지털행정기반 조성

3. 기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4. 행정능률향상과 지역경쟁력강화

5.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제4조 (기본계획)

①시장은 디지털행정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행정의 기본방향

2. 디지털행정의 추진 목표와 전략

3. 추진체계 및 중장기 투자규모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행정 추진 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시ㆍ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 등 디지털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디지털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디

지털행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 등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 (표준화)

시장은 디지털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프로그램, 자료 등의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세부실천방안)

①모든 회의는 서면자료 없이 전자회의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자회의로 진행

가. 각종회의시 전자문서 사용

나. 부서단위 소규모 회의 및 기타 회의시에도 전자회의로 추진

2. 문서업무 감축을 위한 전자보고 추진

가. 각종보고, 계획, 정책결정의 검토단계부터 전자문서 활용

나. 각종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의 처리시에도 전자보고 실시

3. 전자화되어 있지 않는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 추진

4. 사무실내 문서업무 생산의 최소화

②시장은 시ㆍ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시의회나 상급기관, 관련시민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전

자문서가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1. 문서업무의 감축방향

2. 문서업무 감축목표의 기준설정

3. 문서업무의 감축대상 선정

4. 그 밖에 문서업무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디지털행정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3.18)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문서업무감축계획 등 디지털행정 추진에 관한사항

2. 디지털행정 추진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행정 추진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학계 또는 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

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3.18)

⑤ 삭제 (2009.03.18)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삭제 (2009.03.18)

제9조 (성과평가)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 등 디지털행정 추진사항을 종합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행정 추진성과

2. 시ㆍ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간의 성과비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향후추진계획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2007.05.29   조례 제4522호  (제정)

2009.03.18   조례 제4743호  (타법규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활용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라 함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활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제공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의 이용·활용 강화

4. 시 정보격차해소 기반 조성

제4조(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목표와 전략

3. 추진체계 및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제6조(정보격차해소위원회)

①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화추

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3.18)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정보격차해소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위원회 시의원,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하게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⑦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09.03.18)

제8조 삭제 (2009.03.18)

          부 칙 (2009.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서울특별시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2005.05.06 훈령 제936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

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부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투자한 기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말한다. 

2.“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

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관리업무의 요청)  

외부공공기관에서 그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데이터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업무요청의 검토)  

①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센터의 소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2.관리업무를 요청한 외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수준 및 내용 등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의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검토결과의 통보)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리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체결)  

①소장은 외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3. 관리기간 

4. 관리비용 

5. 관리비용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관리비용)  

①제6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용은 당해 정보시스템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와 당해 요청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에는 제1항



의 관리비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①외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소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기획관리과장이 된다. 

제9조 (기타 관리기준)  

그 밖에 외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별지서식] 정보시스템 관리요청서 생략



10.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1998.02.28 규칙 제2893호 (제정)

1999.12.20 규칙 제3081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통계 및 그 이외의 업무통계를 말

한다.

제3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통계심사관 지정)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② 시의 통계심사관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되고, 시의 소속행정기관 통계심사관은 통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12.20)

제5조(통계심사관의 임무)

① 통계심사관은 통계의 작성,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사전심사와 통제를 하여

야 한다.

1.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통계의 작성방법, 작성기준일 등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통계와의 중복 여부

4. 통계작성 서식의 합리성 여부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심사를 요구받은 통계심사관은 작성된 통계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타당하지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계심사관은 통계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심사 확인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통계심사대장에 심사내용을 기록한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사전심사)

① 통계를 작성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를 대외에 발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매작성시

마다 통계심사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문서통제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심사관의 사전심사 여부를 확인하고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통계는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관리책임자)

① 통계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필한 통계를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의 통계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작성된 통계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통계관리책임자는 심사를 필한 통계를 조정, 추가, 삭제 등 변경을 가할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계관리책임자는 통계심사관의 심사미필통계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하여서는 아

니된다.

⑤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계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자료 관리)

통계심사관의 심사 필 통계자료의 원표(원본)는 작성부서의 장이 관리·보관하며, 부표(부본)는 통계심사관이 관리·보

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계심사 확인인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통계심사대장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통계관리대장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