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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스터플랜 수립개요

1. 수립 배경 및 목적

 수립 배경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서울이 대외적으로 동북아 금융과 경제의 중심

도시에서 나아가 세계 일류도시가 되고, 대내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보화에 대한 장기 비전과 정보화 정책방향 설정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99년 수립된「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행정부문의 정보화와 정보인프라에 대한 양적인 팽창에 크게 기여하였

으나,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 요구사항의 반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부문의 정보화 등 질적인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구현과 질 높은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중․장기 정보화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 Intelligent City Seoul 2006 」을 수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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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플랜 수립 목적

첫째, 서울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지원하고 선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수립한다.

<그림 1>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정보화 마스터플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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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내에서는 하위계획으로 위치

하고 있지만,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들 중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상위를 점하고 있어 두 개의 기본계획은 상호보완적 틀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 발전 추세에 적절히 대응해 가는 미래 서울시의 청사진을 제시

하여 ‘최고의 정보도시 서울’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그림 2> 시민 요구사항과 IT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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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은 다양하게 그리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나 수명주기(life-cycle)는

짧다. 한편 시민들의 발전된 기술환경에서의 새로운 요구는 증가할 것이며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정보화 마스

터플랜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 동안의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보화 사업을 도출한다.

<그림 3> 정보화사업의 성과와 반성

Master Plan
수 립

Master Plan
수 립

Master Plan
수 립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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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미흡

내부업무처리

생산성 향상

디지털 행정

서비스 기반마련

행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지금까지 192종의 내부행정정보시스템 구축, 90여 개의 홈페이지 구축, OPEN

시스템 구축 활용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은 외형적

으로는 상당히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단위 부서별로 이루어진 경쟁적이고 독자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의 결과로 데이터의 공동활용이 어렵고 여러 정보자원의 효율

적 활용이 제한되었다. 이는 총괄적인 정보기획 조정기능의 취약점을 드러내게 되

었고, 또한 그 동안의 정보화 사업이 내부지향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을 향한

정보화에는 그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향후 서울정보화의 방향은 그 동안 축적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의 지속

적인 혁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해결하며,

단순한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보 Posting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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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활용

도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의 road map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한 차원

높은 서울정보화를 지향하면서 서울시 고유의 정보화 모델과 추진 과제를 개발

하고자 한다.

2. 수립범위 및 절차

 수립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10년까지 장기적 시점까지 고려하되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맞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으로 한다.

 수립 절차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과 연계된 서울정보화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업무와 현황의 분석, 현업 부서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과제 및 사업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검증, 실․국 협의를 거쳐 이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마스터플랜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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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절차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절차

경영환경 분석경영환경 분석

비전 및 목표
설정

비전 및 목표
설정

보고회 개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착수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착수

기존자료 검토
및 방향 분석
기존자료 검토
및 방향 분석

정보현황 분석정보현황 분석

현황 및 실·국
수요조사, 분석
현황 및 실·국
수요조사, 분석

타 지역 및
선진사례 분석

타 지역 및
선진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개선방안 수립
시사점 도출

개선방안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종료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종료

서울정보화
현상분석

서울정보화
현상분석

정보화추진위원회
자문 및 실·국 협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자문 및 실·국 협의

마스터플랜
확정

마스터플랜
확정

추진과제 및
로드맵 작성
추진과제 및
로드맵 작성

외부전문가 검토외부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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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정보화 환경

정보화 환경은 전자정부의 범위 내(1-3절 참조)에서 서울정보화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Interactive)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서울시 정보화환경 Framework

시 민

기 업

유관기관

서 울
Metropolitan

Government

교육 및 제도

조직,  인력

및 예산

전 략

교육 및 제도

조직,  인력

및 예산

전 략

<내부환경>

<외부환경>

1. 정보화 환경과 외부환경 요소

1-1. 정보화 환경변화

1) 정보화의 새로운 메커니즘

정보기술의 발달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사회구조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어왔다.

정보화는 디지털 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

었고, 사회구조나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기업․공공기관의 업무 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 진입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Web의 전세계적 확산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통신은 인터넷 상에서 광범위한

연대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경쟁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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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간이나 공공부문 모두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IT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표 1> 세계 IT 산업전망 - 우리나라 IT 수출현황과 향후과제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02～07)

정보통신산업

(성장 률)

2,659.2 2,815.7 3,007.9 3,205.9 3,378.7 3,550.5
6.0%

5.2% 5.9% 6.8% 6.6% 5.4% 5.1%

정보통신서버

(성 장 률)

1,013.1 1,087.1 1,157.7 1,226.0 1,292.4 1,342.7
5.8%

8.8% 7.3% 6.5% 5.9% 5.4% 3.9%

정보통신기기

(성 장 률)

1,011.7 1,056.8 1,130.1 1,203.5 1,248.0 1,311.8
5.3%

3.2% 4.5% 6.9% 6.5% 3.7% 5.1%

SW 및 관련

(성 장 률)

634.4 671.8 720.1 776.4 838.2 896.1
7.2%

2.9% 5.9% 7.2% 7.8% 8.0% 6.9%

(※ 자료 :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2) 정보기술 발전

최근 정보화 사업에 있어 핵심키워드는 ‘통합’과 ‘협업’으로, 이는 각 정보시

스템의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통합하여 생산성의 향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

원하고 각 조직의 핵심역량을 상호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내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혁명의 정보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다가올 미래의 지식 사회는 e-Trend의 확산, e-Community의 일반화, 사회

영역간 통합의 확대, 그리고 지식가치를 지향하는 시기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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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통합’과 ‘협업’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을 재생산하고,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 2>를 보면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사회구조가 정보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진화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식사회에서의 정보기술은 ITA,

GRID, all IP 기반의 유무선 통합 등과 같은 미래 기술과 함께 Ubiquitous 환경의

전개가 예상된다.

Ubiquitous 환경에서는 초소형 컴퓨팅 기술이 사물과 생활주변 속으로 스며들어

인간․사물․정보간 최적의 컴퓨팅 기반이 형성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정보화 기술동향 - 정보화기획단 내부 연구자료

사회 구조
(motive)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

정보시스템

구 조

데 이 터

관 리

네트워크

과거 기술과거 기술 현재 보편적 기술현재 보편적 기술 미래지향적 기술미래지향적 기술

산 업 사 회
(산업혁명)

지 식 사 회
(유비쿼터스 혁명)

정 보 사 회
(디지털 혁명)

구조적 방법론

Stand alone C/S

Clustering

Web Service

P2P/GRID

File System
Text

RPB

HTML XML

OODB / ORDB

Semantic Web

유 선
PSTN

X.25
Frame Relay

무선LAN
CDMA

ATM
Metro ethernet

All IP
유/무선 통합

ISP/BPR

정보공학

I T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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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환경 요소

서울정보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환경 요소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 구성요소의 관계와 서비스 특징

구 분
특 징

(구성원의 관계와 서비스 특징)
가 치

시 민

(G2C)

서울시 정보화 사업(서비스)의 궁극적 수혜자(고객)

시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정보제공, 민원처리 등)
삶의 질 향상

유관기관

(G2G)

정보화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면서, 협력의 관계

핵심역량의 공유체계 구축
행정 효율성 향상

기 업

(G2B)

서울시 정보화 사업 파트너이면서 또 다른 고객

기업의 정보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원(서울형 산업지원)
생산성 향상

1) 시민(G2C)과의 관계

시민들은 서울정보화사업의 직접적인 고객으로서 다른 어떤 외부환경요소

보다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행정의 투명화 및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온라인 민원처리와 같은 디지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정보활용도와 인프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시민 정보활용 부문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높은 비율에

비해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을 주로 정보검색이나

온라인게임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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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민영역의 정보화 수준

구 분 2002년 서울 비 고

<시민 정보활용 부문>

․ 인터넷 이용자수
(6세이상 서울시민, 950만명 기준)

- 630만명 (66%)
- 230만명 (24%)

(1999)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정 인터넷 가능)

- 83% - 전국 70.2%

․ 전자상거래 이용

- 사업체 전자상거래

- 개인별 인터넷쇼핑 경험

- 인터넷 뱅킹

- 29.0%

- 14.2%

- 38.6%

- 15.6%

- 18.6% (’2001)

- 전국 9.8%

- 전국 31%

- 전국 11.4%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

․ 인터넷 가입자망 ADSL 8 Mbps
VDSL 54 Mbps

- 모뎀 (56Kbps)

(1998)

․ 전체 PC 보급률
- 컴퓨터 사용가능

- 89.0%

- 67.6%

- 전국 78.6%

- 전국 63%

․ 이동전화 가입자 수
(6세이상 서울시민, 950만명 기준)

- 92% (875만명)
- 전국 70%

(3200만명)

(※ 자료 : 한국전산원 자료 및 서울시 자체조사)

이는 서울시 정보화정책의 주요방향이 시민이 정보를 이용해서 보다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PC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나 컴퓨터 사용 가능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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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기관(G2G)과의 관계

서울정보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환경 요소 중 시민영역 다음으로는 유관기관

영역으로 중앙정부와 자치구가 있다.

<그림 6> 서울시와 유관기관과의 관계

수 혜 자

중앙 정부 자 치 구

< 파트너형 협의체계 유지 >

서 울 시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서울

시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또는

지원하는 내용을 열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개발 중복 심의,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촉진, 지역우수시스템 보급,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한 지역정보화

방향제시, 정보화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교부금 대상 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 편이나

기타 정보화 시책 추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 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한

정보통신 4개년 계획을 통해 중앙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표준, S/W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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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지역뿐만 아니라 행정의 궁극적인 서비스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자치구는 조직차원에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지만 업무방식이나 정

보화 조직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이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서울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정보화를 추

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기반이며 행정 업무상 조직적 관리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자치구의 정보화 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림 7>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 중앙부처와중앙부처와 자치구를자치구를 연결하는연결하는 정보정보 공동공동

활용활용 서비스서비스

•• 표준화에표준화에 의한의한 정보자원의정보자원의 통합통합 및및 연계연계

•• 지역행정정보화의지역행정정보화의 원활한원활한 허브역할허브역할 실현실현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 정보자원의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공동활용

•• 중복투자중복투자 해소로해소로 행정비용행정비용 절감절감

•• 지역정보화의지역정보화의 완성완성

서울정보화
균형 발전

자치구의 경우 재정 여건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보화 의지에 따라 정보화 사

업추진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데,

 자치구별 전체 예산대비 정보화 예산이 최저 0.9%에서 최고 4%이며, 조

직측면에서 보면 과 단위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앞선 자치구가 있다. 또

한 인력도 최저 7명에서 최고 26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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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업무성격상 대동소이한 업무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예

산이나 조직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자치구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면 자치구별 Digital Divide(정보격차)는 더욱

커져 결국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정보화사업의 중복 방지와 프로그램 공동활용 , 표준화,

그 외의 조직 및 행정에 있어서의 조정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 시․구 정책회의 활성화,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관리 역할 강화

- 자치구간 조직 및 예산의 균형 조정 또는 지원

등을 통해 업무적 측면과 정보화 조직적 측면에서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조 및 서비스의 변화, 즉 지역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활동 강화에 따

라 서울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자치구를 포괄하는 종합 행정서비스의 필

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호협력 하에 자치구 개별시스템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관련협의체를 통하여 정보화에 대한 협

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기업(G2B)과의 관계

기업은 서울시 정보화 사업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고객으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다.

즉, 기업은 서울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파트너로서 시민을 위한 공동의 과업

수행의 역할을 하며, 서울시는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보화에

뒤쳐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 기업이 서울정보화의 파트너이면서

또한 고객으로서의 관계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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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서울시는 산업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DB화하여 독자적인 경영․기술

정보를 습득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산업경제 정보통신망(Seoul Business

Network)을 통해 최신의 경영․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과의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 인터넷 무역실무 및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8> 서울시 산업경제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서비스

소비자 보호센터 등 종합정보

외국인 투자정보농수축산물 직거래마당

중소기업 홍보 및 경제정보

서울시 산업경제

정보통신망
(Seoul Business

Network)

커뮤니티와 홍보매체로서의 홈페이지 역할 증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나 기관에서도 산업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점차 산업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산업부문에

대한 정보화 인식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정보화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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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화 동향 및 사례

1) 중앙정부 정보화 동향

 전자정부 개요

2001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자정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정보기술을정보기술을 활용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사무를 전자화전자화

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행정

업무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수행하는 정부정부 ”

전전 자자 정정 부부

전자정부는 정보사회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정부기관과

정부기관과의 관계(G2G)를 포함하여 국민(시민)과 정부기관과의 관계(G2C),

기업과 정부기관과의 관계(G2B)를 전자정부의 범위로 하고 있다.

<그림 9> 전자정부 개념으로 본 정보사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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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정보화

행정자치부는 2003년에「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정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한 네트워크 정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통한 지식정부,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통한 참여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과,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를 관청 방문 없이 처리,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

공유, 국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인 e-KOREA VISION 2006 을 수립하였다.

 전 국민의 정보기술 습득, 산업․공공부문 정보화 도입,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략적 측면에서 질적 심화 및 고도화 전략, 수요자 중심지향의 정책으로

전환, 정부의 역할이 신 산업 토양조성, 즉 민간영역을 따라가는 후발

(Catch-up)전략에서 민간을 주도하는 선도(Lead) 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2006년까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디지털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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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및 타 지역 정보화 사례

 해외 정보화 사례

◦ 미 국

- 2002년 2월「전자정부 전략보고서」에서 발표한 국민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24 e-Government’ 프로젝트는

「부시행정부 하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주관」

 온라인 서비스 절차 간소화, 기업간 거래시 문서 감축, 정부업무의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며,

 정보공유 등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IT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도모, 중복투자 제거 등 효율적인 IT투자, 범 정부 아키텍처 도입과 웹기반의

전자정부 전략 추진, 안전한 사이버 공간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 또한 GovNews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의 유즈넷(Usenet)을 조직화하여

공공정책 및 정부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자 뉴스 그룹형태의 토론그룹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여론형성과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와 참여하고 있는 정부관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일 본

- 일본 IT전략 본부는 7가지의 ‘선도적 대처’와 이를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새로운

IT사회 기반 정비’를 제시하는 ‘e-Japan 전략Ⅱ’를 수립(2003.7)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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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식생활, 생활, 중소기업 금융, 지식, 취업․노동, 행정서비스 분야를

7가지 선도적인 분야로 선정하고, IT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맞춤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IT이용환경 정비, 차

세대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 개발, IT 인재의 육성 및 확보, 각국과의 협력

하에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 등 5가지 새로운 IT사회기반 조성을 추진 중이다.

-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6월 총무성 주관으로 민․관․연 합동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포럼‘이 출

범하였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개발에 본격 착수하여 일본이 자랑하는 이동통신에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로의 단계적 발전을 계획하고, 최우선 과제로

2005년까지 휴대폰과 PDA 등 손안에 들고 다니는 휴대 단말기로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인터넷에 접속해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검색이 가능토록 하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송, 지상파 위성방송까지 청취할 수 있는

단말기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타 지역 정보화 사례

◦ 대전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확산, 정보 활용의 고도화의 단계적인 발전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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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통하여 발전적인 미래상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21세기의 희망과

꿈을 제공하며,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 구현을 목표로 행정, 산업, 생활부문의

정보화와 이를 통합, 연계해 주는 경기넷과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전자행정 구현, 산업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단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림 10> 경기도 지역정보화 Master Plan(2001.10)

이동 지자체 구현
통계보고서가 필요 없는 도정

행정기관간 네트워킹

이동 지자체 구현
통계보고서가 필요 없는 도정

행정기관간 네트워킹

IT 인력 1 0만 양성
정보화지수(47.8→80이상)

전자상거래 활용률제고
(1 7.3%→60.0%)

IT 인력 1 0만 양성
정보화지수(47.8→80이상)

전자상거래 활용률제고
(1 7.3%→60.0%)

1 60만 도민 정보화교육
초고속인터넷 완전보급

경기도의 모든 정보는 경기넷에
유무선 Internet 생활화

1 60만 도민 정보화교육
초고속인터넷 완전보급

경기도의 모든 정보는 경기넷에
유무선 Internet 생활화

행정정보화 부문

생활정보화 부문 산업정보화 부문

모바일 경기 경기정보벨트모바일 경기 경기정보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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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정보화 환경요소

서울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 내부 환경요소로서 서울시 정보화

현황은 시정 경영전략(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서울정보화 추진정책의 변화, 정보화

조직 및 인력, 정보화사업 투자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1. 서울시정 방향과 정보화 추진정책

1) 서울시정 방향

서울시정 4개년 계획(Vision Seoul 2006)에서는 시정목표를「서울, 세계

일류도시」로 하고 있으며, 비전과 방향은 아래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11> 서울시정 방향과 중점과제

지역간 균형 잡힌 도시

골고루 잘사는 도시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전통이 함께하는 도시

세계로 열려있는 도시

서울시 비전 및 시정방향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

경제

환경

문화

상습침수지역을 없애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부채(5조)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생활 속에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4대문 안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을 100% 확보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도심에 광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도 처리된 맛있는 수돗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권 녹지 100만평을 늘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치매노인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계천을 2005년까지 복원하겠습니다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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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전에 맞는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

들을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중점과제는 서울시 행정업무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서울정보화 추진정책

<그림 12> 서울정보화 연도별 추진정책

시민위주의 지식기반

전자시정(e-Seoul) 구현

e-Seoul 2001 e-Seoul 2002

정책 목표

• 인터넷 행정서비스체제

정착

•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식기반 행정 구현

• 정보인프라 고도화

시책 방향

고객 지향적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e-Seoul) 구현

정책 목표

• 정보화 추진역량 제고

• 다양한 행정서비스
인터넷으로 제공

• 지식기반 행정 구현으로
경쟁력 향상

• 정보기술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관리
기반 강화

• 정보인프라 고도화 지속추진

시책 방향

Digital Seoul 2000

§ 시민 지향적

전자서비스 실시

•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 정보기술을 이용한

도시안전관리

•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 정보인프라 구축

• 지식기반 행정구현

서울시 정보화 추진정책의 변화를 보면 1999년 「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를 비전으로 ‘디지털 서울’ 조성을 위한 중․장기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정보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위의 <그림 10>와 같이 연도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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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화 조직과 정보화사업 투자

1) 정보화 조직 및 인력

 정보화 추진조직 연혁

<표 4> 정보화 조직구조 변화

1971. 6 재무국 세정과 자료처리계 신설
1978. 5 기획관리실 전산담당관 신설

1970

1981.11 기획관리실 통계전산담당관 개편

1983.11 전자계산소(4급 사업소장, 3계) 신설
통계전산담당관→통계담당관, 전산담당→전자계산소로 통합

1998. 7 기획관리실 전산담당관 (2계) 신설

1998. 8 전자계산소 기구 확대, 3급 사업소, 4급 전산기획관 설치

1993.7 기획관리실 전산통계 담당관 통합
1996.1 기획관리실 전산정보담당관 (4계) 개편
1996.1 전자계산소 → 전산정보관리소(명칭변경 및 기구조정)

2부 5과 → 2부 7과
1998.1 기술심의관 지리정보구축 기획단 신설

전산정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변경
1999.3 CIO(정보화기획단장) 도입, 조직개편 3 담당관, 1 사업소

2000.9 정보화기획담당관내에 인터넷 정책팀 신설
2001.6 정보통신반 신설(3담당관, 1반, 1사업소)

19701970

19801980

19901990

20002000

(정보화기획, 정보화개발, 지리정보, 전산정보관리소)

2003.1 조직확대(인터넷관련팀 2개, 통계관련팀 1개, 정보보호팀 1개 신설)
명칭변경
(정보화개발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반→정보통신담당관)

<그림 13> 정보화기획단 조직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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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화 추진조직은 위의 그림과 같이 정보화기획단장 아래 4개 담당관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화 인력

정보화 인력은『전산부서 및 일반부서에서 IT사업 기획․개발․운영․

평가․관리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기존의 전산부서

인력이나 전산직으로 한정하던 제한적 정의를 넘어 조직의 정보화 추진 프

로세스에 참여하는 일련의 인력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 인적자원은 정보화기획단 내의 경우 전산․통신과 그 외의

직렬을 모두 포함하며, 정보화기획단 외의 경우는 전산․통신직렬 대상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정보화 인력을 보면 전체 554명으로 정보화기획단에 235명, 현업 부서에 319명이

배치되어 있다.

<표 5> 직종별․조직별 서울시 정보화 인력

구 분

직종별 조직별

계 전산․통신․계약 행정․기타 계
정보화
기획단

타부서

계 554 482 72 554 235 319

( ※ 정보화기획단 내 전체 인력과 본청․사업소 타부서 전산, 통신직렬 인력 )

위의 표는 조직별, 직종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 인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전문화 부족문제와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표 6> 서울시 정보화 인력의 자격증 보유현황

구 분 합계 기술사 기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검색사

계 822
9 335 122

356
466

( ※ 1인당 2개 이상 자격보유로 인원대비 자격증 보유수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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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정보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앞의 표의 전산․통신․계약 직종으로 볼 때 전문인력의 자격증

보유율이 97%(466/482)로 대부분의 인력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격취득 시기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평균 8～9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수교육(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정보화사업 투자여건

<표 7> 서울시 정보화예산 연도별 분포

년도별 서울시 정보화 예산 및 점유율

24,216 22,337
58,487 58,159 142,97985,104

1.22%

0.75%
0.59%0.66%

0.27%0.25%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백
만

원
)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정보화예산 총예산대비 정보화 점유율

서울시 정보화 예산 및 점유율은 정보화 기술발전 및 정보화기기 교체시기에 따라

2～3년을 주기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정보화 예산

증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정보화 예산은 서울시 총예산의 평균 0.95%를 차지하며, 2003년도의

정보화 예산은 2002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총예산 대비 점유율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서울시 연도별 정보화예산

(단위: 백만원)

연 도 서울시 총예산 정보화예산
(본청, 사업소)

점유율(%)

2001년도 11,297,150 85,104 0.75

2002년도 11,671,900 142,979 1.22

2003년도 12,663,500 113,374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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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정보화 현상분석

서울정보화 현황을 ①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 ② 대 시민 서비스 ③ 정보

인프라 분야로 나누어 서울시 정보화에 대한 현상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

고자 한다.

1.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1)

행정정보 시스템 분석은 업무 분석과 정보시스템 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1-1. 서울시 업무분석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서비스는 간접적이며 규제성격의 기획부문 서비스와 직접적이며 복지성격의

운영/민원 부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1)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특징

기획부문의 서비스 특징
(지원 기능)

운영/민원 부문의 서비스 특징
(주 기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조례/시행규칙’ ‘건축물’ 등의 공공

서비스/사업 등을 만드는 절차로

구성되며,

․기획성격의 서비스에서 제정된

서울시의 조례제정을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서울시의 ‘조례/시행규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구성되며,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서비스가

시작됨.

1)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기반구축(2003) 연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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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업무기능

서울시 전체업무는 7개의 지원 기능과 9개의 주 기능으로 분류되어 서울시

전체 기능을 16개의 하부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기능은 3개에서 8개의

하부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 서울시 업무기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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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정보
통신

정보화
기획

정보운영
관리

신사업
수행

정보화
지원

평가

행정행정

자치구
행정관리

민원

문서관리

청사유지
관리

의전지원
관리

비상관리

주기능주기능

건설건설

건설행정

도로건설/
관리

치수관리

하수관리

시설물
관리

(자연)
재난관리

교통교통

교통계획

교통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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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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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국제교류

소방
방재
소방
방재

소방방재
행정

예방관리

방호구조

주택주택

주택/건축
기획

도시정비

주거정비

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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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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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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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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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시정
기획
시정
기획

예산

법무

심사평가

재정분석

조직제도

일반기획

인사인사

임용

인력관리

교육

급여관리

재무재무

지방세무
관리

지방세제
관리

계약관리

심사관리

재산관리

회계관리

정보
통신
정보
통신

정보화
기획

정보운영
관리

신사업
수행

정보화
지원

평가

행정행정

자치구
행정관리

민원

문서관리

청사유지
관리

의전지원
관리

비상관리

주기능주기능

건설건설

건설행정

도로건설/
관리

치수관리

하수관리

시설물
관리

(자연)
재난관리

교통교통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시설

교통수단

단속

도시
계획
도시
계획

도시계획
총괄

지적관리

지구관리

시설관리

문화문화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

문화행사
관리

문화시설
관리

문화단체
관리

관광

체육/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여성

사회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정책

보건

위생

산업산업

산업정책

통상지원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고용취업

농수산유통

에너지

국제교류

소방
방재
소방
방재

소방방재
행정

예방관리

방호구조

주택주택

주택/건축
기획

도시정비

주거정비

주택/건축
사업관리

환경환경

환경정책
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
관리

공원관리

조경관리

지원기능지원기능

3) 서울시 업무분석 종합

세부적인 업무별 기능 분석은 「서울시 ITA연구 결과」를 참조한다. 업무

대상에 따른 업무분할을 할 경우 서울시의 실제조직과 대체로 일치하며 업무조직은

업무 활동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업무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주 활동(기능)은 민원을 위한 접수, 심사, 행정 처분 활동과 서울시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기획, 심사, 실행 및 평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하부기능들은 다양한 업무 기능들과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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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업무 아키텍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핵심 프로세스 몇

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업무기능을 대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분

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2.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 분석

1) 응용시스템 프로파일

 기능별 분류에 따른 응용시스템 현황

기존의 192개 시스템으로 관리되었던 것을 ITA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타

시스템에 기능이 흡수된 시스템, 불용 시스템, 서울시외 타 기관으로 이관된

84개의 시스템을 제외하고 8개 시스템이 추가되어 16개 업무그룹에서 116개

업무시스템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 지원시스템 수를 보면 적게는 2개, 많게는 14개의 시스템이 지원

하고 있으며 규모가 적은 여러 개의 정보시스템으로 세분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서울시 업무영역별 응용시스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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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용시스템 수 < 업무영역별 응용시스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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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주체 및 운영연도에 따른 분류

116개 시스템에 대해 개발 주체별로는 자체 > 외주 > 도입 순으로 많으며,

운영시작 연도별로 정리하면 5년 전인 97년도 이후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이

81%(94)에 해당하며 5%(6)가 6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개발주체별 및 년도별 응용시스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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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주체별 응용시스템 수 > < 운영년도별 응용시스템 수 >

 개발언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별 분류

각 시스템별로 개발언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별로 파악한 결과 C/S환경을

위한 델파이(Delphi)와, 웹 환경에 PHP가 많이 사용되나 너무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HP-UX 운영체제에 오라클(Oracle) DB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개발언어별, 운영주체별, 데이터베이스별 응용시스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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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별 응용시스템 수 >

< 운영주체별 응용시스템 수 >< 개발언어별 응용시스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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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시스템 프로파일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규모가 적은 여러 개의 정보시스템으

로 세분화되어 있어,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개발언어별로 정보시스템을 분류한 결

과 C/S환경을 위한 Delphi와 웹 환

경을 위한 PHP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만, 다양한 개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업무의 기능별로 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 또는 정보시스템 기능 통합의

필요성이 있음

․개발언어,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의 표준 수립이 필요함

서울시 업무 기능별로 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과 정보시스템 기능통합이 필요하

며, 개발언어,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의 표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응용시스템 품질평가와 현황분석

품질평가는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응용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측면, 전산운영자

측면의 품질만족도(기능,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며, 서울시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응용시스템의 활용, 장애처리 지원체계, 정보공동활용 관점에서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전체시스템의 기능 품질점수는 수용선 이하의 점수인 67.0으로서 업무수

행에 큰 지장은 없으나 활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하는 상태로 부분적인

보완 또는 개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용자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난다.

기술평가는 수용선 이하의 점수인 68.8로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으나

활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하는 상태로 부분적인 보완 또는 개편을 고려

해야 하며 특히 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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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능품질평가 및 기술품질평가 항목별 종합

기능품질평가 항목별 종합
한계선(60)
수용선(70)
한계선(60)
수용선(70)기술 품질평가 항목별 종합

사용자참여

백업 및
복구

데이터 구조

유지보수의용이성
사용자교육

정기적개선

운영의 효율성

시스템운영
(67.7)

요구분석
(70.3)

(64.5) 
개발 및 유지보수

(70.6)
테스트 및 사용자교육

테스트절차

77.1

69.9

71.4

정형화된
방법론

66.3

54.2

67.0

52.7

개발방법론

타 시스템과
연관성

60.9

67.2

64.2

79.6

기술적합성 지수
(전체평가 68.8)

데이터정확성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최신성

데이터보안성

조작의일관성

사용자매뉴얼
품질

업무지원정도

출력물품질
응용시스템기능성
(67.3)

데이터충실도
(73.3)

(67.8) 
사용자편의성

(59.7)
각종 지원체계

75.6

70.3

56.5

66.5

66.4

66.6

76.5

화면구성
친밀도

66.2

68.6

68.6

장애처리지원

55.8

응답및처리속도

데이터적시성

On-Line 
Help지원

교육

기능만족 적합성 지수
(전체평가 67.0)

69/9
70.6

60.9

65.6

자료입력
편의성

응용시스템 활용측면에서는 기능을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일부 중요한

업무 기능만 지원하여 업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사용자도 응용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이 소극적이다.

사용자 지원체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 전산담당자에게 통보가 잘 안되고 있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의 공동활용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많이 인식되나 아직도 많은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정보교환도 아직까지 디스켓이나 전자메일 등 수동적인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비표준화 문제와 조직간 업무협조 문제가 정보공동

활용의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응용시스템 품질평가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응용 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이나 사용

자 교육을 포함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정기적인 실행속도 개선 활동, 타 시

스템과 연관성 정의, 정형화된 사용자

요구분석 방법적용이 부족함

․사용자 교육 또는 응용 시스템에 도

움말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활용

도와 업무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함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정의

하고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확히 정의하며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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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응

용시스템에 대한 의견개진에 소극적임

․정보교환 방법의 비표준화 문제와 조

직간 업무 비협조 문제가 정보공동활

용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됨

․업무지원을 위한 응용시스템의 추가

개발이나 개선이 필요함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보

교환 방식 등의 표준화가 필요함

3) 기술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현황

<그림 15>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와 S/W 현황

구 분 서버보유 DBMS
시스템SW 관련 HW

(웹서버, 보안관련 등)
전산실수

계
33개 기관

총 241대
120개

159개

(웹서버 61개 포함)
30

※ 2003년 8월 ITA 사업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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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부문 개괄현황은 위의 <그림 15>와 같으며 양적으로 많은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으나, 50%이상이 현업부서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유지보수의 미흡,

백업시스템의 부재 등 장비관리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조사되고 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등 29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버관리가 어려우므로 중앙 집중식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Client/Sever와 Web

아키텍처, 그리고 Client/Sever와 Web의 혼용 아키텍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유형이 부재하므로 향후 서버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수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

고 있으며, 3-tier 구조의 미들웨어를 도입하여 개발 환경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서울시 전체 데이터베이스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행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적 관점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업무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을 가져오고 데이터에 대한 표준항목의 부재로 인해

데이터 공유를 어렵게 만들므로, 전사적 데이터 모델을 완성하여 일관된 데이터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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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프라 현황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단일화된 장애처리 창구 부재

․부서별 서버 도입으로 다양한 기종이

존재하여(컴퓨팅 환경의 비표준화로)

서버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부서별 응용 시스템 개발로 프로그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서버의 통합을 통한 관리의 일원화

․서버 등 정보기술의 표준수립이 필

요함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으로 웹 환

경의 3 Tier 구조의 기술 표준이

필요함

◦ 데이터베이스 현황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서울시의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

법과 데이터(정보)에 대한 일관된 관

리가 부재함

․데이터 존재의 위치파악이 어렵고 데

이터 교환에 대한 표준이 부재함

․동일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DB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데이터 교환에 대한 표준화의 부재함

․통합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

리가 필요함

․전사적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의

중복성을 감소시키며, 단일입력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재사용을 활성화함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한데, 이는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재사용하고 공

유할 수 있도록 해줌

4) 분야별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아래의 <그림 17>과 같이 업무 기능별 시스템을 분류할 때, 2003년 실시한 ITA

사업의 '서울시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Coverage(적용범위)' 분석 결과를 보면,

분야별로 정보화의 실질적인 추진비율이 생활정보화 53%, 산업정보화 50%, 도시

기반정보화 61%, 행정정보화 40%의 내부 행정업무 프로세스별 시스템 구축현황을

보이고 있다.

내부 행정업무 프로세스별 시스템 구축현황은 생활정보화와 산업정보화의 경우

전체의 평균 수준인 50%를 이루었고, 도시기반 정보화의 경우는 단기간동안 많은

투자와 계획적인 정보화를 통해 60%가 넘는 평균 이상의 정보화를 달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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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화의 경우는 오랜 기간동안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40% 수준밖에

이루지 못한 것은 정보화의 추진방향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서, 장기간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추진실적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업무처리 흐름이 정보화에 맞게 정비되지 못

하고, 정보화를 깊이 있게 수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BPR/ISP를 통해 업

무처리를 정보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느낌과 달리 정보화 추진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보화가 업무프로세스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7> 2003년 ITA 연구결과 ‘서울시 전자정부 응용 아키텍처’ 요약

통합
문화예술
정보시스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문화정보

복지여성정보

환경정보

도시계획정보

주택정보

건설정보

교통정보

소방방재정보

시정기획정보
정보통신정보

재무정보
감사/공보정보

인사정보
행정정보

기업지원
고용취업
국제교류

농수산유통

통합복지정보시스템

통합환경
정보
시스템

통합소방

방재시스템 통합도시
시설기반
관리시스템

통합산업

정보시스템

통합지식

관리시스템

통합인사시스템

통합도시

건설관리
시스템

통합재무

시스템

통합행정

지원시스템

생활 정보화

도시기반 정보화

산업 정보화

행정 정보화

전자상거래 확산

및 소비자보호

◦ 분야별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행정정보화 분야가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타 분야에 비해 뒤져 있는데, 정

보화에 맞게 업무처리 흐름 조정이 필

요함

․정보화를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도

록 BPR/ISP를 병행하면서 정보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으로 정보공유 및 업무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전자 결재율이 99%에 달하는 등 행정 전체분야에서 정보화의 양적인

확산을 이룬 것은 그 동안 정보화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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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 분석종합

업무분석과 정보기술 분석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전사적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러한 방향성을 아키텍처 구축의 지침으로 반영한다.

분석 결과 개선방향 종합

․각각의 하부 기능은 다양한 업무 기능

들과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서울시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

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규모가 적은 여러 개의 정보 시스템으

로 세분화되어 있어, 현재 시스템의 관

리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개발 언어별로 정보시스템을 분류한 결과

너무 많은 개발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응용 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이나 사용자

교육을 포함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응용 시스템의 정기적인 실행속도 개선

활동, 타 시스템과 연관성 정의, 정형화

된 사용자 요구 분석 방법 적용이 부족함

․정보교환 방법의 비표준화 문제와 조직

간 업무 비협조 문제가 정보공동활용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부서별 서버 도입으로 다양한 기종이

존재하여(컴퓨팅 환경의 비표준화로)

서버 운영비용 증가

․동일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DB에서 중

복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업무 기능별로 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

또는 정보시스템 기능 통합의 필요성이

있음

․개발언어,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의 표준 수립이 필요

․사용자 교육 또는 응용 시스템에 도움

말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활용도와

업무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함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정의하

고 관리하여야 함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확히 정

의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함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보교환

방식 등의 표준화가 필요함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으로

웹 환경의 3 Tier 구조의 기술 표준

수립이 필요함

․통합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함

․정보화를 깊이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BPR/ISP를 병행하면서 정보화사업 추

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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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시민 서비스

2-1. 대 시민 서비스 분류

대 시민 행정정보 서비스 부문은 시민들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

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분야로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3> 대 시민 정보서비스 요약

구 분 현황 및 주요기능 비 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 단순정보 제공

․시장동정, 주요행사자료실, 서울뉴스(주요뉴스,

보도자료, 서울시보, 서울경제동향)

․시정정보, 통계, 자치법규, 서울가이드

․공지사항, 채용정보, 서울시보, 조직안내,

자치법규, 멀티미디어자료실

․정보공개 청구(행정정보 공개)

- 기관 및 사업소 홈페이지, 정보 홈페이지 등

90여개 개별홈페이지 서비스

시민중심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구

축하기 위한 홈

페이지 통합사업

추진 계획 중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 민원 정보제공

․민원사무 안내, 생활정보, 세무정보서비스,

민원서식 제공서비스

G4C의 경우 행

정자치부, 시․

군․구와 연계

하여 전국적으로

서비스 제공

- 민원관련 상호작용

․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 민원상담 및 조회

․고충민원 등 15개 분야의 신고센터,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OPEN)

- 민원처리

․G4C, 온라인 민원신청,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거래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 참여정보제공

․서울뉴스(사회교육프로그램, 전국행사안내)

․시민참여마당(분야별 시정참여), 웹 동호회

- 의견수렴

․시장에게바란다, 자유토론방(열린광장), 게시판

- 적극적 시민참여수단

․서울시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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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 시민 서비스 분석

초기의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홍보 목적으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와 그에 파생되는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단방향으로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양방향으로

시민의 청구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로 발전되었다.

<그림 18> e-정보 서비스의 발전단계(‘서울시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1단계 2단계 3단계

단순 정보 제공

(information)
정보공개 청구

(interaction)
능동적 정보공개

(integration)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안방 전자민원’이

라는 기치 아래, 오프라인 상의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였다.

이제는 단순한 민원관련 정보제공의 단계를 넘어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직접 온라인 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나아가 민원서식발급,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처리 영역에서는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One-Stop으로 처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시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행정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결과

적으로 시정참여에 기초가 되는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

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지방자치의 정착 등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법․제도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전자민원처리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가 정책 결정과정에 연결되는 능동적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 시민 서비스 분석은 인터넷의 서비스 기능에 따라 <표 9>와 같이 정보제공,

민원처리, 시민참여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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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02.12월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4> 서울시 홈페이지 현황(2002년 12월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현황(공사,자치구 제외)

구 분구 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전

홈페이지수홈페이지수 1212

관련예산관련예산 7억7억

2000년2000년

28
(↑16)

28
(↑16)

15억
(116%)

15억
(116%)

2001년2001년

45
(↑17)

45
(↑17)

35억
(130%)

35억
(130%)

2002년2002년

90
(↑45)

90
(↑45)

40억
(15%)

40억
(15%)

구 분구 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전

홈페이지수홈페이지수 1212

관련예산관련예산 7억7억

2000년2000년

28
(↑16)

28
(↑16)

15억
(116%)

15억
(116%)

2001년2001년

45
(↑17)

45
(↑17)

35억
(130%)

35억
(130%)

2002년2002년

90
(↑45)

90
(↑45)

40억
(15%)

40억
(15%)

§ 홈페이지의 급격한 증가

- 2000년 28개 -> 현재 90여개

§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증가

- 예산 : 50억 (연간 소요예산)

- 인력 : 208명 (직원 109, 용역 99)

§ 홈페이지 서버운영

- 장비 : 79대(SIDC관리 63, 미입주 16)

§ 이용건수(월 접속횟수기준)

- 137백만건(최대 85백만, 최소 1275건)

1996년 서울시에 최초로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90여 개에 이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중심의 수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컨텐츠의 방대한 양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에 기인하나,

중복 컨텐츠의 발생 및 예산의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한다.

컨텐츠의 내용측면에서는 행정정보 중심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 밀

접한 생활정보로 컨텐츠의 성격이 변하였고, 기능적으로는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시민의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와 같이 상호작용에 의한 컨텐츠의 공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총 90여 개의 홈페이지에 대해 홈페이지 현황(사이트), 컨텐츠, 응용프로그램,

인프라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2)

 서울시 홈페이지 현황

2002년 말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90여개 사이트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2) “서울시 홈페이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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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컨텐츠 분야, 응용프로그램 분야, 하드웨어

시스템 및 인프라 분야로 구분한다.

<표 15> 서울시 홈페이지 현황(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홈페이지 명(기관명) 기 준

기관(실․국)

홈페이지

․감사관, 문화국, 경영기획실, 기술심사담

당관, 복지여성국, 홍보기획관, 행정국, 정

보화기획단, 비상기획관, 산업국, 소방방재

본부, 건설기획국, 재무국, 대변인, 도시계

획국, 주택국

․서울시청의 실․국

단위 기관

․주로 서울시의 정책

에 관한 정보 위주

서울시정 정책을

위한 홈페이지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시정정책 홍보

대형 홈페이지
․교통국, 산업경제통신망, 환경국, 서울문

화관광, 여성정책과

․시정 및 생활관련 정

보를 제공

정보 홈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 물친구, 사이버민원실,

토일렛, 인터넷세무사무소, 버스노선안내,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푸른서울 가꾸

기, 서울의 통계, 동물사랑방, 토지정보서

비스,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예산 참여

방, 서울의 야간경관, 늘푸른 여성정보, 북

촌한옥마을

․과 단위로 제공하는

정보제공 홈페이지

․시민생활 관련 정보

를 제공

사업소 홈페이지

․한강관리사업소, 여성발전센터, 남부․북

부․서부․중부 여성발전센터, 공원녹지관

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체육시설관

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중랑하수

처리사업소, 아동복지센터, 전산정보관리

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차량정비사업소, 아

동․동부․서대문․은평 병원, 품질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각 사업소에 대한 정

보제공

․시정과 크게 연관이

없는 행정 및 서비스

업 종류의 성격

고유특성을

가지는

홈페이지

․물품관리 알뜰방, 자치법규서비스, 전자

우편서비스, 시민사이버교육, 민원처리온라

인공개시스템, 영문표기사전, 미디어시티서

울2002, 월드컵홍보, 서울대공원관리사업

소,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서울홍보

물갤러리,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어린이, 장

애인, (서울시사보, 재건축정보센터, PC뱅크)

․사이트 자체가 고유

정보제공형으로 되어

고유한 특성을 가짐

․서울시 소속 유무와

별개로 관리되어져야

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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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홈페이지 현황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각 조직별로 자체 사이트를 구축․운

영하고 있어 동일한 정보가 중복되어

존재

․별도의 구축․운영으로 그에 따른 비

용이 증가, 관리요소(사업발주 및 감

독 등)에 대한 부담이 큼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정보가 중복

되는 부분 해소

․시민 접근성의 용이를 위해 단일 창

구(Single interface) 필요

 컨텐츠 현황

홈페이지의 컨텐츠는 홈페이지에 담고 있는 내용 즉, 특정 정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로써 시민(이용자)이 그 컨텐츠를 직접 이용하게 된다

컨텐츠는 행정정보 및 생활정보 등과 같은 정보제공 측면이 있고, 민원관련

컨텐츠로서 민원처리(전자민원)와 같이 온라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시민참여와 같이 시정에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컨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측면의 컨텐츠는 생활정보와 행정정보로 이루

어져 있는데 개별적인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시민이 원하는 컨텐츠의 부족

시민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적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 홈페

이지를 이용하는 주 목적이 ‘정보 및 자료의 습득’으로 볼 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컨텐츠의 관리 미흡

홈페이지는 구축뿐만이 아니라 운영에도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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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그 내용이 시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므로 컨텐츠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공급자 중심의 컨텐츠 분류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컨텐츠의 분

류체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 기관의 조직단위로 하는 등 공급자 중심으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조직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원하는 정보로의

접근이 어려워지게 된다.

▹ 비효율적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대다수의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 상단 등 중요한 위치에 현란한 그래픽

이미지를 배치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사용된 이미지는 방문자의 시선을

혼란시키게 되어 정작 원하는 정보를 접근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홈페이지 접속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컨텐츠 현황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에 따라 컨텐

츠 제공 환경이 상이하여 단일창구에

서의 통일성 있는 정보제공이 어려움.

․공급자 중심의 정보설계로 시민의 접

근성이 불편함

․각 홈페이지별로 컨텐츠를 생산 운영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홍보 및 정보

제공, 대 시민 서비스의 일관성이 결여됨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방안이 필요함

․사용자 중심의 정보설계에 의한 시민

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홈페이지 서비스의 표준모델을 정립

하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관

성 확보와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채

널에 의한 서비스 필요

 응용 프로그램 현황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유사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아래 <표 12-1,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운영환경에 따라 분류해 보면

Oracle과 MySQL, MS-SQL이 DBMS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개발언어로는

php, asp, jsp 와 html로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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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홈페이지 메뉴유형 분류

메뉴 유형 페이지 기능수

주로 게시판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시판류

신고신청

예약

강좌

견학

기타,

설문조사

메일

회원

일정관리

이벤트

SIP관리

69

12

9

8

7

7

5

3

3

2

1

1

54%

9%

7%

6%

6%

6%

4%

2%

2%

2%

1%

1%

합 계 127

<표 17> 홈페이지 운영환경별 분류

DBMS php asp jsp java 합 계

Oracle8i 59 8 13 1 81(64%)

MySQL 23 23(18%)

MS-SQL 10 10(8%)

미사용 5 8 13(10%)

합 계 82(65%) 23(18%) 21(17%) 1(1%) 127

DB는 Oracle > MySQL > MS-SQL 개발언어는 php > asp > jsp 순서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용프로그램 현황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서울시 홈페이지와 산하기관 홈페이지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되고 다양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음

․컴포넌트화가 되어있지 못함, CBD기반

하에 개발된 사이트가 없어서 모듈화

및 재사용성이 부족한 면이 많음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표준화된 방

법과 절차가 정의되어야 함.

․J2EE 기반하에 모든 응용프로그램이

통합되어야 함

․DBMS, 개발언어별로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하며, UI에 대한 통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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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시스템 분석

<그림 19>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구성도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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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ort, Redundancy SAN Switch 16 PortSAN Switch 16 Port

방화벽

I S PI S P

2132517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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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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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서버

스트리밍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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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DB서버
웹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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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174263

기타
백업
서버

보안
서버

메일
서버

스트리밍
서버

검색
서버

DB서버
웹

서버
총계

(2002년 12월 현재 SIDC 현황, Seoul Internet Data Center)

운영체제 DBMS

Unix Linux Windows 기타 Oracle Ms-SQL MySQL

14 28 17 4 8 5 8

◦ 홈페이지 시스템 현황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각 실․국, 사업소 등 사업발주 및 관리

감독을 산발적으로 진행하여 하드웨어

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며, 보유자원의 효

율적 분배와 활용도가 떨어짐

․독립적 사업발주 및 시행으로 각기 다

른 개발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표준성 및 호환성이 없음

․SIDC에 입주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스템의 위치적 집중화와 함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재설계가 필요함

․일관성 있는 환경유지와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발주를 하며 전체시스템에

대한 재설계가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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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분석종합

홈페이지의 급격한 증가 및 부서별 분산 운영에 따라 낭비요인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표준모델 정립과 대화형 포털서비스 등 시민중심의 지식정보

구성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방향 >

․시민중심의 지식정보 재편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지원 필요

․편중된 예산 및 부족한 인력의 공동활용 등 구축 및 운영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체계적인 업무절차의 확립으로 경쟁력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인터넷 기술 발전추세에 대응한 홈페이지 서비스 표준 모델정립과 홈페이지

를 통한 서울 전자정부(e-Seoul) 실현의 기반조성

․산재된 서울시 산하 사이트의 일관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단일 인터페이스 구축으로 정보이용의 효율성 제고

․통합요구 등 변화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Trends(경향)를 감지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 전문화․구체화된 서울시 관련 통합 웹서비스 제공

※ 업무별로 개별 서비스를 실시하던 90여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 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민중심의 단일 인터페이스 (단일 창구)로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www.seoul.go.kr) 구축사업이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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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

<그림 20> 인터넷 활용 민원업무 효과

인터넷 활용
민원업무효과

투명성 확보대면접촉 불요

생산성 향상시간비용 절감

시민 만족도 증가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업무 처리는 위의 <그림 20>과 같이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많은 업무를 인터넷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다수의 민원업무가 BPR이 선행되어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Process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먼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행자부와 시․군․구가 연계되는 G4C(Government For Citizen)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 G4C 민원처리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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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는 안방 전자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단일창구의 확충,

국가 주요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전자인증․전자

지불 등 운영기반(인프라) 구축,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G4C사업 주요 내용 >

∘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이용빈도가 높은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기업 등

5대 분야 민원업무를 정보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관청 방문횟수를 줄이고

민원 구비서류 제출부담을 경감

∘ 주요 내용

- 주요민원(400여종 민원신청)의 인터넷 처리

- 모든 민원(4,0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안내 실시

- 주요 행정정보(20종)에 대한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주민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업자등록 등은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전자지불 등 운영 인프라 구축,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그러나 아직 시민의 이용불편, 인터넷에 의한 증명발급에 대한 인식의 부족,

공인전자서명(인터넷상의 인감증명)등 인증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화 저변 확대 및 도출된 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

이 실현되면 진정한 전자정부 구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로는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시스템)

과 민원처리 및 상담시스템(사이버민원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에 의한 공개행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조리의 발

생을 차단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민원처리 기능을 모아 전자민원 포털사이트로 운영 중인 사이버

민원실의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자민원 처리 및 상담시스템(사이버민원실)

전자민원 창구인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민원처리 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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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원하는 자료, 각종 민원상담, 민원서식 안내 등을 제공함으로서 효과

적인 전자정부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그림 22> 전자민원 처리 및 상담의 흐름도

• 민원인에게 직접 Web으로 민원접수를 받아 해당업무 담당자까지 Web에서 전달되어

민원업무(상담)가 처리되고 처리결과를 역시 Web에서 결재를 마친 후 민원인에게

통보(게시판, e-mail)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됨

• 또한 이 시스템은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며, 처리진행

상황을 위의 단계별로 보여 줌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 투명성 제고,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전자민원 처리 및 상담메뉴로 민원상담과 15개 분야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이들 메뉴로 처리하는 민원종류로는 진정, 건의, 단순질의, 신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2년 처리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2002년도 전자민원 처리 및 상담실적

구 분 민원상담 신고센터 비 고

민원처리 및 상담 12,357 12,934 2002.1～12

월평균 처리건수 1,030 1,078

또한 서울시 전체에서 유사기능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월평균 1만 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 민원서식 서비스는 통신판매업 신고, 건축허가신고서 등 957종에 대해

월평균 2,300여 건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민원 업무중 신고센터의 경우 외형적인 처리실적과 달리 처리시

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신고센터의 15개 메뉴별로 프로그램 개발환경 및 지원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에게 일관된 접속 창구와 처리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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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식이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새로운 흐름에 뒤쳐짐에 따라 신속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운영과 같은 적극적 사이버 민원행정 서비스에 미흡하다.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 중 주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시스템)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업무분야(10분야 54종)의 처리과정을 공개하여 시

민이 자기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및 전자입찰 시스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의 인터넷을 통한 신고,

납부, 납부확인, 체납확인 등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거래(e-bidding)는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기관과

입찰참여업체 모두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나 PC(인터넷)를 매체로 하여 입찰의

전과정을 집행·확인하며,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에 대해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일관된 민원 접속창구와 처리시스템

을 제시하지 못함

․시민에게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한

민원처리방식의 기능과 홍보가 부족

함

․민원서류 감축 등 BPR을 위한 중앙

정부와 협의․조정이 필요함

․처리방식이 새로운 흐름에 뒤쳐짐

․일원화된 통합 민원창구 및 지원시스

템으로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편리한 기

능개선과 이용률 확대유도 및 인터넷

민원발급 등 새로운 처리시스템 개발

․민원서류 감축 등 BPR을 위한 중앙

정부와 협의․조정, 법적․제도적 보

완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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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기능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토론기능과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서울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시민참여 기능의

활성화 노력으로

- 양방향 커뮤니티의 자유토론방(열린광장), 자유게시판, 웹 동호회 운영,

- 시장에게 바란다

- 그 외에 창안/제안마당,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참여기능을 제공

하고 있으며,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참여 기능의 메뉴를 분석해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의 경우 시민의 메뉴에 대한 선호도 및 시민의 기대에 부

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답변하는 체제구축 등의 제반여건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과 행정기관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며,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대의 시정얼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겠

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급관리자의 높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지침의 준수에 기

인한다.

자유토론방, 게시판의 경우는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

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비실명, 익명성에 의한 불건전 게시물, 인신공격, 상업성

광고의 폭주 등에 의한 건전하고 유용한 게시물의 상대적 피해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안/정책 제안, 설문조사의 메뉴들은 앞으로 시민참여 기능에 있어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이고 시민참여의 핵심부분이 된다.

다음 <표 13>과 같이 그 동안 창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기술적, 운영적인 면

에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메뉴의 통합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제안 메뉴의 재구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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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메뉴분석

현재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메뉴 중에 시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설문조사,

아이디어)을 받는 형태별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메뉴분석을 한다.

<표 19>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정책제안 메뉴현황

실․국 메뉴명 제안유형 실적 비고

기획예산실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16

공 보 관 정책제안․건의 정책제안 299

국제협력담당관 정책제안 정책제안 8

시정개혁단 시정개혁아이디어모집 아이디어 526

정보화기획단 정책제안 정책제안 42

행정관리국 정책제안 정책제안 8

보건복지국 정책제안 정책제안 82

문화관광국
열린마당> 내가

추천합니다
문화관광지추천 178

환경관리실 시민의견수렴(배너) 의견수렴 442

소방방재본부 정책제안 정책제안 105

도시계획국 참여마당>설문조사 설문조사 4회

교통관리실 설문조사 설문조사 ×

건 설 국 정책제안 정책제안 35

주 택 국 설문조사 설문조사 4회

(※ 서울정보포털 > 시민참여마당 > 각 실․국별 서브메뉴, 2002.1～10 실적기준)

“정책제안(아이디어)”에 대한 메뉴 분석을 해보면,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11개

실・국 기관 홈페이지 중 공보관실, 시정개혁단, 환경관리실을 제외하고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공보관 홈페이지(비실명제)의 경우 전체(299건)의 96%(287건)가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난성, 정치성을 띤 자유의견으로 정책제안이나 건의를 받

는다는 메뉴의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비강제의 실명제인 시정개혁단의 시정개혁 아이디어 모집의 경우에는 광고

성이나 정치성을 띤 비제안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단순의견 개진이 전체

제안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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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관리실의 경우에도 시민의견수렴 배너를 사용해 시민의견을 접수

받고 있지만 단순 의견개진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메뉴현황을 보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메뉴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전체메뉴를 포괄하는 메뉴로 재구성하여 단일처리 시스템화하고,

메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내용에 대해 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정책

화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현안 등 주요정책사안을 대상으로 기존의 정책제안(아이디어)

메뉴를 재구성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책토론기능을 수행하는 메뉴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비실명에 의한 불건전 게시물, 상업

성 광고의 폭주 등에 의한 건전하고

유용한 게시물의 상대적 피해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메뉴가 전반

적으로 부족함.

․시민참여기능이 게시판 위주의 단순

메뉴로 처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음

․제안된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체계 부족

․실명제에 의한 충실한 정책제안 및

의견을 제시하는 단일창구가 필요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정책토론기능

을 수행하는 메뉴신설

․회원제 운영을 통한 시정책에 대한

관심권층의 안정적 확보

․관리자의 관심도 제고와 채택된 제안

에 대한 정책화 등 사후 이행보장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포털

(관문)기능 및 홍보 강화

 시민 정보화교육 지원

행정이 시민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때, 시민과 행정기관

간 상호작용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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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함께 활용주체인 시민이 보다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조성 또한 중요하다.

정보화의 발전이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보격차를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정보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소외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시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인터넷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 소외계층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6개 과정에서 연 22만명(2002년도,

집합교육 포함)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컴퓨터 기초에서 홈페이지 제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개설과목을 확대하고

있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주부 등 모든 서울시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사이버 상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환경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보 기기의 무

료보급 등 여건 조성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화영역 등 폭넓은 부분까지 다양한

컨텐츠의 시민 서비스가 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시민 정보화교육 지원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시에서 On-line 교육과 Off-line 교

육이 병행 추진되고 있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함

․시민인터넷 교실의 개설과목이 적고

On-line 교육의 다양성이 미흡함

․이용환경을 갖추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On-line 교육은 시청에서 Off-line

교육은 자치구 주관 등 업무조정이

필요함

․On-line 교육에 있어 교육 대상별

특화된 과정의 교육이 필요함

․정보기기의 무료보급 등 여건 조성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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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 시민 서비스 분석종합

대 시민 서비스를 정보제공, 민원처리, 시민참여의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향후 대 시민 서비스의

지침으로 반영한다.

분석 결과 개선방향 종합

․각 조직별로 자체 사이트를 구축․운

영하고 있어 동일한 정보가 중복되어

존재

․별도의 구축․운영으로 그에 따른 비

용이 증가, 관리요소(사업발주 및 감

독 등)에 대한 부담이 큼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되고 다양한 서

버에서 운영되고 있음

․통합요구 등 변화하고 있는 포털 사

이트의 Trends(경향)를 감지하여 이

에 효과적으로 대응

․대 시민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의 급

속한 발전으로 많은 부분이 새롭게

발생하나, 이에 따른 지침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비실명에 의한 불건전 게시물, 상업

성 광고의 폭주 등에 의한 건전하고

유용한 게시물의 상대적 피해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메뉴가 전반

적으로 부족하며, 시민참여 기능이 게

시판 위주의 단순메뉴로 처리되어 체

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안된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체계부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과

On-line 교육의 다양성이 미비함

․이용환경을 갖추지 못해 정보화교육

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전문화․구체화된 서울시 관련 통합

웹서비스 제공

․통합운영으로 편중된 예산 및 부족한

인력의 공동활용

․시민 중심의 단일창구(Single interface)

구축으로 시민 접근성 강화 필요

․맞춤서비스 일환으로 서울시 인터넷

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특화된 정보

제공 필요

․시정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홈페이지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업무

효율성 확보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 확대 필요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

와 협의기능 강화

․인터넷 웹사이트 외에 다양한 매체활

용 필요성 증대

․웹 커뮤니티 등 시민참여와 시민 통

합을 위한 기능 강화 필요

․실명제에 의한 충실한 정책제안 및

의견 제시 창구의 필요

․On-line 교육은 시청주관, Off-line

교육은 자치구 주관 등 업무조정과

교육 대상별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함

․정보기기의 무료보급 등 여건 조성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디지

털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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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인프라 부문

3-1. 정보통신 현황분석

1) e-Seoul Net

<그림 23> 서울시 초고속 정보통신망(e-Seoul Net) 구성도

통 신 망 서 비 스

초고속 통신망

(Gigabit Metro

Ethernet)

- 행정정보 및 인터넷정보 유통 전용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보망 연동

․ 인터넷, 전자결재, GIS, 세무종합, 자동차 업무 등

192종 내부 행정정보 유통

동기식 광 전송망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 대시민 초고속 인터넷 및 행정전화 유통 전용

․ 시민 인터넷무상 서비스, 행정전화, 화상회의,

전용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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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oul Net 구축

세계 대도시 중 최초로 서울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여 서울시 36개

주요 행정기관을 광케이블 망으로 연결한 광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인

e-Seoul Net을 구축(180Km)하여 전송속도 2.5Gbps의 전용 멀티미디어

방식의 통합정보통신망을 갖추게 되었다.

e-Seoul Net의 구축방향은 크게 4가지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통합관리

네트워크, 확장성 및 사용편리성, 경제성 및 표준준수’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 서울시의 통합된 정보인프라를 통해 고도화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지역구별로 접속 운영되던 인터넷, 지방 행정정보망,

행정전화망, 사무자동화 등을 시청 및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통합하여 접속

운영되고 통신망이 회선임대 방식에서 자가 초고속 광 통신망으로 전환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전송 등 광대역 데이터 전송요구에 부응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광역행정통신망과 비교하면 다음 <표 14>와 같이 통신방식이나 통

신속도, 통신망 구조 등에서 뛰어나며, 고속의 정보 제공서비스가 가능하다.

<표 20> 기존 광역행정통신망과의 비교

업무처리 보조수단

Text, Image, 음성

전용회선 임대

성형(Star)

A T M

4 M

A T M

기기 존존

자체 광케이블 망통신망 방식

시정 기간통신망, 새로운 서비스창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멀티미디어 산업 활성화

통신망 역할

동영상, 대용량 data
기본

정보유통

Ring 형통신망 구조

TCP/IP, OSPF, SDH
통신

Protocol

1G~2G / 155M~2.5G통신 속도

Metro Ethernet, SDH통신 방식

ee-- Seoul  NetSeoul  Net구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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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산업 활성화

통신망 역할

동영상, 대용량 data
기본

정보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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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Seoul  NetSeoul  Net구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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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망 관리센터 설치

e-Seoul Net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하고 현장 예방점검 강화와 신속․정확

한 장애처리를 위해 초고속망 관리센터(eSNOC, e-Seoul Net Operation

Center)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 및 직원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e-Seoul Net 활용

멀티미디어 행정정보 유통과 각 기관 인터넷회선 통합 운영으로 종전의

저속 정보통신망 임차방식에서 자가(自家)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용으로 매년

급증하는 통신 회선료의 절감(연간 36억원 - 2003년도 기준)효과가 예상된다.

정보고속도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거점으로 교통, 방재, 소방분야

등 초고속망 사용기관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표 21> e-Seoul Net 구축에 따른 업무활용 변화

통신회선 임차 방식의 저속도

행정정보통신망

초고속 시 전용 Multimedia

방식의 통합 행정정보통신망

․ 각 기관별 저속도 인터넷

․ 사무자동화, 민원처리온라인

․ 각 기관별 행정전화, FAX

․ 자동차망, 부동산망, 세무종합

․ 지방행정정보망 등

․ 통합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용

․ 통합 사무자동화, 민원처리온라인

․ 통합 전국단일망 행정전화, FAX

․ GIS, ITS, 방재 SMS, 화상회의

․ 화상민원상담, Cyber교육, 정보지원

백업망, 지방행정정보망(G4C) 등

 정보통신망 고도화와 활용확대

◦ 기관별 통신망 현황3)

서울시 전체 기관별로 통신망 현황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본청의

부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유지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주로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e-Seoul Net을 활용한 통신망 속도 개선이나 데이터 용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3) e-Seoul Net 고도화계획 수립 학술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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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본부․사업소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해

e-Seoul Net을 기반 인프라로 사용하는 방안과 인터넷 속도 개선 등 대민

서비스 중심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구에서의 e-Seoul Net과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구청에서

제시한 연계방안으로는 대민 서비스 제공부분과 구청 내 시스템 보안과 유지

부문에 대한 e-Seoul Net 연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 무선망 및

백업 시스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 통신망 통합 및 총괄관리 체계

서울시 정보통신은 e-Seoul Net 구축과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

망을 갖추고, 초고속망 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나,

-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대 시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향후 진화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발전방향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

- 음성통신이나 모바일(mobile)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서울시 정보인프라의 실태 분석과 서비스

제공현황을 토대로

e-Seoul Net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과 총괄관리 체제구축, 그리고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e-Seoul Net 고도화를 위한 비전 수립 및 미래지향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단계별 진화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본부, 사업소, 시의회 및 자치구의 각종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통합과 연계 방안이 필요한데, 교통, 재해/재난, 도로관리, 치수와 같은 도

시기반시설 등 서울시와 관련된 네트워크들 간의 관계성을 제시하고, 향후

e-Seoul Net을 고려한 연계성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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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서울시 네트워크 현재 모습과 e-Seoul Net 미래 네트워크 모습

<현재 모습> <미래 네트워크 모습>

(현황분석에 의한 도식화 개념도)

◦ 서울시 정보통신망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현재의 모습은 기관별로 내부망을 이용

중이며, 타 기관의 공유보다는 내부

네트워크망 구축중심임

․국가망을 이용해 각종 민원 및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 중이며, 인터넷은 행망

과 별도로 구축하고 있음

․각 기관별로 행정망은 서울시와 접속

되어 있으나, 타 기관과의 공유는 어

려움

․인터넷망은 보안을 위해 방화벽을 설

치하고 인터넷을 내부와 차단시켜 따

로 접속함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분산된 형태로 관리되며, 하위

기관의 인터넷 속도개선 등 장비확보

가 요구됨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간의 네트워크

접속의 형태도 부분적인 통합은 시도

하고 있으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통합

된 모습이 아님

․향후 통합된 형태를 갖추기 위해 단

위별 기관들을 서울시의 자가망인

e-Seoul Net 내로 흡수․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

․도시기반시설물인 교통, 재해/재난,

행정정보, 도로관리, 치수 관리 등을

기반망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필요함

․시민과 직원의 정보시스템 장애 처리

를 신속히 하기 위해 콜센터가 설

치․운영되어야 함

․해킹, 바이러스 등 각종 보안 침해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해야 함

․정보공유의 확산과 활용을 위해 각

기관들은 단일화된 접속점이 필요하

며, e-Seoul Net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 수행능

력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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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 시스템

인터넷 이용자 수의 증가(2002년말 현재 서울 630만명, 66%), 공개행정

에 따른 인터넷 정보서비스 증가 등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인터넷과 전자상

거래, 그리고 전자금융 등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서울시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 스팸메일, ID도용, 인터넷 사기 등과 같은

다양하고 범 세계적인 차원의 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컴퓨터․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복제․탈취 및 변조가 가능

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림 25> 연도별 인터넷 해킹기술 유형 및 해킹현황

스캔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코드
E-mail 번식

패킷 스푸핑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발전된 자동
스캔 공격

침입자 수침입자 수

해킹
인지율

해킹
인지율

공격기술공격기술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슬래머웜
(’03.1.25) 예상공격 기법

- 에이전트화

(Agent)

- 분산화

(Distributed)

- 자동화

(Automation)

- 은닉화

(Stealth)

(피카부티, TEMPEST)

신종 웜바이러스(슬래머웜)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접속마비 현상이

발생한 침해사고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책

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경우도 e-Seoul Net의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의 정보 유통량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 보안관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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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적용대상

▹ 물리적 시설 : e-SNOC, SIDC, LAN실, 시스템실, 데이터센터

▹ 네트워크

- Seoul Net(서울시초고속정보통신망) : 1식

- LAN 장비 : 284대(본청 177대, 전산소 97대)

▹ 서버시스템 : 81종

▹ PC : 4,720대(본청 3,190, 본부 및 사업소 등 1,430)

▹ 컨텐츠 : 서울시 행정정보업무 192종, 시민·직원 개인정보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서울시의 정보시스템은 H/W 수치적으로 방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시스템별로 정보의 양 또한 엄청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정부기관 특성상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고려 대상이다

 정보보호 운영실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구청전산소시 본 청장 비 명

--1식인증등록서버

25102보안방화벽

1867침입탐지시스템

23유저

-

8유저16유저가상사설망(VPN)

--보안관제시스템

구청전산소시 본 청장 비 명

--1식인증등록서버

25102보안방화벽

1867침입탐지시스템

23유저

-

8유저16유저가상사설망(VPN)

--보안관제시스템

- 부서별 보안시스템 개별도입 및 운영에

따른 통합 보안정책 적용 미흡

- 보안관제시스템 부재로 해킹피해 파악

및 능동적 대처 미흡

- 정보이용 증가에 따른 인터넷 접속점

방화벽 성능한계(속도 저하)

- 정보보호담당 부서별 관련예산 분산편성

및 개별사업 시행

 통합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필요성

주요 이슈 개선 방향

․바이러스 피해규모 증가와 해킹프로그램

지능화로 보안위협 증대

․인터넷 접속점 방화벽 처리용량 한계로

인터넷 속도 저하

․전산소 서버팜 내 방화벽 및 IDS의 통합

보안관리 어려움

․인터넷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나 사고

에 대한 인지능력과 능동적 대응체계가

미비함

․Gbps에 적합한 고속 방화벽·IDS(인터

넷탐지시스템)의 구축, 통합보안관제시

스템과 CERT(침해대응체계) 구축

․직원 인터넷 사용자 트래픽 분산을 위

한 독립채널 확보

․e-Seoul Net SDH망을 이용한 보안

백업망 구축이 필요함

․정보보호 책임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물적, 인적 정보보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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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기반 정보화 분석

1) 지리정보 시스템(GIS) 구축

도시기반 정보화 부문에서의 서울시 지리정보 구축사업은 수치지도(GIS

기본도),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지하시설물 정보, 도로관련 정보, 도시계획

관련 정보, 지반관련 정보, 토지 및 상/하수 등 기타 지리정보가 완료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완료되었으며,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GIS포털 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축된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GIS 현황

<표 22> 서울시 GIS 정보시스템 현황

교통운영담당관도로표지정보, 도로, 지형정보C/S도로표지관리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도로, 상수, 하수, 지적, 송전, 난방, 가스,

지하철, 지형 정보
C/S, WEB지하시설물 통합 정보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항공사진, 도로, 건물, 지번, 지형 정보WEB항공사진 웹 검색 시스템

하수계획과하수 관련 정보, 도로, 지형 정보C/S하수도관리 전산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시추공 정보, 지형 정보WEB지반정보 관리 시스템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 관련 정보, 지하시설물, 지적, 지형 정보C/S119 방재종합전산정보 시스템

행정과 새주소부여팀건물, 도로, 지적, 지형 정보C/S, WEB새주소 전산통합 시스템

지적과토지 관련 정보, 도시계획, 지형 정보C/S, WEB토지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도시계획 관련 정보, 지형 정보C/S, WEB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상수도사업본부상수 관련 정보, 지형 정보C/S상수도 시설관리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도로 관련 정보, 지형 정보C/S도로관리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지형, 도로, 상수, 하수, 도시계획, 지적 정보C/S공간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관리부서정보 내역서비스
형태

구 분

교통운영담당관도로표지정보, 도로, 지형정보C/S도로표지관리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
도로, 상수, 하수, 지적, 송전, 난방, 가스,

지하철, 지형 정보
C/S, WEB지하시설물 통합 정보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항공사진, 도로, 건물, 지번, 지형 정보WEB항공사진 웹 검색 시스템

하수계획과하수 관련 정보, 도로, 지형 정보C/S하수도관리 전산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시추공 정보, 지형 정보WEB지반정보 관리 시스템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 관련 정보, 지하시설물, 지적, 지형 정보C/S119 방재종합전산정보 시스템

행정과 새주소부여팀건물, 도로, 지적, 지형 정보C/S, WEB새주소 전산통합 시스템

지적과토지 관련 정보, 도시계획, 지형 정보C/S, WEB토지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도시계획 관련 정보, 지형 정보C/S, WEB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상수도사업본부상수 관련 정보, 지형 정보C/S상수도 시설관리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도로 관련 정보, 지형 정보C/S도로관리 시스템

지리정보담당관지형, 도로, 상수, 하수, 도시계획, 지적 정보C/S공간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관리부서정보 내역서비스
형태

구 분

도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도시안전관리 기반으로 추진된 GIS구축

사업은 수치지형도 제작(1998년)과 갱신(2002년), 지하시설물 통합DB, 항공

사진 이미지 DB 구축 등이 완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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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6>에서와 같이 서울시 GIS는 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은 12개의

GIS 관련 정보시스템과 전체 GIS 43,561개의 데이터에 대한 Metadata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각종 건설공사 지형측량의 성과활용에 의한 측량비 절감,

도시계획, 교통, 공원 등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지도 구입비 절감 등 지속적

으로 경제적 효과를 높여가고 있고,

굴착 수반공사 시 지하시설물 정보를 기관간 협의하여 적극 활용하고, 재난․

재해 현장의 지하시설물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GIS 구축자료를 많은 업

무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GIS 사업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로 기관별 도면의 종

류나 축척, GIS Tool이 서로 상이하거나, 시설물마다의 특성 및 관리방식

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잦은 매설공사로 인한 지하시설물 정보의

갱신이 어려움도 발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현황

Ø 1 : 1000 수치지형도

· 제작규모 : 524 ㎢ 2,123도엽,    · 구축기간 : 1996∼1998  (갱신2001∼2002)

Ø 1 : 5000 수치지형도

· 제작현황 : 서울시 전역 605 ㎢ 133도엽,    · 구축기간 : 1996년 120도엽,  2001년 13도엽

서울시는 NGIS 1차 기본계획에 따라 75여억원의 재원을 국가와 공동

투입하여 서울시 524㎢(산악지역 제외)에 대하여 ‘96년부터 단계적으로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제작에 착수해 ’98년까지 총 2,123도엽의

지도제작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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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시설물 DB 구축현황

1998.12～2001.12월까지 상․하수,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15개

기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하시설물 47,000㎞에 대한 통합정보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현황

71년부터 촬영해 필름으로 보관되던 항공사진을 이미지 데이터화하여

GIS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며, 각종 업무에 지원하고 있다.

 GIS 구축 및 운영 분석

◦ 데이터 유지관리

GIS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구축단계와는 다르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데이터의 유지관리와 갱신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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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주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갱신 및 유지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및 데이터 검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단계에서 데이터의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는 등 데이터의 정량적

이며 고급품질 확보/획득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 시스템 운영

일부 GIS 데이터의 경우 공개제한 등급이므로 데이터의 무단유출에 대한

GIS 통합서버 및 DB의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된다.

GIS 통합서버 운영이나 데이터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

명으로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므로, 응용시

스템 사용부서와 GIS 통합서버 관리부서 간의 업무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발성 교육,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술축적 및 GIS 마인드 부족

등 현업 GIS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요원에 대한 지

속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 GIS 구축 및 운영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각 부서에서 구축․관리하는 GIS 데

이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GIS 데이터 및 시스템 운영업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시민들의 GIS 사용 생활화 및 저변

인구 확대를 통해 도시기반 정보시스템의

조기정착 유도

․GIS 데이터의 지속적인 갱신 및 유

지관리를 위한 재정적․제도적․기술

적 뒷받침 필요

․GIS 담당업무 인력의 전문성 및 경

험상의 노하우 축적

․인터넷을 통한 GIS 정보제공 및 공

유를 통해 대 시민 서비스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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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의 활용과 개별시스템 통합

◦ GIS의 유통과 활용

GIS는 DB구축의 자동화, 시각화 및 GIS의 생활화 추세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며 각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전문가용에서 생활GIS로 점차적

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초고속 통신망이 확보되고 시스템이 대용량화

되면서 GIS의 활용 폭이 한층 더 넓어지고 있다.

또한 재난․교통 등 시민의 안전성 요구 증가에 따라 GIS의 활용이 증대되

고 있고, 이는 도시재난 통합운영시스템의 주요기반으로 이용된다.

아직까지 서울시 GIS는 기반구축 단계로 GIS의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활

용이 미흡하나, 그 동안 구축한 GIS자료의 유통과 활용은 구축과 함께 중요

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서울시 GIS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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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GIS포털 서비스 등 구축된 자료의 적극적

인 활용과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활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정보의 갱신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여 데이터의 유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GIS의 연계 및 통합

타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GIS는 개별 시스템으로 개발 및 구

축되어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데이터의 중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능률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도시계

획결정 업무는 지적과 지형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며, 토지관련업무는 도시

계획결정사항을 민원인에게 발급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항에 의하여 토지

이동 업무를 수행하므로 두 업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토지관리 정보체계와의 연

계방안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계 방안으로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를 경유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개별시스템으로 구축된 전체 GIS의 통합의 방안으로 구축 중에 있는 공간데이

터웨어하우스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를 발전시키고 표준의 확립과 강화를 통해, 공간데이터

의 정확도와 무결성 확보 등의 품질관리,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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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확한 데이터의 소재파악, 데이터 접근/취득 창구의 일원화 및 온라인화

등의 통합 GIS구성으로 내부적인 공유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인 정책결정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개선방향 종합4)

서울시 GIS 구축사업은 보다 넓은 UIS(Urban Information System)

측면에서 목표를 세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서울시 GIS의

현안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 관련업무 시스템간의 연계 부족

- 응용시스템 속도의 저하로 사용

제한

- 사용자의 각 시스템 초기 접근이

불편

- 동일 GIS정보의 일관성 결여

- GIS정보의 실시간 유지관리 미흡

시스템

- GIS업무의 조직간 역할정의 미흡

- GIS정보 공유 미흡

- 각 활용조직의 GIS사용능력 미흡

제도

/

조직

- 각 GIS시스템의 업무 활용 미흡

- GIS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

- GIS 기초정보(수치지형도)의 긴

갱신 주기 (2년)

- GIS에 대한 사용자 지원 부족

- 각 부문의 필요에 의한 타 부문

GIS 정보에 대한 입력/편집 작업

업

무

현 안

- 관련업무 시스템간의 연계 부족

- 응용시스템 속도의 저하로 사용

제한

- 사용자의 각 시스템 초기 접근이

불편

- 동일 GIS정보의 일관성 결여

- GIS정보의 실시간 유지관리 미흡

시스템

- GIS업무의 조직간 역할정의 미흡

- GIS정보 공유 미흡

- 각 활용조직의 GIS사용능력 미흡

제도

/

조직

- 각 GIS시스템의 업무 활용 미흡

- GIS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

- GIS 기초정보(수치지형도)의 긴

갱신 주기 (2년)

- GIS에 대한 사용자 지원 부족

- 각 부문의 필요에 의한 타 부문

GIS 정보에 대한 입력/편집 작업

업

무

현 안

4) 사용자 지원체계 부족

1) GIS정보갱신의 어려움

5) 시스템 사용의 불편

3) 사용자 홍보 및 교육 부족

2) 제도 및 조직역할에 대한 미비

원 인

4) 사용자 지원체계 부족

1) GIS정보갱신의 어려움

5) 시스템 사용의 불편

3) 사용자 홍보 및 교육 부족

2) 제도 및 조직역할에 대한 미비

원 인 개 선 과 제개 선 과 제

ØØ GIS GIS 정보의정보의 적시갱신적시갱신
체제체제 수립수립

ØØ GISGIS업무업무 활용의활용의 향상향상

ØØ GISGIS사용자사용자 지원체계지원체계
구축구축 및및 통합관리통합관리

- 제도화를 통한 역할수립

- 기초정보의 적시갱신 및 유지

- 웹 환경 통합DB를 통한 공유

- GIS업무모델을 통한 모니터링

- 온라인 GIS교육제도 개선

- GIS 통합 Community 구축
- 주기적 GIS 만족도 조사
- ITA기반의 GIS통합체계 관리

4)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전략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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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추진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산업 클러스터인 DMC를 조성하여 디지털 미디어 컨

텐츠 생산지, 디지털미디어 기술과 관련하여 산학연센터, 동북아시아 비즈니스센

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를 조성하여 DMC중심가로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교류와 전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건설 사업에 세계

최초로 물리적인 공간계획과 디지털계획을 함께 추진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공간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27> 첨단 지능형 가로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제공서비스 모델

DMC 단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한「DMC 정

보통신 기본계획」을 지난 2002년 5월에 수립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조사

및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통신 기술 및 통신 트래픽 분석, 정보통신센터(IDC)

건립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DMC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활용의 장(場)으로 2001

년 12월 DMC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내용으로는 DMC

사업 및 서울의 투자환경 안내, 토지공급관련 정보 및 최신소식 게재 및 상담코

너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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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리체계부문 분석

1) 정보화 교육

 교육현황

<표 23> 정보화 교육대상 및 교육실시 현황(2002년 기준)

v 교육 대상 – 총 65,048명 (공무원 45,517, 투자기관 19,531)

* IT 분야 공무원 현황(서울시 공무원의 1.6% 수준)

v 선택 전문교육 현황

v 정보화교육

총 49개 과정 6,500명 (출석교육 – 30개 과정 4,500명, 사이버교육 – 19개 과정 2,000명)

73126920816034510515723계

기능직6급이하5급이상소계기능직6급이하5급이상소계

통 신 직전 산 직
계구 분

73126920816034510515723계

기능직6급이하5급이상소계기능직6급이하5급이상소계

통 신 직전 산 직
계구 분

7급 담당원장(2급)교육팀(6급)교육기관

1~2주1~2주1~2주교육기간

1805,9104,50010,590교육인원

상수도연구소공무원교육원전산정보관리소계기 관

7급 담당원장(2급)교육팀(6급)교육기관

1~2주1~2주1~2주교육기간

1805,9104,50010,590교육인원

상수도연구소공무원교육원전산정보관리소계기 관

(※ 자료 : 전산정보관리소 교육팀 현황조사)

정보화 교육기관으로 현재 전산정보관리소 교육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직원은 물론 투자기관까지를 교육대상으로 연간 총 49개

과정에서 6,500명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걸 맞는

교육체계의 확립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용능력과 교육과정의 부족으로 연간 교육수요가 2002년 기준으로

17,730명에 달하는데 비해, 4,500명(25.3%)만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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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교육 이수가 단순히 승진을 위한

평정점 획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직원의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교육의 강화를 위해 교육과 인사제도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 정보화 교육현황 분석

주요 이슈 개선 방향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과정 및 수용능

력이 부족함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부족

․교육이수가 단순히 승진을 위한 평정

점 획득수단이 되고 있음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정보화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확대와 전담기구의 설

치가 필요함

․승진단계별 필수 의무교육제 실시 등

교육과 인사의 연계관리로 교육의 내

실화

 IT 전문교육

◦ 기능 및 역할 정립

정보화에 대한 기능 및 역할을 정확히 설정한 후 이에 맞는 정보화 인력의

양성과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한데, 현재 정보화 인력은 각 부서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전문화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미흡하다.

정보화 사업의 주요기능을 기획, 개발, 운영, 지원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정보화사업과 조직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관리자급의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비율이 높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

특성상 사업기획과 사업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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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화 사업추진 시 기술변화 동향을 반영하고 효율적 정보시스템

개발과 사업관리를 위해 세부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보화 인력의 80%가 정보화기획, 정보자원관리 및 사업관

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 시스템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정보화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정보화기획에 대한

조직의 구성은 갖춰져 있으나 기획관련 업무보다는 운영관리 및 전산개발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어 효율적 인력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전문성 확보

기술변화 동향을 반영하고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와

정보화 사업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정보화기획 및 사업관리 부문에 전문가의

보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보화를 선도하는 서울시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서울시의 IT 기획, 사업관리

전문가 보유비율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표 24> IT기획 및 사업관리 인력 보유비율

구 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전체정부기관 서울시

정보화 인력 중

IT기획, 사업관리 인력

보유비율(%)

15.5 50.0 19.7
14.4

(약 80명)

(※ 정보화기획단 내부 조사자료)

아울러 서울시 정보화 인력이 자체적으로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의 조

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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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에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서울시 정보화정책

반영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001. 3.20 제정)

그러나 향후 추진될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절차이행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화 정책 반영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선,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통합과 내실 있는 운영, 질 높은 대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행정처리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맞춰 현실에 부합되는「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도 요구된다.

그 외에 지리정보사업의 지속적인 확산 및 지리정보 유통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서울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등 각 법․규정이 정보화 정책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통합과 변화 흐름에 맞춰 개정․정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근거 기준으로 삼고 있는「서울특별시정보화

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의 개선방향을 향후 정보화정책 방향에 맞춰 정리

하고자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의 분석

현행 서울시 정보화사업절차는 아래의 <그림 28>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관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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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2002년 현재)

감리실시

- -

운영 사업완료보고(산출물제출) 정보화사업 산출물인수

구분 사업추진부서 대 상 사 업 정보화기획단

기획

단계

정보화사업기본계획수립 3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방침서협의 및 기술자문

예산타당성검토 요청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검토실시

제안요청서작성

계약심사절차이행

사업발주및 사업관리

감리요청

검사 및 검수(인수)

1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

-

w 1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w 1억원 미만 중 감리 협의된정보화사업

실행

단계

제안요청서검토실시

-

-

감리실시

- -

운영 사업완료보고(산출물제출) 정보화사업 산출물인수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 시 제출되는 자료가 사업

추진 부서의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인 기술자문 등 컨설팅으로 사업

추진 부서의 전문성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규칙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형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예산타당성의

검토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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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의 경우도 규칙대로 검토를 받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

우가 대다수인데 모든 사업에서 제안요청서도 검토를 받아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목적달성을 위해 현행 규칙에 감리를 요청․수행하게

되어있으나, 사업추진 부서에서 감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감리 미요청

사업이 다수 발생한다.

 개선방향

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운영단계까지 정보화기획단의 기술자문 및

지원을 받도록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를 보완․개선해야 한다.

분석 결과 개선 방향

․사업추진 시 관련절차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우리 시 정보화 정책을 충

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사업추진 부서의 정보기술에 대한 전

문지식 부족으로 예산타당성 및 제안

요청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

․대형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예산타당성 검토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 사례가 발생

․사업추진 시 사업의 중복방지 및 체

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인 기술자

문 등 컨설팅으로 사업추진 부서의

전문성 부족문제 해소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의 예산타당성

검토이행 의무화

․정보화사업 발주 및 사업수행의 관리․

검수 단계에서의 제안요청서 검토절

차와 감리 및 정보화사업 평가 강화

등의 이행절차 제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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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및 추진전략

분석체계는 다음과 같이 환경과 사례조사, 현황조사 후 환경 및 사례분석과

서울정보화 현황을 주 대상으로 현상분석 과정을 거쳤다.

환경 및 사례 분석, 현황에 대한 개별 현상분석의 결과를 종합해서 입체적인

분석방법의 SWOT 기법과 진단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는

단계를 진행한다.

환경조사

사례조사

현황조사

• 중앙정부 정보화
동향

• 해외사례 연구
• 타 시·도 연구

SWOT
분 석

및
진 단

• 정보화 환경변화
• 외부 환경요소
• 내부 환경요소

•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

• 대시민 서비스
• 정보 인프라 부문

환경분석

사례분석

현상분석

• 중앙정부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할 시사점
도출

• 환경에 대한
주요 issue 도출

• 현황에 대한

주요 issue와

개선방향 도출

현상분석

환경분석

사례분석
시사점

및
개선과제

도출

•환경·사례·
현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보화
추진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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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시 앞에서의 개별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① 정보화

환경 및 정책적 측면의 전략 부문, ② 대 시민 서비스 및 업무 측면의 비즈

니스 부문, ③ 정보화 현황 및 인프라 측면의 정보기술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한다.

1. SWOT 기법을 활용한 분석

1-1 서울정보화 SWOT 분석

구 분 ◊ 강 점

- 전략

부문

․ CIO의 적극적 의지와 강한 추진력, 직원의 높은 정보활용 능력

․ 전자결재시스템 등 행정지원 분야 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 비즈니스

부문

․ 시민의 정보통신기기(PC 및 휴대폰)의 높은 보급률

․ 시민의 초고속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높은 이용률

․ 시민 중심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 노력

- 정보기술

부문

․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초고속정보 통신망(e-Seoul Net) 확보

․ 기본 지리정보, 지하시설물 정보 등 GIS 기반조성 완료

구 분 ◊ 약 점

- 전략

부문

․ 민원 업무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적용 시 필요한 법․제도 미비

․ 우수한 정보화 모델의 IT산업 국제시장 지원 상품화 전략 미흡

- 비즈니스

부문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부문 정보화 미흡

․ 기업에 대한 정보화 행정지원 체계 및 범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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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부문

․ 정보통신 네트워크 복잡화에 따른 시스템 취약성 증가

․ 정보시스템 도입 시 BPR 추진 미흡

․ 시스템간, 내․외부간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상호연계 미흡

구 분 ◊ 기 회

- 전략

부문

․ ITA를 통한 서울시의 행정과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분석

․ 정보화 전문인력양성 및 직원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신설

- 비즈니스

부문

․ 이동통신, 유비쿼터스 등 차세대 정보통신 신기술 개발의 가속화

․ 정보통신의 보편적 활용경험으로 시민의 정보서비스 수용능력 향상

- 정보기술

부문

․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운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반마련

․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산재되어 있는 정보자원의 통합운영

구 분 ◊ 위 협

- 전략

부문

․ 경쟁관계 타 선진도시의 발빠른 정보화 추진 진행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보화 전략 상충문제 발생

- 비즈니스

부문

․ 해킹․바이러스 기술의 고도화로 정보시스템 위협 증대

․ 능동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와 시민참여 채널의 다양화 요구

- 정보기술

부문

․ IT 수명주기 단기화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및 운영비용 증대

․ 시스템의 복합화에 따라 정보기술의 적기 수용의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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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 및 현상분석을 통한 시사점

정보화 환경 및 현상분석을 통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강점의 극대화

전자결재시스템 등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이 전 분야에 걸쳐 구축되고, 직원의 정

보 활용능력 향상 등 기반조성에 따라 새롭게 서울정보화의 안정화와 질적 변

화를 시도할 시기이다.

▹ 정보자원의 통합에 의한 체계적 관리, 통합 및 협업에 의한 단일 인터페이스

구축, 정보자원의 안정화와 고도화, 경영자 의사지원 등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행정지식의 효율적 활용으로 조직역량 강화

시민의 정보통신기기, 초고속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과 전자상거래의 높은 이

용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대 시민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 시민을 위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이동통신 업무환경과 이동 민원행정 서비

스,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 의한 서비스 준비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도시기반의

GIS 자료 등 조성된 정보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 시민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시민 인터넷 활용능력 확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GIS자료의 유통 및 활

용방안, 공유체계 구축, 최고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모바일 등 빠르고 이용

이 편리한 행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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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의 보완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의 미흡과 백업시스템의 부재 등 장비관리가 열악

한데, 기반시설의 개선정비와 재난․재해의 대비, 안정적인 운영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성 확보, 시스템별 또는 통합적인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체계를 제시하여

빠르고 단절없는 운영방안 모색

정보인프라와 행정시스템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부문의 정보화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화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생활정보 공유체제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 민간투자에 의한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이 편리하도록 지원방안 모색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의 복잡화, 시스템의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는

응용 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정립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통합

및 재배치가 필요하다.

▹ ITA를 통한 정보자원의 안정적 발전, 정보화 관련제도 정비 및 BPR/ISP를

통한 시정업무의 정보화로 효율적인 행정달성,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관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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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환경 및 현상분석을 통하여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회의 활용

ITA를 통한 행정과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분석, Mobile, 유비쿼터스 등 차

세대 IT 신기술 개발 가속화에 부응하여, ITA의 지속적 발전과 활용범위

확대, 신기술을 이용한 실질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달성하여야 한다.

▹ IT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문화 정보서비스 제공, 서울시 ITA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Back Office와 Front Office가 상호 연계된 행정처리와 대

시민 서비스 구현

e-Trend의 확산, e-Community의 일반화, 사회영역간 통합의 확대, 정보의

지능화․개인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보화를 이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중심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

▹ 주민참여의 정보교류 기반조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의 민원 Posting 체제,

중소기업의 생산적 e-비지니스 활용 촉진, 전자상거래 확산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정보자원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 확대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데이터센터, 교육센터 구축 등 정보인프라의

통합 및 확충이 추진됨에 따라 정보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화 역량강화의 기회로 이용하여야 한다.

▹ 최고의 정보통신망(e-Seoul Net)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과 멀티

미디어 행정환경 구현, 현장 이동근무의 확대 등 모바일 공공 서비스의

정보통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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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의 억제

경쟁관계 타 선진도시의 IT를 활용한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효율적인 IT투자,

시민중심 맞춤서비스,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발빠른

정보화 촉진에 대응하여 서울정보화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 양방향 커뮤니티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모바일 환경의 민원서비스, 다양한

디지털 채널(Mobile, DMB 등) 확보, IT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 서비스,

ITS를 활용한 서울의 신 교통정보 체계, 미래 지향적인 첨단 계획도시 구현

해킹․바이러스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위협, 복합화 되는 IT

신기술 및 정보기술 수명주기 단기화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세계일류 정보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 정보화 교육센터를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보안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을 통한 정보보호 업무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통합 정보보호 체계로 정보자원의 안정성 확보

중앙정부와의 정보화전략 상충문제와 선진도시의 발빠른 정보화 추진에

대해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전략을 기초로 서울시의 정보화 지향점을 재고

해야 한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체계의 확립, 실천 가능한 정보화 전략수립

및 시행,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화 비전의 제시, 자치구를 포괄하는 종합

행정정보 서비스 등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허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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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정보화 진단

정보화가 전개되고 발전되는 진화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자정부 서비

스 구현을 위한 road map(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아래에

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수준과 현황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모형 중에서 가트너 그룹의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따라 서울시 정보화가 어느 정도

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공공부문 정보화 발전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서

울시 정보화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2-1 가트너 그룹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그림 28> 가트너 그룹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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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가치

※ 2002 국가정보화 백서, 한국전산원

전자정부 발전단계를 비용 및 복잡성, 시간과 고객가치의 관점에서 4단계로 정의

하고 있는데, 1단계는 단일방향의 단순 웹사이트 이용단계이고, 2단계는 온라인에

의한 정보접근과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한 단계이다.

3단계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서비스 전달채널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4단계는 전자정부의 장기 목표로서 시민중심의

완전하게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해 대 시민 단일접점(single Point)을 제공하는 단

계로 정의하고 있다.

가트너 그룹에 의한 서울시의 전자정부 발전단계로는 전략, 조직 및 인력, 프로세

스, 기술부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 3번째의 Transaction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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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자체진단

서울정보화가 <그림 30>과 같이 정확히 구분되어 발전․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화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서울정보화 발전단계 모델로서

일반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29> 정보화기획단 자체진단에 의한 서울시 정보화 단계모형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전산화 단계로 업무(공급자)중심의 양적으로 확산해 가는

성장기로 자료의 DB화,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 졌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자원의 통합과 협업 등이 이루어지며,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정보화의 위치라고 볼 수 있으며, 대 시민 서비

스의 향상, 체계적인 정보자원의 관리 등 정보화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확충기로 정

의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지식기반 정보화 단계로 정보활용이 극대

화되는, 질적으로 심화 성숙되는 안정기로 구분하였고, 다양한 서비스가 도출되며 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로 2006년 이후를 정보의 개인화·지능화가 이루어지는 정보의 고도화로 궁극

적으로는 'Intelligent City Seoul'이 실현되는 단계로써 진화모델을 정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업무,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수요자)중심, 생산성 향상에서 활용성·효

율성 극대화로, Input/Output 중심에서 Outcome 중심으로 변화하는 진화모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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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정보화 추진전략

3-1 분석과 시사점 요약

1) 현황분석 요약

분석 대상 현 황 분 석 요 약

환경 및 일반현황

- 환경변화

․ 인터넷 이용자 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PC보급율 등 정보

통신 인프라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시민영역의 정보화는 최고의 정보도시에 걸 맞는 기반이 조성됨

․ 전자상거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인터넷을 단순 정보

검색이나 온라인게임 등 오락위주로 활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임

- 정보화 동향

및 사례

․ 국민중심의 전자정부 구현 가속화와 IT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도모, 중복투자 제거 등 효율적인 IT 투자

․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과 효율적인 맞춤서비스 제공

․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의 온라인 처리,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

공유, 국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 정보화를 통한 발전적 미래상 제공

- 일반현황

․ 시정4개년 계획의 20대 중점추진과제 중 정보화부분 추진

․ 연도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정보화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

․ 자치구 간 정보격차가 심하지만 서울시의 조정역할이 부족함

서울정보화 현상분석

-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

․ 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정보공유 및 업무효율성 향상과 전 행정

분야에서 정보화의 양적인 확산을 이룸

․ 2003년 현재 16개 업무그룹에서 116개 개별 업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50%이상이 현업부서에서 분산관리

․ 인프라 도입시 기 구축된 장비와의 호환성, 상호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아 투자 효율성의 확보가 어려움

- 대 시민

서비스

․ 공개행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조리의 발생을 차단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 노력

․ 시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시민 중심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대 시민 서비스 강화노력

- 정보 인프라

분야

․ GIS 자료를 이용한 수치지도 제작, 6대 지하시설물 정보, 디지털

항공사진, 도시계획 관련 정보 등의 구축 완료

․ 지하철 노선을 이용한 서울시 초고속 정보통신망 e-Seoul Net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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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기회(시사점)

분석 대상 개 선 기 회 요 약

환경 및 일반현황

- 환경변화

․ 컴퓨터 사용가능 및 사업체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전국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시민(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이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정보화 동향

및 사례

․ 시민중심의 맞춤민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ITA를 활용한 효율적 IT 투자

․ 첨단 계획도시 구현을 위한 모델 및 과제 개발

․ IT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제공

․ 교통, 문화 및 복지 분야의 정보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일반현황

․ 정보화 인력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마련 필요

․ 정보화 예산증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투자방안 요구

․ 시․구 정책회의의 활성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역할 강화,

조직 및 예산의 자치구간 균형 조정 또는 지원이 필요함

서울정보화 현상분석

-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

․ IT정책 및 절차의 마련과 정보화의 양적 확산을 기반으로 한 질적

변화를 지향해야 함

․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통합관리 방안과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백업시스템 확충이 필요함

․ 장비관리 기반시설 확보와 체계적 인프라 표준 설정 및 수명주기

(life cycle) 관리

- 대 시민

서비스

․ 전문화, 구체화된 서울시 관련 통합 웹사이트 구축

․ 인터넷 처리가능 민원업무가 법/제도적 여건에 따라 제한적인데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실명제에 대한 충실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단일창구 기능의

메뉴 필요

- 정보 인프라

분야

․ 기 구축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멀티미디어 행정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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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과제 도출

분 야 개 선 과 제 도 출

생활 정보화

․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민원정보 Posting 체제’

구축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기 보급과 정보 이용시설 설치지원

확대

․ 시민 사이버교육 강화를 위해 컨텐츠의 다양화 및 중앙부처 사업연계

․ 서울의 전통문화와 유산 등에 대한 컨텐츠 개발 및 I-Guide

서비스로 국내·외에 서울 문화홍보와 관광유치 활성화

․ 기관과 복지대상자 등 수혜자와 공급자 간 단절없는 양방향 복지

정보 전달체계

․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산업 정보화

․ ‘Digital Media Street’를 IT&미디어 기술과 유비쿼터스 신기술의

시험 및 체험장소로 조성

․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서울의 주요 산업분야 DB제공

및 산업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시스템-B2C’ 구축을 지원

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

도시기반 정보화

․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도시재난 통합운영’

등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24시간

관리체제 구축

․ 도시계획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ITS를 활용한 서울의 신 교통체계 구축

행정 정보화

․ 다양한 액세스 포인트에 의한 서비스 제공

․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

․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 서울시 정보화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 ‘경영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서울형 서베이시스템’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지원과 기존 정보자원 활용 강화

․ 지역 행정정보화의 원활한 허브 역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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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ision 설정과 추진전략

1) Vision 도출

서울시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환경인 ‘Intelligent City Seoul'을 구현

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인 Ubiquitous(유비쿼터스) 정보화

사회를 지향한다.

시정 비전과 정보화 현상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을 도출하고, 수립된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시정 Vis ion

정보화 분석

• 시민중심의 정보서비스 우선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추진

- 시민참여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민중심의 정보서비스 우선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추진

- 시민참여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정의 IT 역할 강화와

집중 활용분야 선정

- 교통, 재난·재해,

문화·복지, 환경, 민원행정

등 정보화 집중 지원

• 시정의 IT 역할 강화와

집중 활용분야 선정

- 교통, 재난·재해,

문화·복지, 환경, 민원행정

등 정보화 집중 지원

• IT 기반 정보자원의 고도화

- 정보자원의 통합으로

효율성 및 상호 연계성 제고

- 전문 교육체계 구축으로
정보역량 강화

• IT 기반 정보자원의 고도화

- 정보자원의 통합으로

효율성 및 상호 연계성 제고

- 전문 교육체계 구축으로
정보역량 강화

질 높은

서비스

창 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구현

생 활

정보화

행 정

정보화

산 업

정보화

도시기반

정보화

시
민
이

만
족
하
는

최
고
의

정
보
도
시

시
민
이

만
족
하
는

최
고
의

정
보
도
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

환경 분석

(외부 · 내부)

사례 분석

(벤치마킹)

현상 분석

(내부 정보자원)

정보화 전략 정보화 목표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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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추진전략

서울정보화의 추진전략은 서울정보화의 현상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토대로 하여 1단계로 정보자원의 통합과 연계를 실현하고 2단계로

통합된 정보자원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운다.

IT 분야의 균형적 발전과 기반 확충 전략을 고도화하여 지능형 도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정보화의 단계별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단계 (통합 및 연계) 2 단계 (서비스 고도화)

- 정보자원의 통합 및 연계

- 이동환경 행정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2 단계

1 단계

- 정보의 고도화 (시민 맞춤형)

- 정보자원 활용 극대화

- 지능화된 행정구현 (i-Seoul)

·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정보자원 통합

(데이터센터)

· 서울시 ITA 구축

· 모바일 환경의

민원서비스

· ITA 기반의

행정시스템 통합

· 정보화 교육강화

· GIS 통합을 위한

SDW 및 포털

·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 EIS 등 종합정보

시스템의 활용

· 유/무선 복합

정보통신망

· 대시민 다양한 채널

서비스 기반구축

·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 부서간/기관간 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

· 지능형 도시안전

관리

· 신 교통정보 체계

( 2003∼2004년 )

( 2005∼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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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울정보화 Vision 및 목표

1. Vis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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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정보화 목표 및 방향

◇ 생활정보화 :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의 문화도시 실현

◦ 시민맞춤 전자민원 서비스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민원정보 Posting 체제」구축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기 보급 및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

◦ IT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문화 정보 서비스 제공

▹ 서울의 전통문화와 유산 등에 대한 컨텐츠 개발 및「I-Guide」서비스로

국내․외에 서울 문화홍보와 관광유치 활성화

▹「시민 사이버 교육」강화를 위해 컨텐츠 다양화와 중앙부처사업 연계

◦ 복지정보 서비스 확대와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 기관과 대상자 등 수혜자․공급자간 단절없는「양방향 복지정보 전달체계」

▹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통합 환경정보시스템」구축

◇ 산업정보화 : 서울형 산업정보화로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

◦ DMC를 기반으로 IT&미디어 산업육성

▹ 「 DMS(Digital Media Street) 」를 IT&미디어 기술과

유비쿼터스 신기술의 시험 장소(Test-bed) 및 체험 장소로 조성

◦ 서울형 산업의 정보화 및 중소기업 IT지원

▹ 서울의 주요 산업분야 DB 제공 및 산업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 전자상거래 확산 및 온라인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시스템(B2C)」구축 지원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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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정보화 :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및 첨단 계획도시 구현

▹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도시재난 통합운영」등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 도시계획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도시계획 종합정보관리 시스템」구축

◦ ITS를 활용한 서울의 신 교통정보 체계 구축

▹ 효율적인 교통관리와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 구축

▹「 첨단버스 관리시스템(BMS) 」에 의해 버스 운행을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버스운행 정착

▹ 서울시민 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Seoul Citizen Card 체계 구축

◇ 행정정보화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도시 구현

◦ e-Seoul Net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 다양한 액세스 포인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Display(키오스크),

Mobile 인터넷,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체제 구축

▹ 경영마인드를 도입한「고객관리(CRM) 시스템」구축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

◦ 정보자원의 통합 및 정책결정지원 종합정보체계 구축

▹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 경영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EIS)」 및 「서울형 서베이 시스템」을 통해

정책결정과정 지원과 기존 정보자원 활용을 강화

▹ 서울시 정보화 교육센터 구축 및 체계적 운영으로 지식정보화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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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정보화 향후이미지

 서울 전자정부 모델

◦ 시민 측면에서

인터넷 통합홈페이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One-Stop 서비스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

◦ 행정 측면에서는

정책결정 IT 지원체계 구축과 행정포털을 통한 업무처리, 행정종합

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의한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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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t City Seoul

◦ 시민에게는 최적의 생활환경을, 기업에게는 최고의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정보도시

◦ IT 기술과 첨단 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능화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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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분야별 추진과제

생활 정보화

①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체제

② 디지털 정보격차가 없는 정보화 도시

③ 첨단 IT기반의 문화․관광

④ 복지정보로 연계되는 따뜻한 서울

⑤ 서울의 환경을 지키는 첨단 정보기술

산업 정보화

⑥ IT산업의 글로벌 e-비즈니스 촉진

⑦ 서울형 산업의 정보화와 중소기업 IT지원

⑧ 전자상거래 확산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도시기반 정보화

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⑩ 미래 지향적인 첨단 계획도시 구현

⑪ ITS를 활용한 신 교통 서비스

⑫ GIS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 확대

행정 정보화

⑬ e-Seoul Net 기반의 디지털 행정

⑭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⑮ 단일 인터페이스로의 행정시스템 구현

ꊉꊘ 정보화 교육강화로 지식정보화 선도

ꊉꊙ 정보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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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정보화

풍요로운 삶의 문화도시풍요로운 삶의 문화도시

정부, 단체, 
개인 시민 및 단체

개인

맞춤

서비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IT 실현’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IT 실현’

온라인 Community 활성화

문화정보 고도화

지역정보 교환

생활정보 공유체계

사이버 마을

복지정보 환경감시체제

평생학습 지원

분야별 컨텐츠 발굴

정보격차 해소

시민
정보화
시민

정보화

전자민원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민원정보
Posting
민원정보
Posting

□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의 문화도시 실현

추진방향 :

▹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민 맞춤형 민원체제 구축

▹ 시민의 정보활용능력 강화 및 지역․계층 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문화․관광 정보고도화와 컨텐츠 발굴, 복지․환경․교육 등

생활정보 공유체제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목표지표 :

◦ 보편적 정보제공 서비스 → 다양한 채널이용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 콘텐츠(DB) 구축 위주사업 →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확보

◦ 신청․접수위주의 온라인 처리 → 온라인 발급․처리확인 확대
관청 방문회수의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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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및 내용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체제

1-1 안방 전자민원 서비스 구현

1-2 모바일 환경의 민원서비스 구축

디지털 정보격차가 없는 정보도시

2-1 지역․계층 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2-2 평생학습 지원으로 시민 정보화 역량강화

첨단 IT기반의 문화․관광

3-1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용

3-2 IT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복지정보로 연계되는 따뜻한 서울

4-1 양방향 복지정보 전달체계 구축

4-2 주민참여의 정보교류 기반 구축

4-3 공공의료정보 공유와 식품유통 안전망 구축

서울의 환경을 지키는 첨단 정보기술

5-1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5-2 시민과 함께 가꾸는 친 환경 시스템 구축

5-3 친 환경 IT기술에 의한 「i-Park」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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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시민 맞춤형 전자민원 서비스 체제

1-1 안방 전자민원 서비스 구현

￭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로「민원정보 Posting 체제」구축

▹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통합․연계로 원스톱 전자민원서비스 체제 구축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 구현

▹ 민원서류 발급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종합센터 」구축

(민원업무의 전자적 처리 2002년 55%에서 2006년 90%)

￭ 시민과 기업에게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전자 민원서비스 체제 」도입

▹ 시민․기업관련 공공DB 등 우리시 보유정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개인의 관심사항 등을 관리․분석할 수 있는 고객관리(e-CRM) 체제 마련

▹ 관심분야 민원공지사항을 민원 개인 e-Mail이나 PDA로 Posting 서비스

￭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민원발급 시스템 및 상수도 고객지원 민원시스템 확대

▹ 25개 자치구 지적도면 등 공간자료 DB구축과 개별공시지가 등 6대 업무

운영시스템 구축

▹ 토지정보에 대한 인터넷 열람서비스 및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확대 추진

▹ 무선원격․자가검침․고객지원시스템 등 상수도 민원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1-2 모바일 환경의 민원서비스 구축

￭「 모바일 민원행정 시스템 」기반을 확립하여 현장행정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및 전자결재에 모바일 시스템 도입으로 PDA 등의 단말기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업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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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단속, 환경오염감시, 소방업무 등 기동성과 현장성이 중요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한 이동 민원서비스를 실시

￭ 다양한 민원분야에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동 민원 서비스 추진

▹ 고지서, 안내문 및 통지서비스 등 우편으로 제공되던 모든 민원을 PDA 등

개인휴대 단말기를 이용하여 문자 및 음성메시지 서비스를 제공

▹ 주민, 자동차, 세금, 부동산, 기업 분야 등 기존 G4C 사업과 연계한 이동

민원서비스 제공

￭ 「 헬프 데스크 및 콜 센터 」에 의한 시민과 직원의 정보시스템 활용 편의성 제공

▹ 시민과 기업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민원정보와 관련한 시스템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안내지원 시스템 구축

▹ 정보화업무 추진 담당직원의 업무집중도 향상과 IT 장애 신속대응 및 직원

정보시스템 활용 편의성 제공

◆ 연차별 추진내용

안방 전자민원

서비스 구현

모바일 환경의
민원서비스 구축

’03 ’04 ’05 ’06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도입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도입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헬프 데스크 및 콜 센터헬프 데스크 및 콜 센터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예약관리 시스템 구축

전자민원 종합센터 구축전자민원 종합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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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디지털 정보격차가 없는 정보도시

2-1 지역․계층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단체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신규 PC 및 성능이

향상된 중고 PC를 무료보급,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 확대

▹「경로당, 장애인 단체에 정보화기기 지원」→ 기초생활대상자 등과 사회복지

시설로 대상확대(2006년 8,000대) → 활용능력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병행

￭ 자치구간 재정격차로 인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보완하여 자치구에 보급

▹「 자치구 공동활용 시스템을 발굴 」하여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노인, 저소득청소년,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보급

2-2 평생학습 지원으로 시민 정보화 역량강화

￭ 「 시민 사이버 교육 」강화를 위한 컨텐츠의 다양화와 중앙부처사업 연계

▹ 정보화교육 중심에서 대상별(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전공기술

및 취업․창업 교육으로 점증적 확대

▹ 공무원교육원 및 전산정보관리소 홈페이지에 일반인 대상 컨텐츠 신규개설

▹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서울관련 계층별 다양한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시민정보화 교육 : 2002년 연 22만명 → 2006년 연 35만명)

￭ 지역주체로서 역량확보를 위한 평생교육 기관으로의 「시립대학교 기능확대」

▹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성인중심의 평생학습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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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과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직업의 양적․질적

변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평생학습 사이버시스템 구축

▹ 학부 개설강좌 1,100개 중 160여개 교과목(15%)을 연차별 개발 운영

￭ One-stop/ Non-stop으로 도서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위한 공공 도서관

「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 2006년까지 45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도서관리 시스템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지역·계층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평생학습 지원으로
시민정보화 역량강화

PC등 정보기기 무료보급PC등 정보기기 무료보급 복지시설에 통신 인프라 지원복지시설에 통신 인프라 지원

소외계층 대상 컨텐츠 개발 및 확대 보급소외계층 대상 컨텐츠 개발 및 확대 보급

평생학습 사이버 시스템 구축평생학습 사이버 시스템 구축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 확대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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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첨단 IT기반의 문화․관광

3-1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서울문화재, 관광․여행상품,「서울역사자료 정보화사업」등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활용

▹ 다양한 정보․채널․언어로 현장정보, 가상체험관(VR: Virtual Reality),

맞춤 추천코스 등 서울여행을 위한 문화․관광 서비스 실현

▹ 전통문화, 역사문화 유적과 전통 한옥지구 등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로

국내․외에 서울 문화홍보와 관광유치 활성화

￭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권별 성향의 특성을 고려한 컨텐츠 구성과

「국내․외 주요단체 홈페이지 간 관련정보의 상호교류 체제」를 구축

▹ 국외 자매도시(관광청) 및 주요도시 간 컨텐츠 교환 등 정보마케팅

▹ 국내 주요단체의 문화관광 웹사이트 간 콘텐츠 교류(협회 및 단체)

￭ 문화·관광, 역사박물관, 미술관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서비스 기반구축

3-2 IT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 서울시민에게 문화 체험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 서울 사이버 문화 체험관 」 구축

▹ 서울시 및 관련부처 소장자료, 학술연구 성과와 수집자료 등 문화유산 정보

▹ 문화․관광, 역사박물관, 미술관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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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 통합서비스와 연계하여 PDA, Mobile등「이동환경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문화컨텐츠 서비스」실현

￭ 새로운 개념의 「 i-Guide 서비스 」구현

▹ 건축물, 고궁, 박물관, 거리 등 유․무형 역사물에 RFID 칩을 설치하여

휴대폰,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모바일을 이용한 안내서비스 제공

(대상물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 PDA나 휴대폰과 RFID가 자동 인식되게 연결하여 해당 역사물의 안내와

Display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성

※ RFID/Tag/Label(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Microchip을 내장하여 RF(Radio Frequency-주파수변조)방식으로 안테나와

교신을 통해 근거리/원거리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무선인식기술을 적용한 인식표.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용

IT 신기술 활용한
문화·관광 서비스제공

국내·외 홈페이지 상호교류체제 구축국내·외 홈페이지 상호교류체제 구축

서울 사이버 문화유산 체험관 구축서울 사이버 문화유산 체험관 구축

서울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서울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I-Guide 서비스 구현I-Guide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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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복지정보로 연계되는 따뜻한 서울

4-1 양방향 복지정보 전달체계 구축

￭ 정부기관, 복지시설, 복지대상자, 자원봉사자 간 단절 없는 복지수급으로

수혜자․공급자 간「양방향 복지정보 전달체계」구축

▹ 복지시설(500여개) 정보, 자원봉사 활동지원 정보

▹ 장기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관련 시설관리 및 홈페이지를 연계․통합

▹ 이동환경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Mobile Work 시스템 지원

￭ 출생～사망까지 사회보장제도 실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 여성, 육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복지지원 시스템

▹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편의시설, 교통수단 등의 DB 관리 및 지원 시스템

▹ 장애인 취업정보센터(34개소) 인터넷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노인 종합복지카드」- 병력이나 신원을 기록한 카드를 노인에게 제공하여

치매노인, 응급노인 등의 위급한 상황에 활용

▹ 카드에 GPS 수신 기능을 추가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4-2 주민참여의 정보교류 기반구축

￭ 가전, 의류 등 중고 생활용품의 교환․판매를 연결하는 「사이버 ‘나눔장터’」

사이트 구축․운영

▹ 공급과 수요자 연결 및 각 시설기관에 제공과 유관기관, 유사사업에 대한

소개 및 연계구축

￭ 지역공동체를 위한 「동 단위 사이버마을」 운영

▹ 지역기반의 웹 동호회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현안에 대한 대화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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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에 의한 유익한 생활정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이웃 간 정보교류

기반 구축

￭ 동호회 전용의 서울시 홈페이지 서브사이트 또는 섹션, 메뉴 개설

4-3 공공 의료정보 공유와 식품유통 안전망 구축

￭ I-Healthcare를 지향하는「공공 의료정보 공유체계」구축

▹ 1단계로 4개 시립병원 간 환자진료 및 원무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통합

․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및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를

도입하여 전문의가 적은 시립병원 간 연계치료 기반 마련

▹ 2단계로 25개 보건소의 의료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영․유아 예방

접종부터 노인진료까지 시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 의료정보교환 표준을 적용,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일반병원과

정보공유 및 연계 치료시스템 구축

￭ 식품에 대한 부적합 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식품유통 안전 전산망 」구현

▹ 부적합 식품발생 시 우리 시에 있는 300㎡ 이상의 식품유통 판매점,

편의점본사, 자치구 등에 동시에 동보하여 제품수거 및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단계 총 3,703개소 대상, 2단계 SMS, 모바일 등 확대)

▹ 인터넷에 공지, 일반시민 및 전 식품판매업소에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계 구현

4-4 위치정보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 제공

￭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민에게「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한 미아, 치매노인

실종, 학원폭력 등 위급 상황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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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체 치매노인 4만9천명 우선 대상 선정

▹ 놀이공원, 동물원, 이벤트 행사장에 참가하는 어린이나 노인에게 위치인식

칩을 제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 대시민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및 119구급대의 응급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원격 응급 조치가 가능한 「 원격 응급의료 화상 시스템 」등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안심 전화」의 확대보급과 위험 취약계층에 GPS수신기를 보급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마련

▹ GPS 수신기 활용 : 독거노인 상시 모니터링(대상 : 2006년 29,200명)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봉사 활동 등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양방향 복지정보
전달체계 구축

공공의료정보 공유와
식품유통 안전망 구축

장애인복지통합시스템장애인복지통합시스템 노인 종합복지카드 구축노인 종합복지카드 구축

복지시설관리시스템 구축복지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식품유통 안전 전산망 구축식품유통 안전 전산망 구축

공공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공공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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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서울의 환경을 지키는 첨단 정보기술

5-1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 「통합 환경정보시스템」구축을 통해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화 체계 구축

▹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변화를 예측 분석, 사전예방이 가능한 환경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개선정책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신기술 도입

※ 주요 오염원정보 측정망이 개별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통합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자동오염 측정 및 경보시스템)

▹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환경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 설치 운영(2006년)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 클린 워터 시스템 」구축

▹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보급을 위한 상/하수의

과학적인 관리

▹ 수질 오염원 자동 분석 및 폐수배출업소 위치 추적을 통한 수질 오염 예방

5-2 시민과 함께 가꾸는 친 환경 시스템 구축

￭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정보시스템 지원을 통한 활성화 지원

▹ 서울 숲, 공원 등 도시녹화 현황에 대한 GIS 주제도 구축 활용

▹ 인터넷을 통한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의 도시녹화운동에 자발적 참여유도

￭ 주요 산 및 도심공원 이용편의를 위해 서울시 전역의 현황에 대한 통합관리와

동영상 자료화한 「가상환경 체험교실 - 자연환경 관리시스템」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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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인터넷 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한「 하이 서울

친환경 농장 정보시스템 」구축, 시민이용의 편의성 확보

▹ 한강 시민공원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를 위한 웹 지도를 작성 인터넷 서비스

▹ 관련시스템과 연계한 시민공원 사용예약 시스템으로 시민이용 편의성 제공

5-3 친 환경 IT기술에 의한「i-Park」조성

￭ 청계천의 일정구역을「첨단 IT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Ubiquitous Computing

환경구현

▹ IT 자연학습장(자연생태계, 수중 동․식물)에 생태계 정보서비스

▹ Display를 이용한 청계천 소개(청계천의 하루, 사계, 역사), 모바일 인터넷

및 첨단 Display(키오스크)를 이용한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전시․세미나․회의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청계천 문화관」건립과 연계한 IT 정보서비스

￭ 뉴타운의 일정구역을 친 환경적인 테마로 구성하여 환경과 첨단 IT가 조화된

공간 구축

▹ “거리(street)의 소멸”에서 “거리의 지능적(intelligent) 부활”을 이루는

I-Street 조성

￭ 점증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신기술에 의한 IT환경으로 재구성, 시민들에게 제공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민과 함께 가꾸는
친 환경 시스템 구축

친 환경 IT기술에
의한 I-Park 조성

클린워터 시스템 구축클린워터 시스템 구축

환경지리 정보시스템 구축환경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가상 환경체험 교실 구축가상 환경체험 교실 구축

청계천 친환경 IT테마공원 조성청계천 친환경 IT테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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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정보화

서울형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 조성, 산업 기반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서울형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 조성, 산업 기반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IT&미디어산업 활성화IT&미디어산업 활성화 서울형 산업 정보화서울형 산업 정보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전자상거래 활성화

• 서울의 정보산업 경쟁력 도모

• 서울형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 정보유통 환경 조성

•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IT 지원

활기찬 경제도시활기찬 경제도시

□ 서울형 산업정보화로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

추진방향 :

▹ 활기찬 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DMC기반의 IT&미디어 산업과

지식기반의 서울형 신 산업 육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IT지원

▹ 서울의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서울형 주요 산업의

활성화 지원

목표지표 :

◦ IT&미디어 산업 분산 →
DMC를 통한 집적 및 지원강화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

◦ e-비즈니스의 제한적 이용 →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확산
유도 및 지원

◦ 전자상거래 피해 사후대처 → 보호체계 강화로 사전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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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및 내용

IT산업의 글로벌 e-비즈니스 촉진

6-1 IT산업의 국제협력 체제 구축

6-2 DMC 기반조성

6-3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IT기술 지원

서울형 산업의 정보화와 중소기업 IT지원

7-1 지식기반의 서울형 신 산업 육성

7-2 중소기업의 생산적 e-비지니스 활용 지원

전자상거래 확산 및 온라인 소비자보호

8-1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재래시장 활성화

8-2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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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6 IT산업의 글로벌 e-비즈니스 촉진

6-1 IT산업의 국제협력 체제 구축

￭ IT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IT인프라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보화

선진도시로의 위상강화 -「IT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협력 사업추진,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회의 참여확대 모색

▹ 국내 유망 IT기업의 개도국 IT 시장 진출기반 지원

▹ 서울 전자정부 등 우수한 정보화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 및 전파로

대외 인지도 확산

￭ 중앙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의 IT&미디어산업 글로벌 e-비즈니스를

촉진하고 기업이 국제표준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확보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표준 로제타넷(RosettaNet)의 국내 표준화

활동을 서울의 IT&미디어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DMC에 입주하는 IT&미디어 기업의 로제타넷 우선 도입 유도

￭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국제금융 중심지 조성에 IT 지원을 통해 서울의

국제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 청계천 - 상암(DMC) - 여의도 금융벨트에 대한 IT 지원

▹ 모바일 뱅킹/트레이딩, TV 뱅킹, e-Mail 뱅킹 등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중심으로 고객접점 확충 등「 세계수준의 금융산업 IT 지원 」

6-2 DMC(Digital Media City) 기반 조성

￭ DMC 중심가로 「 DMS(Digital Media Street) 」를 IT&미디어기술과

유비쿼터스 신기술의 시험장소(Test-bed) 및 체험장소로 활용토록 조성

▹ 세계적인 「디지털컨텐츠의 전진기지」로 개발 (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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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C단지 내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고수익이

보장되는 차세대 IT&미디어 산업의 원천․기반기술을 연구․생산할 수 있는 환경구현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e-Seoul Net을 학계․연구소 등에 공동

활용토록 일부 개방하여 「 차세대 Grid 및 멀티미디어 관련 연구를 지원 」

6-3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IT 인프라 지원

￭ 서울문화에 대한 외국기업의 이해 촉진을 도모, 서울의 IT 인프라 적극 홍보

▹ 세계적 수준의 서울 IT 인프라와 IT 수요계층을 활용한 IT&미디어 분야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활동을 강화

▹ 서울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화(CD) 보급 및 홈페이지 구축․홍보

▹ 세계적인 서울의 IT 인프라 수준과 IT 활용인구 및 IT 역량을 적극 홍보

￭ One-Stop/Non-Stop 시스템 구축을 통한「외국 투자기업의 행정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 FIAC(외국인투자

자문단)의 활동정보를 투자대상 기업에 온라인으로 제공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 아시아 6위 → 5위)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IT산업의
국제협력 체제 구축

DMC 기반조성

국제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IT지원국제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IT지원

IT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IT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IT&미디어 기술 연구·생산 환경구현차세대 IT&미디어 기술 연구·생산 환경구현

DMS를 신기술 Test-Bed로 조성DMS를 신기술 Test-Bed로 조성

외국 투자기업의 행정처리 지원외국 투자기업의 행정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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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7 서울형 산업의 정보화와 중소기업 IT지원

7-1 지식기반의 서울형 신 산업 육성

￭ 서울 패션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IT 지원

▹ 거래구조와 유통환경에 적합한 유통공급망(SCM) 관리체제 구축지원과

해외 구매선과의 연계방안 IT지원

▹ 인터넷 환경에서 디자인의 개발, 보급 강화를 위해 산․학 디자인 개발

협동체제 구축 지원

▹ DMC내에 애니-콤플렉스(Ani-complex)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애니지원센터 집적화로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만화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확대운영(전문커리큘럼 개발 및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 운영)

￭ 서울형 산업의 대표 업종(인쇄, 출판, 기계공구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구인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한 특화된

「 서울형 산업지원 취업정보망 」 구축

▹ 대상별(고령자, 여성 등), 직종별, 분야별 구성과 취업알선 기관과의

정보시스템 연계

▹ 서울지역 산업인력 DB, 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 고용정보 제공

￭ 서울형 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의

구직/구인 시스템을 산업분야별로 특화하여 새롭게 구축 추진

7-2 중소기업의 생산적 e-비즈니스 활용 지원

￭ 「중소기업 전자금융 이용기반 확충」-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시스템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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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등 정보화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활성화 촉진 - 「정보화 취약기업 밀집지역 초고속 인터넷 지원」

▹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IT화 사업 및 ASP 제공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와 공단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e-비즈니스 활용 서비스 제공

￭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통한「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의

주요 산업분야 DB 제공 및 산업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실시

▹ 산업동향, 금융 등 국․내외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제관련 컨텐츠 확충과

실시간 정보제공

▹ 수요자의 정보접근 및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확대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획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유도함

￭ 기업지원 단일창구(G4B 사업) 서비스 구축지원 및 활용

▹ 기업 행정서비스와 기업관련 산업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

지원 및 편의 극대화

▹ G4B와 서울시 산업경제통신망과의 원활한 연계 방안과 활용체계 구축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지식기반의
서울형 신 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생산적
e-비즈니스 활용촉진

중소기업 전자금융이용기반 확충중소기업 전자금융이용기반 확충

기업지원단일창구(G4B) 구축지원 및 활용기업지원단일창구(G4B) 구축지원 및 활용

서울형 산업지원 취업정보망 통합시스템 구축서울형 산업지원 취업정보망 통합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 취약기업 밀집지역 초고속인터넷 지원정보화 취약기업 밀집지역 초고속인터넷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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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8 전자상거래 확산 및 온라인 소비자보호

8-1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재래시장 활성화

￭ 남대문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전자상거래시스템(B2C)」을 구축토록 지원,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쇼핑몰 구축, Portal Site 구축, 표준상품 카탈로그 DB 구축 등

￭ 전통시장 간 유통체계를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구축 지원하여 전자거래 확산

및 물류 유통 고도화를 유도

▹ 대상 :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 312개소

▹ 인터넷, 전화 등으로 공동주문, 배달하는 통합 콜센터 구축 (2006년까지

50개 구축)

(전자상거래 활용률 제고 : 2002년 29% → 2006년 60%)

8-2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소비자 개인의 신상정보 및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지도 및 시민홍보 강화」

￭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며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 e-비즈니스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 소지자보호 교육을

전용 사이트 또는 시민 사이버교육 정기강좌로 개설운영

￭ 시민이 쉽고 간단하게 전자거래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 온라인 거래

소비자 보호체계 」를 구축하여 전자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115 -

▹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

￭ 전자상거래 우수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보호 업무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선별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이버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사이트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참여를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재래시장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강화

재래시장 쇼핑몰 통합 콜센터 구축재래시장 쇼핑몰 통합 콜센터 구축

보호교육 및 시민홍보강화보호교육 및 시민홍보강화

재래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재래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온라인 거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온라인 거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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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기반 정보화

환 경환 경

안전/방재안전/방재
도시계획도시계획 도시관리도시관리

교 통교 통

복 지복 지
교 육교 육

도시기반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

도시기반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

안심하고 살 수 있는 365일 안전도시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시

2525

재난/재해/시설물 안전관리 대중 교통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ITS로 편리한 신 교통체계

문화/관광문화/관광

□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

추진방향 :

▹ 도시안전 시설물 및 재난/재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시 구현

▹ 대중 교통의 과학적 관리로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과 GIS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 도시계획 및 관리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구현

목표지표 :

◦ 재난관리시스템 개별 운영 → 도시재난 통합관리 및 고도화

◦ 공공시설 육안 점검관리 → 시설물 지능적 감시 및 관리

◦ GIS 컨텐츠(DB) 제작 → 적극적 활용 및 유통(시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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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및 내용

안심하고 살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9-1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9-2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 지향적인 첨단 계획도시 구현

10-1 GIS에 의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

10-2 뉴타운을 지능형 도시(i-시티)로 개발

10-3 도시정보 관리를 위한 분야별 DB구축

ITS를 활용한 신 교통서비스

11-1 정확하고 편리한 신 교통체계 구축

11-2 BMS에 의한 대중교통 활성화

11-3 신 교통카드(Seoul Smart Card) 시스템 구축

GIS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 확대

12-1 GIS 포털을 통한 지리정보의 유통망 구축

12-2 GIS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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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9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9-1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 「119 종합전산시스템」의 성능개선으로 재난/재해 발생예방과 신속한 대응

▹ 테러,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핵심장비 이중화 및 성능 강화

▹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정보 DB화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보 시스템 구축)

￭ 국가안전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체제 구축과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적용하여

「 도시재난 통합운영시스템 」보강 및 안정적 운영추진

▹ 방재전산 시스템 구축률을 현재 60%에서 2006년 80% 달성

9-2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24시간 관리

체제」구축

▹ 한강교량에 대한 육안위주의 점검방식에서 온라인 24시간 감시시설에 의한

안전도 점검 등 과학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

▹ 온라인 감시망(첨단계측기)의 연차적 확대설치(현재 2개교량, 2006년까지

3개교량 확대)

▹ 과적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한 최단거리 단속 차량의 위치를 파악,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적차량 단속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을 통한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 Web 기반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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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19 종합전산 시스템 성능개선119 종합전산 시스템 성능개선

도시재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도시재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온라인 24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온라인 24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체제 구축지하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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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0 미래 지향적인 첨단 계획도시 구현

10-1 GIS에 의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

￭ 도시계획 관련자료의 DB화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SS) 등으로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을 위한「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구축

▹ 도시계획 결정과정 및 관련정보의 공개로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투명성 확보

￭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 시각적으로 우수한 3차원 동영상을 제작,

중요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적 활용

￭ 지반 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시계획 활용으로 안전시공 및 공사 기간 단축

▹ 각종 건설공사 시 조사·수집되고 있는 지반 시추자료 DB구축, 굴착설계 및

소규모 건축공사 시 지반상태 파악 등에 활용

10-2 뉴 타운을 지능형 도시(i-City)로 개발

￭ 사물의 지능화를 통해 도시민에게 높은 삶의 질과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 도시 건설

▹ 환경, 교통, 방범/방재, 각종 안전시설물 등 도시 신경망 설계

▹ PC 이외의 매체를 통해서도 서울시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주요 지형지물에 전자식별자

(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 부여 시범운영 관리

▹ 주요 밀집지역에 생활형 Display(키오스크) 설치 운영서비스 등

￭ 유․무선 네트워크와 IT가 융화된 21세기형 주거환경 및 신시가지 조성

▹ 은평, 왕십리, 길음 뉴타운 시범실시



- 120 -

10-3 도시정보 관리를 위한 분야별 DB구축

￭ 시민생활, 산업경제, 교통 등「분야별 GIS 데이터(주제도)를 구축」,

시민의 정보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제공

▹ 시민생활분야 (지역별물가, 주거환경,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 도시성장변화 (토지이용변화, 인구변화, 시가지역 확산 등)

▹ 방재 및 안전 분야 (수해, 침수, 산사태, 교통사고 다발지역, 범죄지도 등)

▹ 산업경제분야 (벤처현황, IT현황, 업종별현황 등)

▹ 기타 서울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도 작성

￭ 「 건축․주택 행정 종합정보화 」를 위한 통계분석 시스템 및 건축물 대장

전국온라인망 구축

▹ 실시간 응용통계자료 생성으로 건축․주택정책에 활용

▹ 초고속 국가망을 이용한 건축물 대장의 발급․조회시스템 구축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GIS에 의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

뉴 타운을 지능형
도시(I-City)로 개발

도시정보 관리를
위한 분야별 DB 구축

지반 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시계획 활용지반 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시계획 활용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UPIS) 구축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UPIS) 구축

지능형 주거환경 및 신시가지 조성지능형 주거환경 및 신시가지 조성

건축·주택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건축·주택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분야별 GIS 주제도 구축분야별 GIS 주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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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1 ITS를 활용한 신 교통정보 서비스

11-1 정확하고 편리한 신 교통체계 구축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통해 차량이

교통 및 운행관련 정보를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제공, 운전편의와 안전운행 확보

▹ 사람, 자동차, 도로를 일체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과 기존교통체계에 첨단 IT기술 접목

▹ 효율적인 교통관리와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화된 첨단

교통체계 구축

￭ 도로관련 굴착정보 등 각종「 공사현황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안내 」를 통해 내부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 서울시 관련부서 및 전기, 통신, 가스 관련 지하시설물업체에서 도로관련

공사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 체계 구축

▹ 시민들에게 청계천 등 도로사업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핸드폰 등) 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 물류정보의 과학적 관리 」

▹ 물류기반자료의 지속적인 갱신 관리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로 물류업무처리의

효율화와 화물차량 대상 서울시내 최적경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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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주차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 주차질서 확립, 주차시설의 관리, 주차 난 해소 및 도심업무․상업지역의

주차수요 관리 등

▹ 주차에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체계 구축

11-2 BMS에 의한 대중교통 활성화

￭ 「 첨단버스 관리시스템(BMS) 구축 」으로 버스 운행을 실시간 관리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버스운행 정착

▹ 버스의 정시성, 예측가능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 버스에 GPS와 무선 송수신기를 설치, 버스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하여 버스위치, 운행상태, 배차간격, 도착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시스템 운영

￭ 간선버스(5,031대)에 대한 종합사령실을 구축하여 인터넷, 휴대폰, PDA,

ARS를 이용한 운행정보 제공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2002년 65% → 2006년 75%)

11-3 신 교통카드(Seoul Smart Card) 시스템 구축

￭ 서울시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Seoul Citizen Card 제공

▹ 서울시의 정보서비스 연결, 즉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을 연결하는 Key 역할

- 교통/문화/공원/주차/민원/보건/복지/행정참여 등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

▹ 다양한 곳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

- 1개 카드로 교통카드, 전자화폐, 장애인카드, 노인카드, 청소년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카드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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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Smart Card를 기반으로 하는 신 교통카드로 발급

▹ 버스, 지하철 뿐만 아니라 택시, 기차, 주차장 사용료, 통행료, 범칙금,

자판기까지 결재할 수 있도록 단계적 통합 서비스 제공

▹ 교통카드와 제휴를 원하는 모든 민간회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호환성과 개방성 확보

￭ 1단계로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68%인 교통카드 이용률을

2004년까지 100% 달성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정확하고 편리한
신 교통체계 구축

BMS에 의한
대중교통 활성화

신 교통카드(Smart
Card) 시스템 구축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체계도입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체계도입

물류정보 시스템 및 주차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물류정보 시스템 및 주차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버스종합 사령실(BMS) 구축버스종합 사령실(BMS) 구축

신 교통 카드시스템 구축신 교통 카드시스템 구축

도로사업 현황 종합안내 시스템도로사업 현황 종합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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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2 GIS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 확대

12-1 GIS 포털을 통한 지리정보의 유통망 구축

￭ 「서울시 GIS 포탈 사이트」를 통한 도시계획, 교통, 사회복지 등 고품질의

지리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 서울시 GIS 인터넷서비스 창구 단일화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최상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 시민 맞춤형 지리정보서비스 실시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 주요 지리정보 유/무상 온라인 제공을 통한 GIS의 사용자의 저변확대

12-2 GIS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

￭「GIS 자료의 내부 공유체계」마련 및「GIS와 연계된 행정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모바일 GIS 환경으로 현장행정 업무처리

￭ GIS 자료의 서울시 정보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 시민 서비스 기능 향상

▹ 시설물유지관리, 조사자료 관리, 단속업무, 자료관리 업무 중 모바일 GIS

시범사업 실시

￭ 「GIS 기반 데이터의 정비 및 개별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활용성 극대화

▹ 기존에 제작된 수치지형도 및 관련 응용시스템들을 최신 데이터 현황으로

수정, 업무의 정확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

▹ 지하시설물, 도로관리, 지반정보 등 개별 시스템을 웹 상에서 연계․통합,

각종 시설물관리 및 건설공사 시 필요한 GIS 정보를 신속히 제공

(GIS 정보활용 제고 : 부처 간 제한적 활용 → 전면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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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시스템 구축완료 후 2차 사업으로

서울시 GIS 통합전략 계획 수립과 이를 기초로 하여, GIS 통합서버에 의한

DB를 재구성 통합하는「GIS 통합시스템」구축 실시

각종 데이터

핵심/기준 데이터

과거 데이터

의사결정지원

• 도시성장관리
• 과세기준 결정
• 기타

종합분석

공통 데이터

상수도

도로관리도시계획

하수도

상수도관망, 도로, 

용도지구, 하수도관망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용도지구
도로

상수관망 하수관망

각종 데이터각종 데이터

핵심/기준 데이터

과거 데이터

의사결정지원

• 도시성장관리
• 과세기준 결정
• 기타

종합분석

공통 데이터공통 데이터

상수도

도로관리도시계획

하수도

상수도관망, 도로, 

용도지구, 하수도관망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용도지구
도로

상수관망상수관망 하수관망하수관망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GIS 포털을 통한 지리
정보의 유통망 구축

GIS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

시민 맞춤형 GIS서비스 체제구축시민 맞춤형 GIS서비스 체제구축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시스템 구축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시스템 구축

서울시 GIS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서울시 GIS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GIS 통합 시스템 구축GIS 통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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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 정보화

대민 행정서비스
고도화

대민 행정서비스
고도화

다양한 디지털 채널다양한 디지털 채널

시민 시정참여 확대시민 시정참여 확대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결정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결정

이동, 현장근무 환경지원이동, 현장근무 환경지원

지식관리, 행정의 디지털화지식관리, 행정의 디지털화

열린 전자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도시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도시

행정능률 향상

인텔리전트

행정구현

인텔리전트

행정구현

모바일
행정서비스

경영자
지원시스템

양방향
커뮤니티

IT자산
관리시스템

인터넷 행정 정보자원 통합 종합 정보관리 내부 행정관리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도시 구현

추진방향 :

▹ 인터넷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양방향 커뮤니티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 경영자 의사지원 및 행정관리 시스템 등 종합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행정정책 결정의 고도화와 행정능률 제고

▹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자원 통합관리

및 행정 포털시스템 구축 등 정보자원의 운용 효율성 증대

목표지표 :

◦ 민원창구 위주의 시스템 → 이동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체계

◦ 개별․분산된 정보자원 → 집중․통합된 정보자원관리로
종합 행정정보 시스템화

◦ 유선기반 e-Seoul Net → 유․무선 복합망 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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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및 내용

e-Seoul Net 기반의 디지털 행정

13-1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

13-2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민참여 확대

13-3 다양한 디지털 채널의 확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14-1 경영자 의사지원 및 서베이 시스템 구축

14-2 공유재산 및 IT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14-3 행정지식의 효율적 활용으로 조직역량 강화

단일 인터페이스로의 행정시스템 구현

15-1 행정 포털시스템 및 분야별 시스템 고도화

15-2 지역 행정정보화의 원활한 허브 역할 실현

15-3 지속적 행정혁신(BPR)과 ISP 추진

정보화 교육강화로 지식정보화 선도

16-1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16-2 직원 정보화교육 강화

16-3 정보화 관련 제도 정비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17-1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17-2 정보자원 및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17-3 통합정보보호 체계로 정보자원의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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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3 e-Seoul Net 기반의 디지털 행정

13-1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

￭ 경영마인드를 도입한「고객관리(CRM) 시스템」구축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

▹ 시민의 Needs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료 활용 및 협력 제휴사업 추진

․인터넷 이용자수 예상 : 2002년 630만명(66%) → 2006년 860만명(90%)

￭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등을 활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현

▹ 주요시책사업의 현장정보, 시민의 시정관심사항, 각종 서울시 주관 행사 및

시민생활 정보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기존 언론매체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

(2006년까지 11만명 실명회원 확보)

￭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에 의한 단일 인터페이스로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

▹ 다양한 시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중심의 홈페이지 설계

▹ 정보접근이 우수하고, 관리가 용이한 컨텐츠 구성

▹ 검색포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13-2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민참여 확대

￭ 「시민과의 양방향 의사소통 체제구축」및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 시책사업, 시정운영, 지역현안 등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여 시정 관련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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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의 참여의사가 중시되는 정책사안에 대해 전자적 설문을 통해

정책 지표화

(시민 시정참여 제고 : 여론조사 수준에서 정책참여 및 협의 수준으로 확대)

▹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사이버

정책평가 시스템」구축

(시정에 대한 식견 있는 그룹을 선정하여 정책제안 및 평가)

￭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접수 및 예약 등「대민 접점 서비스」영역확대

▹ 인터넷에 의한 접수 시스템을 구축, 시험응시 및 모집 등의 업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과 시민편의 제공

▹ 공원 및 시민편의 시설과 장소의 사용에 대한 예약업무 전산화

13-3 다양한 디지털 채널의 확보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정보 제공과 민원처리를 위한 대 시민 서비스영역 확대

▹ 다양한 액세스 포인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 밀착․복합형

Display(키오스크), Mobile 인터넷 체계 구축

- 민간사업을 연계한 키오스크(각종 증명서, 영화연극 표 예매시스템 연결 등)

￭ ‘i-서울’ 달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시스템 중 하나인「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을 장기적 사업으로 구축 추진

▹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방송 서비스

- 신규사업에 대한 선도진입 기회를 적극 이용하여 Catch-up(따라가기)

전략으로 인한 기회박탈 및 비용부담 해소

- 이동멀티미디어 수요의 증가에 대비,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DMB 사업추진

▹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과 DB화를 통해 전 분야의

폭넓은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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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DMB 서비스화에 의해

대 시민 서비스 저변 확대

-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정보로 시정 관련공지(수방/재설 긴급공지,

시민보건 및 위생 등), 재해/재난 방송, 각종 문화행사, 단전단수 안내 등

- 독립된 정보서비스로 디지털 도로지도, 교통정보, GPS가 결합된 날씨정보,

네비게이션 서비스, 여행/관광 가이드, 교육컨텐츠 서비스

▹ 저렴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 촉진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

양방향 커뮤니티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다양한 디지털
채널의 확보

인터넷 통합홈페이지 구축인터넷 통합홈페이지 구축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및 정보 제공

사이버 정책토론 확대운영사이버 정책토론 확대운영

DMB 시스템 구축DMB 시스템 구축

생활 밀착·복합형 Display 설치운영생활 밀착·복합형 Display 설치운영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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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4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14-1 경영자 의사지원 및 서베이 시스템 구축

￭ 행정정책 결정에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EIS의 활용

▹「경영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EIS)」에 의한 책임시정 체계구현 지원,

정책결정과정 지원강화, 기존 정보자원 활용강화

▹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보화의 결과가 행정개혁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서울형 서베이 시스템」구축을 통해 우리시가 보유한 각종 통계자료와 서울형

도시지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여 정책결정에 객관적 신뢰도 향상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정보 시스템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정책 결정의

고도화 실현

14-2 공유재산 및 IT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 「 공유재산 정책정보화 」를 통한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등을 위한 예산회계(회계,결산,자산) 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등의 재정 종합정보화,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정책정보화

▹ 기관별로 분산 운용중인 공유재산 관련 DB의 연계활용을 촉진 및 안정화

￭ 「IT 자산관리」에 대한 투자관리 프로세스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IT 투자효과 극대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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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사업 추진 프로세스 설계, 추진단계별 입․출력 정보정립, 관련

의사결정 기준확립, 역할과 책임정립, 법․제도 개선

14-3 행정지식의 효율적 활용으로 조직역량 강화

￭ 「 EDMS/KMS의 이용 활성화 」로 필요한 행정지식을 자동으로 생산/정제,

문서관리, 홍보물관리 등 필요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통합된 지능형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구현

▹ 조직 내 산재한 지식을 손쉽게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가시스템 확대로

지식관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기록물 및 전자문서의 신속한 검색 기능과 안정적 관리로 행정자료의

공동활용 확대

▹ 「 자료관 및 기록 보존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경영자 의사지원 및
서베이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및 IT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행정지식의 효율적
활용 조직역량 강화

경영자 의사지원시스템(EIS) 구축·운영경영자 의사지원시스템(EIS) 구축·운영

서울형 서베이 시스템 구축·운영서울형 서베이 시스템 구축·운영

IT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IT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정책정보화 시스템 구축공유재산 정책정보화 시스템 구축

자료관 및 기록 보존물 관리시스템 구축자료관 및 기록 보존물 관리시스템 구축

통합된 지능형 지식관리 시스템 구현통합된 지능형 지식관리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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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5 단일 인터페이스로의 행정시스템 구현

15-1 행정 포털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시스템 고도화

￭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 업무용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포탈사이트를 구축

▹「 행정포탈(EP) 시스템 」은 각종 정보 및 지식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조직과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

▹ 개인인증(PKI)을 통해 보안을 한층 강화하여 개인 및 행정정보를 보호하고,

SSO(Single Sign On)를 구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

▹ 통합조직도의 구축으로 시스템별로 중복된 조직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확보 및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재정관련 정보체제 고도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 촉진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입각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예산․결산

․감사․회계 등 모든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 인터넷을 통한 세무종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세무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및 전자조달 정보서비스 제공채널 다양화 추진

￭ 지식정보 자원의 체계적 유통기반을 확립하고, 행정․안전관리 등 분야별

정보화를 통한 관리기능 강화

▹ 건설사업의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에 대한 공정의 체계적 관리,

과학적 분석/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정보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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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초고속 정보통신망 e-Seoul Net을 활용한 「영상회의 시스템」도입

▹ 도시방재․안전관리․지하철운행 등 ON-LINE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문에서

시민과의 영상대화를 통한 직소 민원해소

▹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책 지시에 따른 긴급 복구로

재난․재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권 보호

15-2 지역 행정정보화의 허브 역할

￭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국가행정전산망,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건축

행정 정보시스템 등 부문별로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타 기관 연동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지역행정 정보의 허브(연결 중심축) 역할」수행

￭ 개발․운영시스템에 대한 자치구 활용지원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연계 도모

▹ 민원행정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규개발 수요시스템 등

▹ 업무중복 방지, 프로그램 공동활용, 표준화 등에 대한 조정역할 강화

▹ 자치구 공동활용 대상시스템을 선정하여 전 자치구 확대 지원

￭ 건축민원 종합시스템 및 세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등 부문별 시스템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 체제 구현으로 정보의 적시 제공

▹ 종합적인 건축․주택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미전산화 사무(4개 분야

20개 사무) 정보시스템 구축

15-3 지속적 행정혁신(BPR)과 ISP 추진

￭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정보화를 위한 BPR/ISP」를 통해 행정효율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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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BPR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임

▹ 문서/서식의 표준화 및 전자화, 절차의 간소화로 종이 없는 사무실 등

전자정부의 기본내용에 충실한 BPR/ISP 추진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화관리를 위해 정보화와 업무재설계(BPR)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 주관부서에 통합적 기능과 역할 부여

￭ 정보시스템 도입 시 업무재설계(BPR)를 병렬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기획초기

단계부터 개발과 조정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화 정책추진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행정포털(EP) 및
분야별 시스템 고도화

지역 행정정보화
허브 실현

지속적 행정혁신과
ISP 추진

통합된 인터페이스의 행정포털 구축통합된 인터페이스의 행정포털 구축

분야별 개별시스템 고도화분야별 개별시스템 고도화

타 기관연동시스템 안정운영 지원타 기관연동시스템 안정운영 지원

지역행정 정보의 허브역할 수행지역행정 정보의 허브역할 수행

정보화사업 추진 시 (BPR/ISP) 의무화 시행정보화사업 추진 시 (BPR/ISP)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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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6 정보화 교육강화로 지식정보화 선도

16-1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 교육․인사와 연계하여 전산관련 직종의 연간 의무교육 이수제 및 직급별

필수 의무교육 실시

▹ 「서울시 정보화교육 센터」를 활용하여 체계적 운영

￭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

▹ 신기술 및 전문지식의 지속적 습득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

▹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급 정보기술 분야별 전문 공무원 양성

- 프로젝트관리, 서버운영,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 보안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을 통한 정보보호업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전문인력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즉시 조치

▹ PKI 운영자 전문성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정보보안 신기술 확보

16-2 직원 정보화 교육강화

￭ 지식정보화 시대의 직원들의 정보활용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 운영

▹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직원 정보화 수준향상

▹ 기본과정을 연차적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 출석교육은 전문과정으로 운영

￭ 인터넷을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사이버 교육 실시

▹ 집합교육 분산 및 정보화 교육 수요 부응

￭ 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교육․인사와 연계, 연간 의무교육 이수제

및 직급별 필수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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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정보화 관련제도 정비

￭ 「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조성 」과 특성을 반영하는 각 분야의 법․제도 정비

및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재설계 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선 등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극 대응

▹ 통합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관련 제도정비 등 새로운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

※ 관계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정보보안관리 국제인증체계(BS7799) 취득 및 ISO 인증에 의해 업무절차를

효율적인 체제로 재정립함으로써 서울시 정보화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 정보통신 지방이양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체계 마련으로 투명성, 신속성 제고

▹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부, 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운영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직원 정보화
교육강화

정보화 관련제도
정비

서울정보화 교육센터 운영서울정보화 교육센터 운영

전문교육 의무 이수제 및 직급별 필수교육실시전문교육 의무 이수제 및 직급별 필수교육실시

일반직원 대상 정보화 역량강화일반직원 대상 정보화 역량강화

사이버 정보화 교육 지속적 확대사이버 정보화 교육 지속적 확대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재설계 추진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재설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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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7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17-1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 기관별 운영 중인 기반시설․장비 및 운영조직을 통합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

▹ 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활용 및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데이터센터 구축 」을 통한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 종합관제실 구축 및 24시간 365일 운영관리로 업무연속성 확보

▹ 전산자원 공유가 가능토록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자원운용의 효율성 증대

(정보자원 관리 : 분산․독립 환경 → 통합․연계 환경)

￭ 부서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관리」

▹ 과학적인 진척관리, 프로젝트별 위험요소 및 이슈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

▹ 정보서비스의 수준 및 성능 구현 등을 분석하여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 (PMS/SLM 시스템) 구축

17-2 정보자원 및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 웹서버․공용DB서버의 성능개선 및 주요장비 이중화 구성을 통하여

「 24시간 무중단 인터넷 서비스체계 」구축

▹ 기존 웹서버․공용DB서버와의 상호 연계성 확보를 통한 부하 분산 및

이중화 구성을 위한 시스템 도입

￭ 장애․재해 발생시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으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가용성

및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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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업무 이외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대상 확산 및 고도화 추진

▹ 하드웨어 통합기술을 활용한 대용량시스템으로 서버관리 대상을 축소하여

유연한 자원분배 기능 확보

￭ 우리시 36개 행정기관을 초고속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e-Seoul Net』의

시스템 이중화 및 운영능력 향상

▹ 시․구간 전자결재, GIS, 영상회의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초고속

유통 및 인터넷․행정전화 통합 서비스 제공

▹ 주민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 무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 구내 정보통신망 설치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

￭ 현장 이동근무 확대 등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공서비스(Mobile Public Service)의 정보통신 기반 마련

▹ e-Seoul Net과 정보보호시스템을 기반으로 유, 무선통신망 구축

▹ 시민 다중 이용 장소에 무선랜, 시정홍보 모니터 설치

▹ 원격 사무처리를 위해 PDA 등을 이용한 이동행정 통신망 구축

17-3 통합정보보호 체계로 정보자원의 안정성 확보

￭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정보보호 체제를 확립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신뢰성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방침」을 웹사이트에 게재,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육강화

￭ 초고속(Gbps) 네트워크 기반의 「 통합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실시간 능동형 예방감시 체계 확보

▹ 서울시 정보보호 정책의 일관성 및 정보보호 관련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 해킹 등 침입사고 발생 시 실시간 감지 및 자동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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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정보시스템에 행정전자서명(GPKI)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 공공기관에서

수집, 처리,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확립과 활동을 강화

▹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총괄감독을 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및

단위 부서장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으로 지정․운영 강화

◆ 연차별 추진내용

’03 ’04 ’05 ’06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정보자원 및 정보통신
인프라 지속적 고도화

통합정보보호 체계로
정보자원 안정성 확보

서울 데이터센터 구축서울 데이터센터 구축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관리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관리

서버 성능개선 등 시스템 보강서버 성능개선 등 시스템 보강

e-Seoul Net 기반으로 유무선 통합망 구축e-Seoul Net 기반으로 유무선 통합망 구축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전·신뢰성 확보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전·신뢰성 확보

통합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통합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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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서울정보화 추진체계 및 실천전략

1. 서울정보화 추진체계

1-1 추진체계

 전자정부의 성공여부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 따라서 전자정부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 정보화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내부역량으로

강화해야 할 기능과 민간부문 연계가 필요한 기능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과제별로 현업 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기획단 총괄

하에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 장시 장

정보화기획단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추진위원회

조 정추진지원

업무 · 협의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경영기획실경영기획실

사업추진사업추진

실·국 본부실·국 본부

〃〃

〃〃

〃〃

〃〃

〃〃

〃〃

사업소사업소

중앙부처중앙부처

자 치 구자 치 구

실·국장 회의실·국장 회의

보고/토론보고/토론

◇ 정보화는 특정조직이나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의한 조직전체의 정보이용 능력과 정보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



- 142 -

1-2 정보화 조직 및 인력

1) 정보화 조직의 역할

내부적으로 기존 불합리 영역의 개선 가속화

m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평가와 우선 순위화

m 시 차원의 우선사업과 경영자원(인력,예산) 배분, 조정, 지원 연계

m 관련 조직간 연계를 위한 BPR 가속화

m 자원 활용의 최적화 추구 (인력, 예산, 정보 등)

외부적으로 환경 리드형 정보화 행정체계 구축

m 시민만족 지향의 통합행정 서비스 구현 (무 방문, 실시간 서비스)

m 정보화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동시만족 요구

m 정보의 산업화 추세와 선진 근무환경 체제 일반화 대응

글로벌화 추세와 균형화를 위한 정보자원 통합

m 단절 및 분산된 정보자원의 통합 및 공유체계 확립

m 통합 네트워크 구축 강화 (내부, 외부)

m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화 가속화 대응체제 구축

2) 정보화 인력운영

 정의 및 규모

◦ 전산부서 인력이나 전산직으로 한정하던 기존의 정의를 넘어 조직의 정보화 추진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일련의 인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 2002년도 서울시 총인원대비 정보화 인력의 비율은 5.3%로 적은 수준은 아니

지만 최고의 정보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민간기업

이나 외국정부 수준의 정보화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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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 기획 및 사업관리 중심의 인력구성이

요구되며, 효율적 정보시스템 개발과 사업관리를 위해 세부핵심 기술별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성 확보

◦ 기술변화 동향을 반영하고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함께,

◦ 정보화 사업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정보화기획 및 사업관리 부문에 전문가의

보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1-3 성과평가에 의한 목표달성

 적정한 평가제도에 의해 투자성과 향상, 변화관리 촉진, 리더로의

입지를 굳히며, 경영성과에 가시적 효과를 줄 수 있는데,

▹ 조직의 평가제도는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조직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영과정에서 성과평가는 최종결과를 다음 계획에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를 활용하여 공헌도 관점,

사용자 관점, 운영프로세스 관점,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성과평가를 실시

하는데,

▹ 재무, 고객, 내부업무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측면을 고려한 다차원적

성과측정 방법으로

▹ 서울정보화의 비전과 목표를 연계하는 BSC를 활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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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정보화 실천전략

2-1 추진 방향

 연도별 실행계획 작성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연동

계획으로 운영하는데,

◦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의 방향에 따라 연도별 정보화촉진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실행계획은 매년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에 연동하여 수정․보완하며,

◦ 분야별 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Intelligent City Seoul"

실현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다수 부서 관련 사업 추진 시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화

기획단의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다.

2-2 소요재원 (투자수요)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하여 2003～2006년간 4개 분야에서

약 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2004년이후의분야별투자는일반회계, 국비 및 시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선도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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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어 정리

1.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 : 기존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DSL 기술 중의 하나로, 수신속도 (1.5~9Mbps)와 송신속도

(16~640Kbps)가 서로 다른 비대칭형 통신 기술

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응용 서비스 제공업체 : 피키지화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를

통해 설치, 관리, 원격 호스팅해주는 공급업체

3.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 재설계 :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기업 경영 내용이나

경영 과정 전반을 분석하여 경영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기업 형태, 사업 내용, 조직, 사업 분야 등을 재구성하는 것

4. BSC(Balanced Scorecard)

Kaplan과 Norton이 개발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균형성과표로 성과

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와 같은 기

존의 전통적인 재무적 측정지표 외에 고객만족, 내부프로세스, 혁신능력 등에

관한 운영상의 측정지표들을 포함한 조직성과평가 방법론

5. BMS(Bus Management System)

버스에 GPS와 무선송수신기를 설치하여 버스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하여 버스위치, 운행상태, 배차간격, 도착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하는 버스관리시스템

6. BT(B io T echnology)

생명공학 :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업적 공정, 공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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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LS(Commerce At the Light Speed)

조달에서 설계, 개발, 생산, 운용, 유지 보수에 이르는 제품의 수명 주기를 통

해서 기술 정보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각 공정을 지

원하는 시스템

8.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CBD 방법론은 기능별 프로그램을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하여 필요시에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립하듯이 제작하는 개발방법론으로서 일단

개발된 컴포넌트는 재사용이 용이하고, 신뢰성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효율적인 CBD기반의 개발을 위해서는 요구분석 단계에서부터 객체 지향적

요구분석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9. C-Commerce(Collaborative Commerce)

인터넷 , 통합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 , 사업 파트너 , 고객과의

커뮤니티 및 유동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고도로 통합된 가상

기업을 지향

1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 : 차세대 디지털 이동 통신 방식의 일종으로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채택한 방식.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셀 방식 네트워

크를 통해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아날로그 네트워크에 비해 10배 이상의

용량을 제공

11. CITIS(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계약자 통합 정보기술 서비스 : 미국 국방부의 물류 관련 표준(MIL-STD-974)

에서, 계약에 따라 정부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자는 계약 내용의 정보를 개발,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납품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서비스

1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정리, 분석해

마케팅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

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실현, 수정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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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T(Culture T echnology)

문화 기술 : 영상, 음악, 컨텐츠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술

14. Clustering 컴퓨팅 기술

고도의 성능을 요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형의 다수 컴퓨터들

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 컴퓨팅 파워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공개용 운영체

제인 Linux를 이용, 수백 개의 PC를 연결하여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대체하고

자 하는 기술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

15.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 오디오 방송 :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지상파 또는 위성을 사용하여

가정 이외에 차량 등 이동체에서도 고음질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

16. Data Base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DBMS는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분야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될만큼 보편

적이고 일상적인 데이터관리 기술로 자리매김함.

현재 DBMS 기술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 Relational DB)가 주류를 이

루고 있으나,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의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터 베이

스(OODB, Object Orient DB)와 보다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MMDB(Main Memory DB)도 일부 사용되고 있음

17.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하여 구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18.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개발된 방송방식으로 유럽방식인

COFDM을 전송방식으로 채택하여 이동수신을 원활하게 하면서 고음질의

방송이 가능하며 380kbps정도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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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MC(Digital Media City)

서울 상암지구에 개발될 새로운 IT 및 미디어 산업단지, DMC는 디지털

미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기업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에

적용하는 산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문화적 융합의 터전이자 21세기

의 혁신 연구센터가 될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말함.

20.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컨텐츠 보호 및 관리기술

21. DSS(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 결정지원 시스템으로 컴퓨터에 경영정보를 저장하여 경영계획 작성에 사

용하는 시스템이며, DSS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앞으로의 기업경영 방법

및 시장 접근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리 정의된 여러가지 전략에 따라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향을 제공하는 시스템.

22. DW(Data Warehouse)

기간(legacy)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적인 형식으로 변

환하여 일괄 관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요 의

사․결정․자원 등 정보계 시스템에 사용하며 저장 및 분석, 방법론까지 포함

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의 웨어하우스는 창고나 격납고의 의미를 뜻

함.

23.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각 정보시스템에 데이터 추출 및 교환을 위한 Adapter를 설치하고 중앙의

Broker를 통하여 다수의 정보시스템이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교환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프로세스 수준에서 실시간 정보처리를 가능하도록 지원함

24.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

전자청구 및 지불 시스템 : 은행, 청구자, 고객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불 및 결제에 관련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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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개방형 XML기반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모든 거래 대상자들이 안정되고, 일관

되며 ,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단일한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

26.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자료 교환 : 다른 기업간에 수주, 발주, 수송, 결제 등 상업 거래를 위한

자료를 데이터 통신 회선을 통해 표준화된 포맷(format)과 규약에 따라 컴퓨

터간에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것

27. EDMS (Electronic Data Management System)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결재처리와 문서의 관리 및 수 발신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사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임

28.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경영 관리직의 전략 구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축된 경영 정보 시스템.

유사한 시스템으로는 경영전략지원 시스템(ESS : executive support system),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 전략정보 시스템(SIS)

주요 성공요소에 관련한 기업 내외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29.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Internet과 Intranet의 개별적 인터페이스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경로

를 단일화함으로써 단일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개인별 맞춤정보가 가능해짐

30. e-Marketplace (Electronic Marketplace)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공급업자와 수요자들이 대면하고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가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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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 병원 내의 의무기록전산화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의사가 직접 PC에 환자의 임상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이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처리, 새로운 정보의 생성도 가능한 의료정보시스템

32. ET(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 기술 :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생태, 지구환경 등에 관련된 기술

33. FIRST(Forum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국제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 :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의회

34. G-CRM(Geographic-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GIS의 마케팅적 활용가치를 통해 일반적인 CRM의 분석 인프라 기반에 GIS

Marketing Concept을 응용한 확장 솔루션

35.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시스템 : 지리적 자료를 수집, 저장, 분석,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

응용 시스템

36. GRID 컴퓨팅 기술

지역적으로 분산된 슈퍼컴퓨터, 대용량DB 등 정보시스템 자원을 ‘하나의 시스

템’처럼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BT(Bio Technology)․NT(Nano

Technology)․CT(Culture Technology)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핵심기술로서 미국에서는 전세계의 컴퓨터를 연결

하여 외계생명체의 존재를 밝히는 SETI@HOME 프로젝트에 응용하고 있음

37.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덮는 위성이용 위치측정시스템



- 151 -

38.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통신 수신장치에 의한 이동체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구상공에

서 주기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저궤도 인공위성과 삼각측량 원리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절대위치를 측정해내는 시스템

39.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고화질 텔레비젼 : 기존의 텔레비전에 비해 주사선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화면비를 늘려서 화면의 고정밀화, 대형화를 실현시킨 텔레비전

40. HL7(Health Level 7)

의료정보의 전자적 교환 프로토콜 : 서로 다른 보건의료분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간 정보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의 집합.

41.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하나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세계 누구와도 자유롭게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술

42.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32bit를 이용해 주소를 표현함으로 이론적으로 43억 개(2의 32승)의 주소들을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 체계

43.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인터넷 호스트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현 IPv4 기반 주소 체계의

여러 문제점(IP 주소 수용한계, 실시간 멀티미디어 처리 한계, 보안 한계)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128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

IPv4의 주소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이동성을 제공하며 보안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개발된 IPv6는 모든 사물에 개별적인 인터넷 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 유비

쿼터스 기술의 핵심 응용분야인 사물간 통신(Things to Things)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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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전기․전자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기구

45.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전사적 기업모형 설계하는 정보전략 계획으로 조직의 목표 주요 성공요인 등

전략적 측면과 이러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화 계획, 절차 및 정보기술

적용 등 시스템적인 측면의 모형을 설정함.

정보공학 방법론의 일환으로써, 본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제반 기술

환경 및 경영전략 등을 분석하고(As-Is 분석), 지향하여야 할 목표시스템을 기

획함(To-Be 설정)

46.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조직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로서 TRM(Technical

Reference Model), SP(Standard Profile), EA(Enterprise Architecture)로 구성

됨. EA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흐름과 데이터 구조,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TRM과 SP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정의함. ITA는 ISP와 달리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함

47.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지능형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체계

48. J2EE vs .NET

기업용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표준으로 미국의 SUN사에서

제안한 J2EE(Java 2 Enterprise Edition)와 MicroSoft사의 .NET이 정보화 시장

을 점유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J2EE는 시스템의 플랫폼에 독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NET은 습득이 용

이하고 도입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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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KIOSK(키오스크)

Multimedia station 또는 Self Service Station이라고도 하며 컴퓨터화된 자동

화 기기를 통칭하는 말.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는 키오스크는 개방된 장소

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이 정보 획득, 물품 구매, 발권, 등록 등의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됨. 또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24

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50.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조직 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정보 시스템

51.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일정 지역 내에서 다수의 컴퓨터나

OA 기기 등을 통신선로로 연결하여 기기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망 시스템

52. LBS(Location Based Services)

위치기반 서비스 : 이동(정지포함)중인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정보와 결합하여 무선 및 유선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

53. Meta Data

Meta Data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보와 상태정보를 가지

고 있는 스키마 정보로서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를 적시에 검색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임.

54. NT(Nano T echnology)

미세 기술 : 1nm 수준의 가공정밀도를 요구하는 기술

55.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세계 100여 국의 400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XML, ebXML 등 e-비즈

니스 표준을 개발, 적용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민간 국제 표준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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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각종 의학정보 및 환자들의 진찰자료를 보관한 DB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

처방전을 통신망을 통해 각 해당 진료부서로 전달해주는 정보시스템

57. OS(Operating System)

운영 시스템 :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시스템

프로그램들의 집합

58.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의학용 영상을 디지털 상태로 획득하여 촬영과 동시에 Network을 이용하여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시켜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59.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 휴대 단말기 : 미국 애플 컴퓨터 회사가 제창한 무선 통신과 정보 처리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개인 휴대 기기의 개념

60.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 구조 :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보호 표준 방식

61. POS(Point of Sale)

판매 시점 관리 : 소매점 등에서 매상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막대 부호나

광 문자 인식(OCR) 문자 등 기계가 읽어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 상품명

이나 가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

62. QoS(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 : 네트워크 상에서 일정 정도 이하의 지연 시간이나 데이터 손실율

보장 등을 일컫는 말로, 사전에 합의 또는 정의된 서비스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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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RFID/Tag/Label(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Microchip을 내장하여 RF(Radio Frequency-주파수변조)방식으로 안테나와 교신을

통해 근거리/원거리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무선인식기술을 적용한 인식표.

즉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의 물품에 부착하거나, 사람이 소지하고 RF 안테나에

접근하면, 비접촉식으로 식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저장, 변경할 수 있는

Read/Write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식표(Memory Label)

64. RosettaNet(로제타넷)

RosettaNet(로제타넷)은 IT&미디어산업에 있어서의 e-비즈니스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로 전세계적으로 IT․전자․반도체․솔루션 등 관련

4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현재 인텔, 노키아, 모토롤라, 시스코 등 글로벌기업들이 로제타넷의 적용을 새로

운 거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의 로제타넷 구현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65. SCM(Supply Chain Management)

재료나 부품의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상호 관련된 가치활동

들의 흐름, 즉 공급사슬상의 제품, 서비스, 정보, 자금 등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

66. SD(Smart Display)

스마트 디스플레이 : 무선랜이 장착된 터치스크린 형태의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한마디로 서버(PC)와 정보 단말기(모니터) 사이의 각종 입출력 정보를 무선으로

연결해줌

단말기 대 단말기(Peer to Peer)용 무선랜(IEEE 802.11.b)을 내장해 데스크톱

컴퓨터의 반경 30m 안에서는 어디서든 파일을 검색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며

음악을 들을 수 있음. 기존의 모든 PC기능이 ‘화장품의 견본품처럼 작고 예쁜

디스플레이 장치 하나에 그대로 축소된 것.

67. SDW(Spatial Data Warehouse)

GIS 데이터의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DW의 개념을 도입하

여, 서울시 각 부서별로 구축된 도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의 시스템으로 부

터 공통 공간데이터를 추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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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SI(System Integration)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 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 하에 수행하는 사업분야

69. SIIS(Satellite Imagery Information System)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형 및 공간상에 있는

지형지물의 특성을 수집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공간영상정보의 구축, 유통 및

활용을 하기 위한 시스템

70. SLA(Service Level Agrement)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는 것. 사전에 합의되는 서비스 수준은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함.

서비스 수준협약에서는 만약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달되거나 혹은 주기적

으로 혹은 일정 기간동안 사전에 정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

비스 제공자는 패널티를 받게 됨

71.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분산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간단한 프로토콜로서 메시지에 있는 사

항과 그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정의한

봉투, 응용프로그램에서 정의한 데이터 형식의 인스턴트를 나타내는 일

련의 인코딩 규칙, 원격 프로시저 호출 및 응답을 나타내는 규칙으로 구

성된 XML 기반의 프로토콜

72. SSO(Single Sign On)

단일 사용승인 : 사용자가 네트웍에 한번 로그온하여, 기업 내의 허가된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SSO 프로그램은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받아

들여서, 적절한 모든 서버에 자동적으로 로그온 함.

정보시스템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접근 계정체계를 PKI기반의 전자서명

을 이용하여 단일화함으로써 다수의 계정에 따른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

보시스템의 보안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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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Business for the Web)

전자상거래 및 웹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규약으로서

2000년 8월에 MS, IBM 그리고 Ariba 등이 공동으로 결성하여 현재 130개 이

상의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UDDI는 비즈니스 등록소이며, 인터넷 상의 표

현과 검색, 통합에 대한 통일 규약

74. UFID(Unique Feature Identifier)

지형지물 유일 식별자로서 지형지물의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DB와의

연동을 위한 연결자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음

75.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 : 공중 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받아 고도의 통신 처리

기능으로 부가 가치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76.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 지역 전화 회사나 유선 TV 방송사가 가입자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비디오를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77.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간에 전용회선 대신 인터넷을 이

용해 가상의 사설망을 구축하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전용회선 대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원거리 통신망(WAN)을 구축할 수 있는 망 솔루션

78.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초월하여 표현된 현실감

79.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서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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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Web Service

XML,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Integration)등 인터넷 표준 분산객체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서 서비스 수준의 통합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81.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W3C에서 제정하고 있는 표준중의 하나로서 웹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한 XML

스키마를 의미. 즉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표준 방

식. WDSL은 로케이션이나 포트지정 및 웹서비스의 입출력을 관리하도록 되

어있음

82.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를 분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XML은 표현력이 우수하고

다른 형식으로의 변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기관간의 데이

터 교환에 많이 사용됨. 인터넷 표준기관인 W3C에서는 XML을 인터넷의 표

준문서로 발전시키고 있음

83. 유선통신

과거 아날로그 음성통신망에서 IP기반의 디지털통신망으로 진화함에 따라 전

송속도와 서비스 품질이 급속도로 향상됨. Gigabit 이상의 광대역 Backbone

네트워크와 가정까지 광케이블이 연결되는 초고속 가입자망을 근간으로 함

84. 무선통신

유선 네트워크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국내 무선 이동통신 기술은 CDMA

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전화를 시작으로 발전하여 현재 CDMA2000 무선인터

넷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향후 IMT2000 서비스를 통해 휴대 동영상이

제공될 것임. 또한 무선 LAN기술은 10Mbps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802.11b와

50Mbps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802.11a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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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City Seoul 2006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 추진 경과

◦ 외부용역에 의한 계획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직원의 역량으로 수립하고,

외부전문가 및 기관의 자문과 검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추진함

- 정보화기획단장을 총책임자로 하고 내부직원을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하여 추진

2003년 4월 시장 업무보고,  실·국장 간담회 보고

2003년 5월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방침 결정

2003년 6 ~ 7월 각 실·과 설명회 및 수요조사, 추진과제 발굴

벤치마킹과 외부전문가 컨설팅

2003년 8월 중간 보고회 및 마스터플랜 사업내용 변경

2003년 8~12월 통합 정보전략 수용 ( ITA, GIS 등 ) 

2003년 12. 5        최종 산출물에 대한 1차 자문 실시

2003년 12. 22~      정보화추진위원회 최종자문 진행 중

◇ 마스터플랜 TFT(Task Force Team) 운영

 총 책 임 자 : 박 정 호 (정보화기획단장)

 편 집 총 괄 : 강 종 필 (정보화기획담당관)

이 충 열 (정보화기획팀장)

임 일 규 (정보화기획팀담당)

한 재 훈 (정보화기획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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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TFT
◦ 행정정보화 : 이 충 열 (정보화기획팀장)

박 병 환 (정보화기획팀담당)

임 일 규 (정보화기획팀담당)

◦ 생활정보화 : 이 수 연 (IT기획팀장)

이 강 옥 (IT기획팀담당)

정 옥 남 (IT기획팀담당)

◦ 도시기반정보화 : 김 현 규 (전산처리팀장)

이 창 희 (전산처리담당)

이 우 종 (지리정보1팀담당)

◦ 산업정보화 : 이 용 기 (정보통신기획팀장)

박 동 석 (정보보호팀담당)

김 은 중 (인터넷운영팀담당)

◦ 정보인프라 : 김 창 년 (정보화관리팀장)

김 미 정 (IT기획팀담당)

한 재 훈 (정보화기획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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