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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의 의의

 

◦ 21세기의 바람직한 사회미래상은 생산된 정보가 사용자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지식화

되는 지식기반정보사회의 구현이다.

◦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변환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실

제 생활 및 업무에 활용된다.

◦ 시민, 기업 등 민간부문은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몰라도 

‘서울싱글페이스’(single face of government)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 서울시의 구성원들은 '서울정보로'(Seoul Information Highway)를 기반으로 지역적 공

동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연계된다.

업무전산화 정보유통정보생산 지식기반

현재의 서울 미래의 서울

 정보화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업무전산화, 정보생산, 정보유통 및 지식기반의 네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 서울시의 행정부문 정보화노력은 업무전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정보

생산의 단계를 지나 정보유통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 그러나 시민, 기업 등 민간부문의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 생활 및 산업부문의 경우에

는 정보생산이 활성화되는 단계일 뿐 아직 정보실수요자들에게는 정보유통이 체감되

지 않고 있다.

미래의 모습

현재의 모습

◦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2010년경에 서울시가 지식기

반정보사회로 성숙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 및 추진사업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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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화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행정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도시기반정보화

생활정보화생활정보화

2. 서울정보화의 구성요소

  비전

이념/목표

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 

디지탈 서울 

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정보국제화

정보

과학화

정보민주화

정보

인간화

부문별

정보화

 ▷ 행정-도시기반-생활-산업 부문간 정보통신네트워크

 ▷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간 정보통신네트워크

 ▷ 정보통신기술(H/W, S/W)의 보급과 유지관리

 ▷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지원

 ▷ 인터페이스 및 표준화

 ▷ 정보화관련 법규․제도의 정비

 ▷ 정보화추진 조직구조, 인력, 예산

 ▷ 정보화 교육 및 홍보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정책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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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정보화의 비전

▫ 시정비젼과 서울정보화비젼의 연계
 시정비전과 서울정보화비전의 연계

기본개념: 서울정보화란 시민존중의 사회윤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인간, 첨단과학 및 행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의 미래상을 구현

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적 노력을 의미한다.

손끝으로

∘인간중심의 정보화

∘정보접근의 용이성

∘사용자 중심의 정보화

이어지는

∘인간적 네트워크

∘물리적 네트워크

∘주고 받는 정보공동체

열린

∘공동생산과 공동참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

∘미래지향적 사고/태도

정보도시

∘지식기반 첨단도시

∘환경친화적 산업경제도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터전

서울정보화시 정

열린 서울, 열린 미래 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구현

정보인간화,
정보과학화,
정보민주화,

정보국제화의 구현

캐치 프레이즈

시정운영방향

시정명칭우리 새서울 디지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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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정보화의 이념 및 목표

4.1 이념

정보국제화

(Globalization)

인간존중의

정보친화적 시민생활

정보

격차

해소와

고객

지향적

서비스

행정

세계로 열려 있는 정보중심도시

시정

생산성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

효과 II

접

근

IA

기

술

IT

환경 IE

정보인간화

(Human Dignity)

정보

민주화

(Democra  

 tization)

서울

정보화

정보

과학화

(Scienti-

 cism)

서울정보화 이념, 비전, 목표간의 관계

정보화이념은 서울정보화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기본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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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 라는 비전은

‘정보인간화, 정보과학화, 정보민주화, 정보국제화’ 의 네 가지 이념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 라는 서울정보화의 목표가 달성된 상태

 



◦ 가상대학에서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한 과제물 제출

◦ 졸업 후 취업, 창업 등 진로에 대해 통신동호회 친구들과 토론그룹에서 정보교환 

   - 취업을 위해 회사 인사담당자와 인터넷에서 인터뷰 실시

   - 서울종합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창업관련 시뮬레이션 체험

◦ 오후에 친구들과 얘기 중 영화를 보기로 하고 주변에 있는 Kiosk에서 관람권 예약

딸

◦ 딸의 결혼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 One-Stop Mall에서 검색한 후 구매 주문

◦ 딸과 함께 가족홈페이지에 결혼소식을 올리고 친지들에게 초청장을 e-mail로 발송

◦ 오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정기 원격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

어머니

◦ 아침에 일어나 외국의 거래처에서 보낸 투자상담에 관한 e-mail을 수신하고 이 내용을 

관련 직원들에게 재발송

◦ 출근길에 자동차에서 교통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이동경로 선택

◦ 투자상담건과 관련하여 관련직원들과 함께 외국 거래처와 화상회의 실시 후 출장 결정

◦ 서울싱글페이스에 출장일정, 비용 등을 입력하고 필요 정보 입수 및 예약

◦ 시내출장 중 고객과 상담하면서 회사와 연결된 노트북으로 계약서 작성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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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표

 

서울정보화의
목표

경쟁력 제고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라는 서울정보화의 목표를 어느 서울시민의 하루생활에 대한 가

상 시나리오를 통해 묘사해 본다. 가족구성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가장, 전업주부로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부인, 그리고 결혼을 앞둔 딸의 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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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yber City： 시민존중의 서울 싱글페이스(Single Face) 구현

이동통신인터넷 PAP KIOSK ATM PC통신

시민

산업

문화/레저

교육

긴급구난

전자상거
래

환경

민원/행정

보건

청소년

복지

관광

시민게시판

교통주택

법령 도시기반시설
사이버 
도우미

서울시 정보시스템

도시정보

시스템

환경정보

시스템

산업정보

시스템

교통정보

시스템

방재정보

시스템

세무종합

시스템

재무회계

시스템

인사/급여

시스템

EIS

행정관리

시스템

데이터웨어

하우스

복지정보

시스템

민원행정

시스템

민간 정보시스템국가 정보시스템 자치구 정보시스템

서   울   싱   글   페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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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정보화를 통한 기대효과

『하나로 통합된 작고 효율적인 Cyber City 구현』

행정업무시스템 통합

으로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 및 업무의 간소화

 재택근무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폐쇄적으로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처리함으로써   

 부조리 척결과

   투명행정 구현

시민 입장에서

시민

구청

동사무소

시청

교육/복지기관

시민

관광

의료

교육

산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기관마다 

직접 방문하던 것을 

싱글페이스를 통하여 

한 번에 획득

시민

구청

동사무소

교육/복지기관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던 

민원을 

싱글페이스를 통하여 

한 번에 해결

시민공무원 시민

공무원

회계과

총무과

XX과

OO과

공무원

회계과

총무과

XX과

OO과

미래의 모습

공무원 입장에서

재택근무

현재의 모습

시민

싱글페이스

싱글페이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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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정보화의 비전,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디지털 

서울’

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

정보인간화

정보과학화

정보민주화

정보국제화

디지탈

서울,

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

정보인간화

정보과학화

정보민주화

정보국제화

행정정보시스템 체계화

비 전 추 진 목 표

(비전2)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정보 기반

도시기반시설의 
종합관리체계 고도화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정보체계 구축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비전1)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시정

간소한 행정절차 구현

정보활용 고도화

∙전자시정 관련규정 정비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공간정보관리조례 제정
∙문서감축조례 제정

주 요 추 진 과 제

∙교통행정의 정보관리 고도화 전략 수립
∙정적, 동적 교통정보의 구축 및 제공

∙녹지 및 공원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오염 및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소방구조구급관리정보체계 고도화
∙대형건축물 및 위험물관리 정보체계 확립

∙통합정보시스템 구현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단위업무시스템 구축

∙업무처리의 재설계(BPR)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최고관리자정보시스템(EIS) 구축

∙수치지형도와 수치지적도의 불부합 교정
∙도시시설물 종합관리체계 확립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 정보관리 고도화

(비전3)

풍요롭고 
인간적인 
정보생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정보제공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정보제공

∙서울싱글페이스 구축
∙교육/문화/관광정보망 확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복지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전5)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화지원체계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조직/인력관리

정보교육․문화의 확산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CIO제도 도입
∙서울종합정보센터 설립
∙정보화 공동개발단 운영
∙전산인력의 총괄관리제

∙정보화 마인드 함양
∙전산교육기회 확대
∙정보화 자격제도 실시
∙생활정보센터(PAP) 확충
∙정보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

∙LAN 확장
∙인터넷 접속 확대
∙서울정보로 구축

(비전4)
원활한 정보유통 
세계로 열려있는 
서울의 기업환경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화기반 조성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산업관련 DB 구축/연계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연계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ERP 도입 지원
∙자영업체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관련단체 정보화 지원

∙정보통신벤처기업 육성
∙정보이용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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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정보화

8.1 개요

비전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시정

∘업무처리의 재설계

  (BPR)

∘데이터웨어하우스 구

축

∘최고관리자정보시스

템(EIS) 구축

주 요

추 진

과제

∘통합정보시스템 

  구현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단위업무시스템 

  구축

간소한 행정절차 구현 정보활용 고도화
추 진

목표

행정정보시스템 

체계화

1) 현황

세무종합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 등 73종

부동산, 자동차관리, 주민등록의 3종  
국가행정전산망 

운영업무

지방세분야, 교통관련분야, 예산회계분야 및 기

타 분야의 52종

재개발 시스템

소관부서가 개발한 
전산업무

전산정보관리소가 
자체개발한 전산업무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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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추진방향

문제점

현  황

추진

방향

사용자친화적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단위업무시스템의 연계 강화

정보활용 고도화

불필요하고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 현재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 대부분이 

공급자 위주로 개발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미흡

공급자위주의 개발

․ 고위관리자의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시정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해 주는 정보시스템 미

구축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부족

․ 단위업무시스템의 개발이 전체적인 업무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서로간의 연계가 부

족

전체적인 업무분석 
미흡

․ 많은 경우 부서별로 자신들의 업무에만 필요한 

형태로 자료를 입력한 결과 타부서가 필요로 하

는 다른 유형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것

이 불가능

부서별 자료공유 미진

․ 서울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의사소통 부족

국가정보화사업과의 
연계부족

․ 자치구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화를 통한 업무연계

가 미흡하고, 광역통신망의 활용이 민원행정시

스템에만 제한적으로 활용

자치구와의 정보공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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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단계별 추진일정

최고관리자
정보시스템
(EIS) 구축

․EIS 정착 ․개선

․분야별 
구축 ․보완 및 정착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정착 ․개선
행정업무
재설계
(BPR)

2 단계1 단계

2000 2002 2003～20101999 2001

단위업무
시스템
구축

․견문조사정보
관리시스템․민원처리검색
관리시스템

․보존문서 
관리 
시스템

․여론모니터자
료관리 
시스템․목표관리제시
스템․정사진관리시
스템

․청사 
유지관리
시스템

통합정보
시스템
구현

․사무자동화시스템 보완․민원행정시스템 보완․세무종합시스템 보완․재무회계시스템 보완․인사급여시스템 보완․행정관리시스템 부문별 
체계화

․지속적 보완․연계 ․지속적 보완․연계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건축행정관리시스템․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 
시스템․전자정부실행계획․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신규사업계획과의 
계속적 연계

․전자정부실행계획․시군구행정종합 
정보화사업

․기반조성 및 
시행

․시범사업

․EIS 도입



기본계획 총괄
━━━━━━━━━━━━━━━━━━━━━━━━━━━━━━━━━━━━━━━━━━━━━

- 13 -

8.3 주요 추진사업 기본계획

1) 통합정보시스템 구현 

경

찰

청

시

스

템

교

육

청

시

스

템

국가행정전산망

외부기관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시금고

국세청시스템

주

민

망

부

동

산

망

자

동

차

망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부서간 업무협조사항의 프로그램화

․연계부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 개발 

․자치구 보급의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의 조기 도입으로 민원행정종합화 구현

민원행정시스템 보완

․Workflow개념의 실천

․업무처리과정을 정보화하여 사무자동화시스템 안에 포함

․업무처리과정의 확인 및 검토를 결재로 인정

사무자동화시스템 보완

구축된 기존의 정보시스템들을 보완하여 부서간 업무연계와 자료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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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시스템의 현계자료와 재무회계시스템의 회계 연계

․민원행정시스템 및 앞으로 구축될 건축행정관리시스템과 연계

․세원발생과 관련된 타 시스템 정보의 직접 활용방안 강구

․관련 외부기관 시스템과 정보전달체계 확립

세무종합시스템 보완

주

민

망

부

동

산

망

자

동

차

망

국
세
청
시
스
템

경
찰
청
시
스
템

교
육
청
시
스
템

국가행정전산망

외부기관시스템

시금고

세무종합

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재무회계

시스템

․광역통신망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무회계업무 연계

․재산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의 즉시 확인 및 사용

․기금총괄, 재정투융자기금,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를 포함한 시

스템의 확대

․외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재무회계시스템 보완

세무종합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

의
료
보
험
관
리
공
단

공
무
원
연
금
관
리
공
단

금융기관

재산관리시스템

광역통신망

외부기관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자치구 재무회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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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 개인전문성에 대한 자료의 충분한 활용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분한 검토

․외부기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변동사항의 전산처리

․인사․급여 DB와의 직접 연결

인사급여시스템 보완

  

급여

인사급여시스템

외부기관시스템

의
료
보
험
관
리
공
단

공
무
원
연
금
관
리
공
단

재무회계시스템

광역통신망

자치구 인사DB

․부문별 행정관리시스템으로 재분류 및 확대․보완

․부문별 행정관리시스템들의 연계 및 관련 정보의 공유 

․공보, 감사, 법무, 기획관리, 내부관리, 국제협력 및 재산관리 등의 7

개 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화

행정관리시스템의 
부문별 체계화 및 

연계

  

서울

싱글페이스

행정관리시스템

기획관리시스템

감사시스템

법무시스템

재산관리시스템내부관리시스템

국제협력시스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

공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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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중앙정부차원의 정보화사업 일정과 단계별 연계

․전자정부 실행계획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국가망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시군

구 공통업무의 전국적인 표준화를 활발히 추진

․서울시는 자체 광역통신망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자치구 업무와 연

계․운영

․그 결과 시스템간에 상호연동 미흡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의 유연한 연계를 위해서는 확장성, 상

호운영성, 이식성, 기술적 표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서울시 행정

정보화를 추진

․연계를 위한 사전 고려사항

   - 연계대상 업무의 선정

   - 자치구와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법․제도 정비

   - 자치구와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한 서식의 표준화

   - 상호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IT) 표준화

시군구행정종합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문제점

연계전략

3) 단위업무시스템의 구축

현  황

  단위업무 

시스템의 

단계적 

추가구축

․여론모니터자료관리시스템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목표관리제시스템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정사진관리시스템

․보존문서관리시스템

․청사유지관리시스템

4) 행정업무재설계(BPR)

․최고관리자계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조직재설계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조직내의 공유된 비전 제시

․조직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변화방향과 보조

․핵심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업무를 우선 선정 

행정업무 
재설계(B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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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투자기관시스템

서울시산하 
구청 관련시스템

Seoul Metro
Data

Warehouse

상위관리자

의사결정자
분석가

Data
Mart

. . Data
Mart

DPDP

유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금융기관)

타 시군구

서울시
세무/회계관련시스템

H/W, DB File, N/W 
현황 분석

Operational
Data
Store

Access
&

Transformation

일반사용자

DSS

EIS

Transfer
&

Report

Meta Data

OLTPOLTP OLAPOLAP

Presentation

5)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종합성 향상

․각종 분석 통계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직접 데이터에의 접근 가능

기대효과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은 방대한 작업이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먼저 2001년에 세무/회계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2

년에 업무분야별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함.

전  략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부서 및 애플리케이션 단위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저장창고에 통합․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와 업

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기존의 정보시스템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시스템 통합이 어렵

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개별업무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데

이터의 분석․가공이 곤란함.

필 요 성

세무/회계분야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성도

서울시 자치구
관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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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Web Server

Web 
Browser

EIS

Internet/Intranet

도시기반분야 산업경제분야

보건복지문화분야

서울시  Metro NETWORK 

기획관리분야

민원관리분야

3 인사,급여시스템
3 재무/회계시스템
3 행정관리시스템

3 민원행정시스템
3 세무종합시스템
3 건축행정관리시스템

6) 최고관리자정보시스템(EIS) 구축

   

․고위관리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최고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파악과 정보형태의 설정

․정보는 기본적으로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성하며, 부족

한 경우 기존 시스템을 수정․보완하거나 신규시스템을 개발

구축전략

EIS 구성도

․최고관리자의 정책결정과 주요 시정업무의 관리통제를 지원하기 위하

여 최고관리자가 중요한 내부정보와 외부정보에 쉽고 체계적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

개념

․적합한 정보의 적시 사용과 자료에 대한 이해 증진

․고위관리자에게 쏟아지는 정보의 양 감소

․조직구성원 상하간의 의사소통 증진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

목표

서울정보로(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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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기반정보화

9.1 개요

1) 목표체계

기업의 경쟁력 제고도시기반시설의 
행정관리체계 

고도화

효과 1

안전한 시민생활 
확보

효과 3

시민편의 위주의 
정보서비스 제공

효과 2

효과 4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운용의 필요성

DB

정부간 연계 시스템 구축

자치구서울시중앙정부

도시기반정보시스템

부문별 정보화의 연계시스템

산업
정보화

행정
정보화

생활
정보화

정책적 측면의 기술적 보완

기술적 측면정책적 측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정보시스템(UIS)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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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사업분야

도시개발

도시계획

용도/지구/구역

주택건설

방재

소방구조구급

위험물

환경

오염

폐기물

녹지조경

교통

교통정보

교통행정지원/

주차

도시시설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매설물

지적

지적

지적

방재

환경

교통

도시개발

도시시설물

  수치지형도와 수치지적도의 부합을 통한 활용 극대화

  도시의 재난재해 예측, 대응, 복구를 위한 종합시스템

  현재 및 미래의 환경정책결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정적, 동적 교통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첨단시스템 

  도시계획, 시설계획, 주택건설 등 사업의 전산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유관지하매설물의 전자자료화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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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S의 현황 및 구축방향

측면 문제 발전방향

주도적 GIS 기술 

선택의 문제

  통일성과 유연성 확보

기술
특정 GIS기술 

에의 의존문제

  응용프로그램위주 구축

  인터넷/인트라넷 기반 개발

  통합 데이터베이스모델 지향

  데스크탑 컴포넌트 자체개발

기반(framework) 

데이터의 미비
데이터

데이터 통합의 

문제

  데이터중심 GIS 구축

  분산관리/통합이용 체계 구축

단년단위의 

예산체계 문제

  수직적/수평적 조직구조 지향

조직

조직에서의 

우선순위 문제

  GIS 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GIS사업의 지방공사화 고려

수직적 조직구조의 

문제

기반데이터 정비 

및 시범사업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통합도시정보

시스템화

점진적 추진전략



기본계획 총괄
━━━━━━━━━━━━━━━━━━━━━━━━━━━━━━━━━━━━━━━━━━━━━

- 22 -

상위

시스템
하위시스템

1단계 2단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2010

지적 지적관리

도시

시설물

도로관리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지하매설물관리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용도/지구/구역관리

주택건설관리

교통
교통정보관리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환경

오염관리

폐기물관리

녹지조경관리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위험물관리

9.2 단계별 추진일정 

• 현재 부분적으로 기 구축되어 개발․운영 중인 시스템도 있음

• 착수시기는 본격적인 시스템구축 착수시기를 의미

• 초기단계에 시스템구축이 시작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고려하여 균형 도모

• 본격적인 시스템구축 이전에는 기초자료조사 등의 준비작업 실시 

• 구축완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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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요 추진사업 기본계획

1) 지적관리 추진계획

 

 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의 실시간 처리와 제작된 도면의 품질향상방안 강구

 향후 구축될 자치구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처리방안 수립

 지적공부 중 전산화를 착수하지 않은 수치지적부에 대한 전산화방안 강구

 수치지적도 및 지가현황도면의 활용증대방안 마련

 서울시 수치기본도와 GPS와의 연계 활용방안 수립

지적관리 발전방안

 자료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산환경 개선

 지적도면 전산파일 정비 

 지가현황도면 정비

 수치지형도 대응 도면편집 및 분할

수치지적도 구축개요

 수치지적도 중 지가현황도면이 전산화된 20개 자치구는 지가현황도면으로 구축하고 나

머지 5개 자치구는 지적도면 전산파일로 구축

 지적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고 경계, 지번을 중심으로 구축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구내 필지는 모두 삭제하고 대표지번 또는 새 지번(가지번) 

및 사업명을 등재

 통일성있는 도면파일 및 속성자료로 구축

 수치지적도는 수치지형도에 중첩하여 별도 레이어로 구축하되 중첩부분이 어긋나는 부

분은 수치지적도를 편집하여 구축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지가현황도면을 활용하고 지가현황도면 미구축 자치구는 지

적도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시에서 구축한 뒤 이를 해당 자치구에 제공

 수치지형도에 대응하는 수치지적도를 수치기본도로 활용

수치지적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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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착수(6개구) 유지관리

제작착수

19개구

편집지적

도로관리시범
사업(중구) 5개구 4개구 15개구

2단계
상․하수
(1단계) 3단계

외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방안확정 통합

도로관리

상.하수관리

도시시설물

종합정보제공

협의회구성 표준화

2) 도시시설물관리 추진계획 : 도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도로관리시스템 확대구축 : 9개 구(용산,서초,강남,강동,송파,종로,마포,서대문,은평)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  : 상수도 10개 구, 하수도 4,036㎞

수치지도 유지관리  : 6개 구(중구,용산,서초,강남,강동,송파)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99도로관리시스템사업에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개발부분을 포함 시행

도로관리시스템 DB구축 완료, 보급 및 운영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외부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방안 결정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보급, 운영

시설물관리시스템 통합 추진

주요 시스템 구축은 계속 추진

 서울시에서 제공한 수치기본도를 기반으로 하여 외부기관에서 탐사, 조사 및 측량을 

통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도면(1:1000)을 점진적으로 완성

 도로굴착공사 준공시 변경된 위치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1:1000 도면을 

갱신

 각 시설물도의 공간 및 속성정보가 갱신되면 지하시설물도를 동시에 갱신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완성

추진내용 및 일정

1999년

2001년

2002년
이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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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분야 정보화 추진계획

주 택 건 설 관 리

 대상업무 :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시행허가, 공사대장관리, 항공사진 판독

DB 구축 : 공사계약대장, 공사관리대장, 공사이력대장, 증명서발급현황

 기대효과 : 공사관련 민원인의 제증명 발급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문서형태 공사자료를 찾고 복사하는 노력을 줄여 업무효율화

체계적인 공사대장관리로 안전 확보

용도/지구/구역관리

 대상업무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설계 및 상

세계획관리, 도시계획결정도 제작관리

 DB 구축 : 지역/지구/구역별 현황, 도시설계, 개발제한구역과 상세계획구역의

현황 및 변경내역,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 및 도면

 기대효과 : 본청-자치구의 통합시스템으로 일관된 용도/지구/구역관리업무

용도지역 및 지구 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정책 수립

도시계획관련업무의 신속한 대시민 민원처리서비스 개선

도 시 계 획 관 리

 대상업무 : 도시기본계획관리, 토지이용관리, 광역시설역설치관리, 도시계획

민원관리 등

 DB 구축 : 관리대장, 결정고시, 도시생활현황, 표구도, 경사도, 기상현황도,

도시계획시설현황, 도시계획열람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기대효과 : 도시계획업무의 일관성 유지, 광역적 시설관리로 효율성 도모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구별 단위업무 개발에 의한 예산낭비 및 중복투자 방지

도시계획업무의 신속한 지원 및 대시민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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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분야 정보화 추진계획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대상업무 : 교통분야 시민단체 지원, 정기속도검사,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계관리, 이면도로관리, 여객자

동차터미널사업장관리, 주차장시설관리

 DB 구축 : 행정지원 및 교통영향평가DB, 세외수입현황DB, 주차장시설DB,

터미널관리DB, 이면도로DB

기대효과 : 본청, 자치구, 사업소간 원활한 자료유통 체계로 대시민 정보서

비스의 질 향상

통합교통관리체계를 통해 타기관과의 업무연계/자료일관성 유지

수작업에 의한 통계관리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현황 : 기존의 교통신호체계, 첨단신호체계,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체계, 교통

방송의 ARS체계, KORTIC 시스템, 무인단속체계로 개별화

교 통 정 보 관 리

 종합교통정보시스템 : 서울시의 도시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교통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

 구축방안 : 기존 개별시스템의 교통정보 수집․처리․관리기능 극대화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공간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산

개별 서비스체계의 연차적 확장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

수도권 ATIS, 첨단여행정보서비스, 첨단대중교통체계, 첨단물류

관리체계, 첨단차량 및 도로체계, 교통공해관리체계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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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분야 정보화 추진계획

오 염 정 보 관 리

 세부사업 : 환경행정지원, 국가환경정책지원, 오염방지 및 배출원 관리

 대상업무 : 배출업소관리, 보고 및 통계현황 관리, 매연여과장치 부착관리

 DB 구축 : 환경행정지원DB, 국가정책지원DB, 오염방지DB, 배출업소DB, 배

출차량DB, 배출시설DB, 배출업소 현황DB, 매연여과장치DB

폐 기 물 정 보 관 리

 세부사업 : 폐기물 배출자 정보관리, 폐기물 처리업 및 시설에 대한 허가․

지원․지도감독 업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유도

 대상업무 : 폐기물통계,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청소차량유지

관리, 음식물쓰레기 및 1회용 쓰레기 감량, 재활용

 DB 구축 : 폐기물통계, 폐기물배출업소,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청

소차량 및 청소장비, 종량제봉투사업자관리, 1회용품 사용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공중화장실

녹 지 조 경 정 보 관 리

세부사업 : 공원관리시스템, 산림녹지현황관리, 시설녹지현황관리

 대상업무 : 자치구 및 사업소관할 공원의 현황 및 공원조성사업 대장 유지

관리
 DB 구축 : 공원현황통계책자DB, 시설녹지대관리대장DB, 공원조성공사관리

및 조성된 공원의 관리대장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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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재분야 정보화 추진계획

소방구조구급관리

서울종합방재정보센터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도시안전망 역할

 119로 통합신고정보망 구축, 재난․사고의 접수 및 처리

다중통신망에 의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유관기관의 공조․동원 등 방재활동의 총괄

현황 : 재난유형별 상황실 운영으로 유사한 기능의 병립과 책임한계 모호

개별대응체제는 신속한 협조가 미흡하여 현장활동에 차질

재난관리부서별 시스템설치로 예산 중복투자와 기기호환성 문제발생

119신고망과 재난관리분야별 중복신고체계로 시민불편 초래

재해관리종합 : 재해정보시스템, 지진피해판독시스템, 화재확대예측시스템,

상수피해예측시스템 등 재해유형별 대응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재해관리종합전산망을 구축, 관련 DB의 입력 및 활용

위험물(대형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위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미흡

공사시행시부터 향후 위험물안전을 대비한 DB구축 노력 부족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시설물의 위험도예측시스템 필요

시스템 :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건설관리정보체계, 유지관리정보체계,

도면 및 자료관리정보체계

기대효과 : 위기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 보장

대형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복구로 적절한 도시개발정책 유지

유관기관간 유기적 연계와 정보공유로 자원낭비 방지

방재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방재행정의 정부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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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정보화

10.1 개요

추 진 목 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서울싱글페이스 구축접속가능성 극대화

풍요롭고 인간적인 정보생활

비   전

추 진 과 제

∘시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정보시

스템 구축

∘중앙정부 및 자치구, 그리고 민

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틈새

보완 및 상호연계강화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에 대한 교육 및 문화확산

∘PAP확충 및 정보서비스 수단의 

다양화

∘교육/문화정보서비스

∘일상생활정보서비스

∘보건/복지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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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추진방향

∘서울포커스의 하위부문으로 

생활관련 정보제공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하

위시스템으로 소비자종합정

보망 운영

∘중앙부처 및 여러 민간 관련

기관에서 유사사업 동시추진

현   황

문 제 점

∘중앙부처의 정보망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보체계 미흡

∘서울포커스의 활용도 미흡

∘제공정보의 수요자 환류체계 결

여

∘네티즌 위주의 정보정책

추 진 방 향

∘서울포커스의 종합성 및 체계성을 제공하여 생활정보 획득을 위

한 싱글페이스로의 위상 강화

∘서울에서의 생활구조를 반영하고 생활정보의 국제화 지원

∘서울형 복지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한 보편적인 삶의 질 제고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수요촉진을 위한 정보화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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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단계별 추진일정

사업단계

 사업명

2단계

2003～2010

1단계

1999 2000 2001 2002

교육/

문화

정보

보건/

복지

정보

서울

싱글

페이스

구축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평생교육정보시스템

문화정보망 고도화

관광정보망 고도화

전자도서관 구축

지역보건정보시스템

지역의료정보시스템

복지종합정보시스템

복지행정정보시스템

서울포커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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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요 추진사업 기본계획(1999년-2002년)

1) 서울싱글페이스 구축

추 진 계 획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1단계 정보시스템의 완성에 이어 확대하되, 현재와 같이 외부개발업체로 하여

금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아웃소싱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주체 서 울 시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 및 시청과 자치

구간 통합민원상담 및 처리

중앙정부 생활관련 정보DB 연계서비스 지원

관련시민단체 시민정보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지역내 IP 각종 유․무료 생활관련정보의 연계서비스

관련기관

 사회구성원들간의 활기찬 커뮤니케이션과 풍요로운 생활을 촉진하

는 정보시스템 환경구축

 인터넷, PC통신 및 생활정보센터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시민과

밀착된 정보시스템 구상

서울 

싱글페이스 

구축

산 업

문화/레저

교 육

긴급구난

환 경

전자상거래

민원/행정

보 건

청소년

복 지

관 광

시민게시판

주 택

법 령

교 통

도시기반시설

서비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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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정보망 고도화

문화자산 유지, 보전 및 활용과 생활문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관리정보와 각종 행사의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 구축되어 있는 서울포커스 체제하의 문화정보에서 한단계 발전

시킨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정보, 일정정보, 공연정보

 서울시의 문화시책, 행정, 통계자료 서비스

 문예체육단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문화․예술․체육인의 소개 및 설명자료 제공, 커뮤니케이션

종합운동장, 소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공간

 각종 생활문화강좌 이용안내

 각종 체육시설 및 관련 정보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관 사이트 안내 및 접속경로 제공

문화정보

문화행사

문화행정

문예체육단체

문예체육인물

문화시설

생활문화

생활체육

공유정보

추진체계 및 역할

관련기관

추진주체 서 울 시

◦문화과 및 문화재과에서 제공하는 문화관

련 새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문화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내 문예체육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의 문화종합전산망과 시스템연계

관련단체 각종 문예체육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 진 계 획

 문화관광부의 문화정보화추진계획과 연계, 제1단계(1999～2000년)에 추진

 ◦1999년에 기반구축 및 시범실시, 2000년에 확산

◦연차별로 자치구 및 문화시설, 단체 등 각 기관들과의 네트워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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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정보망 고도화

관광정보

예약관리

관광불편신고

교통안내

관광지도

관광명소

음식점

숙박시설

연결서비스

자원봉사자

서울을 관광하는 국내외의 잠재적인 관광객에게 서울을 소개하고,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홍보하는 안내정보시스템

 음식점, 숙박시설, 문화시설, 관광명소의 안내 및 예약정보

 관광객들의 불편신고 접수 및 사후관리, 여론조사

 서울시의 교통편별 상세 안내정보

시민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도 안내

관광명소를 프로그램별로 유형화하여 소개

먹거리에 대한 유형별 소개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소개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유관 사이트 안내 및 접속경로 제공

 자원봉사자의 신청 및 사후관리

추진체계 및 역할

관련기관

추진주체 서 울 시

중앙정부

관련단체

◦관광과에서 제공하는 관광관련 소식 및 서

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 및 관광객의 관광정보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내 관광사업체 및 유관기관에 대

한 정보수집․제공

문화관광부의 관광정보시스템과 연계

다른 지역 및 한국관광공사 관련정보의 연

계서비스 제공

추 진 계 획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진흥10개년계획(1997～2006년)과 연계하여 제1단계 (1999～

2000년)에 추진

 ◦1999년에는 홈페이지 구축, 2000년에는 실용화하는 형식으로 유지․보수

전담팀 운영

◦각종 이벤트 코너를 마련하고, 일어서비스를 추가하여 언어권 확대

◦이후 연차별로 관광사업체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 및 관광관련단체와 사업체

간의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공유를 민관합동의 형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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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보건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

업무의 표준화된 보건정보서비스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공보건업무

를 수행하고 지역보건사업 및 위생관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

한 정보시스템

보건민원 보건증,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등 관련 민원정보

보건소/시립

병원 정보화

서울시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정보 및 진

료안내, 진료내역정보

보건정보
서울시 각종 보건관련 통계 및 현황 정보, 보건관련 종사자의 현

황정보

위생관리 서울시 위생/청소관련 행정지도 및 통계 등 각종 관련 행정정보화

게시판 보건업무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서비스

보건의료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 등 여타기관 및 지역간의 정보공유서비스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종합정보센터

관련기관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추진주체

서 울 시

◦보건위생과에서 지역보건의료업무의 표준

화방안 등 정책수립

◦시민의 보건관련정보에 대한 수요 및 만족

도 조사

◦시민을 위한 보건 홍보 및 교육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 의료정보화시스템과

연계서비스 지원

관련단체 서울시 보건관련 단체 현황자료 제공

추 진 계 획

중앙정부의 관련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1단계 후반기(2001～2002년)까지 추진

서울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DB,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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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종합

정보시스템

수요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보시스

템

인터넷, PC통신 및 생활정보센터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

상

복지정책 복지정책안내, 복지기준, 복지사업실적정보, 예산, 통계

생활보호대상자지원, 부랑인보호, 노인․여성복지, 영유아복지, 아

동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보호

복지시설/단체 법인 및 시설, 종사자, 재단, 단체 안내 및 활동소개

복지자원 자원봉사, 후원자 결연안내

사회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정보

복지대상자별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주체 서 울 시

◦사회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에서 제공하는 예산, 시설, 단체, 관련

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복지관련정보에 대한 수요조

사 및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내 관련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

보수집․제공

관련기관
관련단체

각종 협의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의 정보연

계서비스 제공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복지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연계

추 진 계 획

제1단계 전반기(200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후반기(2001년)에 구축을 마무리하

는 일정으로 추진하며 사회복지과에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DB, 시스템 및 네

트워크 구축

복지행정정보화와 함께 추진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복지서비스를 손끝으로 열

어가는 one-stop service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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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복지대상자의 관리 및 복지수혜를 전산화하고 21세기 정보사

회의 소외계층인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

여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인 보조수당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

노인수당 및 시설 등 복지정보

여성복지 관련 정보

모자 또는 부자복지 관련 정보

대상자선정 및 지원, 취로사업

복지행정

정보시스템

장애인복지정보

노인복지

여성복지

모자복지

생활보호대상자정보

대상자선정 및 지원, 의료보호대불금관리, 병원관리의료보호대상자정보

부랑부녀자의 관리정보 및 새로운 삶관련 정보

부녀보호소 및 의료보호지정병원, 시립병원 등의 정보화

가정형편상 의뢰된 아동의 관리 및 정보화요보호아동정보

국내 입양관련 정보화입양정보

요보호여성정보

관련기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재활정보화, 장애인복지

시설정보화, 아동보육정보화시스템과 연계

관련단체
각종 협의회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정보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주체 서 울 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예산, 시설, 단체, 대상자관련 새

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대상자관련정보에 대

한 수요조사 및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내 관련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1단계 전반기(2000년)와 후반기(2001년)에 걸쳐 추진

사회복지과에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DB,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추 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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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단계 추진사업(2003-2010년)

서울시내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며, 청소년간의 정

보교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청소년 

종합

정보시스템

청소년종합정보 청소년단체안내 청소년상담 봉사활동

청소년문화정보 자료실 청소년소식 각종 연락방

평생교육소개 사회교육안내 직업훈련 수강생등록 강좌안내

전자도서관 강의실 각종 연락방 평생교육새소식 FAQ

학점은행연계 가상대학연계 사회교육기관연계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시민대학, 서울지역 대학의 사회교육원, 평생교육관련 민간학원, 가

상대학뿐만 아니라 복지관, 구청,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정

보, 학습에 관한 안내와 상담, 직업훈련에 대한 안내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2단계

시스템명 시스템 정의 및 구성

서울시의 국립, 시립, 구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을 연계하여 일반시민들이 단일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on-line으로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자도서관안내 이용방법 전자게시판 신간안내

자료검색 외부DB검색 외부사이트연계

전자도서관 문헌정보종합목록DB와 영상․음향자료를 포함한 주요 자료의 본문내용을 디지탈화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시스템

지역의료

정보시스템
지역내 의료기관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래진료예약, 최신의료정

보제공, 의료기관안내 등을 지원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한 의료기관의 선정 및 응급처지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응급환자관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Web Service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

응급환자진료정보 당직의료기관진료정보 응급처치정보 독극물정보

진료예약 의료시설정보 최신 의료정보 유관연계정보

평생

교육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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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육

정보

시스템

2003년 ～ 2010년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계획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본부와의 연

계지원

서울종합정보센터

서 울 시

중앙정부

관련대학
가상대학강좌를 운영하는 대학과의 

연계지원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2단계(2003년)에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

울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추진

∘교육부 및 서울시립대학교와의 정보공

유망 연계

 ∘각 구청의 문화강좌 및 사설 사회교육

원과 연계하는 형식으로 구축하며 유

지 및 보수까지 개발업체에서 담당

 중앙정부의 관련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2단계(2003년)에 추진

외부개발업체를 선정하여 DB, 시스템 

및 네트워크구축과 시스템의 운영, 유

지보수를 위탁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종합정보망연계, 

교육부의 EDUNET 연계

서울종합정보센터

서 울 시

중앙정부

관련단체
각종 청소년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청소년과에서 제공하는 소식, 청소

년봉사활동 안내정보

∘지역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

∘지역내 청소년단체관련 정보제공

중앙정부의 관련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2단계(2004년)에 추진

외부개발업체를 선정하여 DB, 시스템 

및 네트워크구축과 시스템의 운영, 유

지보수를 위탁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과에서 제공하는 도서관관련 소

식 및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전자도서관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내 자료제공업체에 대한 정

보수집․제공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전산망 및 

전자도서관시스템 연계

각종 도서관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서울종합정보센터

서 울 시

중앙정부

관련단체

서 울 시

중앙정부

관련단체

서울종합정보센터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

각종 의료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

공

∘보건위생과 및 의약과에서 제공하는 

병원관련 새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응급의료정보에 대한 수

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내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중앙정부의 관련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2단계(2003년)에 추진

외부개발업체를 선정하여 DB, 시스템 

및 네트워크구축과 시스템의 운영, 유

지보수를 위탁

청소년 

종합

정보

시스템

전자

도서관

지역

의료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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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정보화

11.1 개요

원활한 정보유통, 세계로 열려 있는 서울의 기업환경

추 진 과 제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기반조성

◦중소기업 ERP 도입 지원

◦자영업체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관련단체 정보화지원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정보이용시설의 확충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산업정보 DB 구축 및 연계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연계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목표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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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운영

◦서울형 산업의 육성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자금지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충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한 창업지원

◦중앙부처 및 여러 관련기관에서 

유사사업 동시 추진

현  황

◦중앙부처의 사업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체계 미흡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활용도 

미흡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시스템   

결여

◦제조업 위주의 지원정책

문 제 점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종합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여  산업정보 

획득을 위한 One-Stop Mall로서의 역할 강화

◦서울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체계적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서울형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강화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수요촉진을 위한 정보화기반 조성

추진방향

11.2 단계별 추진일정

        
                       사업단계
  사업명

1단계 2단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10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산업정보 DB 구축 및 

연계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연계
 

중소기업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ERP 도입 

지원
    

자영업체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관련단체 

정보화 지원
 

정보통신

산업육성 및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정보이용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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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요 추진사업 기본계획

1)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대폭 확대․보완하여 산업정보 획득을 위한 One-Stop Mall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내용을 보강함과 동시에 산업관련 공공기관이나 서울지역 사업체들

의 홈페이지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연계하고, 창업,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D/B를 구축․제공하며,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서비스함.

◦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을 조성함.

◦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서울 중

소기업 DB를 구축함으로써 제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농수산물

∘기업 및 제품홍보

∘경제․경영일반

∘자금지원 ∘판로지원

∘인력지원 ∘사이버마켓몰

∘생산입지지원 ∘소비자종합정보망

∘서울중소기업홈페이지 연계

∘서울내 산업관련 공공기관 및 업체의 

홈페이지 분류/연계

∘창업,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에 필요

한 제반 정보DB 구축․제공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DB

∘서울중소기업체DB

∘서울시 중소기업지원정책

  평가시스템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과정

  전산화

전자상거래시스템 산업경제정보통신망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은행
신용카드회사

보안업체

배송업체

자치구

타시도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서울시

소비자 중소기업 Kiosk 해외투자자 및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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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사업목표 및 내용

◦ 산업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파악 및 적절한 연계  

◦ 기업활동 전체과정의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

◦ 서울소재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연계

제공되는 산업관련 
정보의 종합성 및 체계성 

제고

◦ 영세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

◦ 농산물전자직거래마당 등 타 시스템과 연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조성

 추진전략

유통업 및 서비스업 등 서울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산업정보 제공

산업정보 획득을 위한 One-Stop Mall로서의 기능 수행

외부기관의 산업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

정보내용의 적절성 및 활용도 제고

창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전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수요 파악  

제조업 위주의 
정보제공 탈피   

 추진체계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산업경제국에서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되, 향후 서울종합정보센터로 이관

◦창업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체 기업
활동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제공

◦관련기관 및 서울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연
계하여 산업정보획득을 위한 타이틀 페
이지로서의 기능 수행

◦서울산업구조를 반영하는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산업정보망

종합물류정보망

고용안정정보망

중소기업사이버마켓몰

중소기업관 등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타시도 

 자치구 등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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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할 능력이나 마인드가 없는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공영시장 조성

목  표

 ◦ ’96년에 2개에 불과했던 국내 인터넷상점은 ’98년말에 약 

350개, ’99년말에는 약 1,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사이버마켓몰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정보와 회사소개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현  황

◦ 사이버마켓몰을 확대 개편하여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점차 기업 대 기업의 

상거래로 확대함.

◦ 초기에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출발하며, 점차 

농수산물거래 등으로 확대함.

◦ 전자상거래는 유통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거래에 

있어서의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함.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품품질이나 

보안 등에 있어서 소비자 신뢰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전통적인 상거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구축방향 및 전략

서울시
중소기업
가상점포

인터넷 
크레디트 

카드회사

소비자PC

결제 및 

보안시스

템 구축 

정보통신

업체

대금지불의뢰

전자상거래시스템

대금인출의뢰
대금지불

은행

상품구입

상품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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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은 산업경제국에서 담당

  ◦ 시스템 및 DB 구축은 서울종합정보센터 내 산업정보조직에서 담당

 ◦ 정책수립의 기반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DB 구축

 ◦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보 종합

 ◦ 자금지원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산화 및 평가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전산화와 병행 

산업진흥재단

대하금융기관

창업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자치구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전산화를 통한 지원사업들의 평가 및 효과성 극대화 

  ◦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관한 DB 구축

사업목표 및 내용

  ◦ 중소기업관련 지원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지원계획과 연계

  ◦ 산업진흥재단의 LAN구축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정보화와 병행 

  ◦ 중소기업 DB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세청 등 타기관의 협조 및 연계

추 진 전 략

추 진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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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서울소재 중소기업들의 제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시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ERP 도입지원, 서울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자영업체의 정보화 지원, 중소기

업관련단체나 협회 등의 정보화 지원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함.

사업목표 및 내용

  ◦ ERP도입 지원사업의 경우 산업경제국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

업진흥재단(2001년 이후에는 산업정보센터)에서는 시범업체의 선정 및 대하금융기관과 연

계한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업종별로 적합한 구축방안등에 대한 컨설팅도 

수행하도록 함.

  ◦ 자영업체 정보화사업의 경우 산업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이 각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자단체는 시범업체의 선정 및 사업효과에 대한 홍보 및 전파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추 진 체 계

  ◦ ERP의 경우 국내의 영업환경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한국형, 저가형 시스템의 도입을 지원

하며, 중소기업 업종별로 영업환경이나 정보화 수준, 자금수준 등에 적합한 하위시스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자영업체에 대한 정보화 지원의 경우 서울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예를 들

어, 관광업, 인쇄출판업 등) 각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지원업

무를 추진함으로써 확산효과를 도모해야 함.

  ◦ 중소기업관련단체 정보화사업은 서울산업진흥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과 업종별 사업자 단체

를 대상으로 LAN 구축이나 업종별 특화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됨.

추 진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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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육성

                            ◦ 서울형 산업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서

울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목  표

                            ◦ 서울의 경우 우수인력, 정보, 자금, 주거공간 등 벤처기업의 

집적에 필요한 제반조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우위

에 있음.

                            ◦ ‘98년 7월 현재 벤처기업협회에 등록된 706개 회사 중 

66%인 466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정

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비중이 특히 높음.

                            ◦「양재포이밸리」등 강남지역이나 영등포, 용산 등에 벤처기

업 집중

현  황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확대

◦ 강남 포이동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벤처기업 전용단지로 지정 지원

◦ 대학주변의 창업여건 조성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창업관련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구축 제공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 민간과 합작으로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안 모색 

육성방향 및 전략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창업관련 정보서비스 강화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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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 정보화

행정 정보화

세외수입인허가

산업정보 정보화

문화 관광

복지

도시계획

교 통

중소기업지원

산업경제 통신망

생활정보 정보화

환 경

방 재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방부

자치구

타 시도

기업

민간단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자치구

타 시도

기업

민간단체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자치구

타 시도

기업

민간단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자치구

기업

민간단체

기타

정보유통 정보유통

정보유통 정보유통

정
보
유
통

정보
유통

정보
유통

정보
유통

정보
유통

N/W 확대

표준화 
법,제도개선
데이터통합
정보화교육H/W 보강

응용Sys.개발

12. 분야간 연계시스템 구성개념도

도시기반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

서울산업 
One-Stop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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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정보화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

13.1 단계별 추진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개발∘전문교육훈련기회 확대∘전산인력의 총괄관리∘아웃소싱 관리능력 제고

∘보완․확대 ∘보완․확대

∘Kiosk 설치/확대∘정보교육․문화확산 
  프로그램 개발∘서울시민 ‘정보의 날’ 제정∘생활정보센터(PAP)
  세부계획수립․시행∘중소기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보교육․문화확산
  지속적 노력∘생활정보센터(PAP) 
  확충∘정보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개발∘행정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보완․확대∘문서감축조례 제정

∘관리자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전산교육기회 확대∘정보화자격제도 도입∘부서별 정보화모임 정례화

∘교육 및 홍보 
  지속․보완∘정보화자격제도 
  정착

∘교육 및 홍보 
지속․보완

∘공무원 1인 1PC 보급∘전 공무원 전자우편주소 부여∘LAN 확장∘인터넷 접속 확대∘초고속대용량 네트워크 
  고도화(서울정보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고도화∘H/W, S/W

  인터페이스 확보

∘화상회의

인력관리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시민정보
화교육

정보화
기반구축

∘전자시정관련규정 대폭 정비
  (서식 표준화, 부서간 정보 
   공동활용 의무규정 강화)∘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협의회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관리조례 
제정∘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정보통신보안규정 
보완  

∘법․제도의 지속적 
보완

법/제도
정비

∘CIO 제도 도입∘정보화 공동개발단 구성∘도시기반정보화협의회∘정보화추진위원회 확대

정보화

조직

정비

∘서울종합정보센터 설
립 (시직영)

∘서울종합정보센터 확
장

 (민관합자형태로 전환)

2 단계

1999～2000 2001～2002 2003～2010

1 단계
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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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주요 추진사업 기본계획

1) 추진조직의 정비

◦ 전산정보관리소와 생활정보화 추진인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

◦ 서울종합정보센터는 생활정보화와 산업정보화 부문으로 구성

◦ 행정 및 도시기반정보화는 계속 CIO를 중심으로 한 본청  조직에 

의해 수행

◦ 다만 정보화 교육 및 홍보기능은 서울종합정보센터로 이양

◦ 서울종합정보센터와 일반시민이 직접 연계되도록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공공접근장소를 확대

◦ 내부조직을 행정관리부와 5개 단위정보센터로 구성하여 기능이 아닌 

사업위주의 성격 강화

시직영의 
서울종합정보센터 

설립 : 2001년

∘ 사업추진조직의 분산   

∘ 사업조정메커니즘 결여   

∘ 추진조직간 담당업무 중복

∘ 시와 자치구간 연계 부족 

∘ 민간참여 부족

현  황

∘ 핵심적 추진조직의 위상 제고

∘ 미래지향적․신축적 조직체계 

∘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

∘ 공공과 민간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개 선 방 향

◦ 기존의 분산된 추진조직들을 CIO 산하로 통합

◦ CIO 역할은 초기의 정보화 구축에서 점차 정보화 성과평가쪽으로 

전환

◦ CIO 아래에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개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및 

시정개혁담당관의 4개 하위부서 설치

◦ 전산정보관리소는 조직 및 기능을 축소하고, 소장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 정보화추진위원회는 GIS기술자문협의회를 흡수하여 확대․개편

◦ 정보화기획과 내에 정보화 교육 및 홍보를 총괄하는 팀을 한시적으로 

신설․운영 

CIO중심으로 
행정조직 개편 
(1999-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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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보화 2단계가 시작되는 2003년 이후 수익성을 감안하여 

적당한 시점에 서울종합정보센터를 시직영에서 민관합자 형태로 

전환

◦ 장기적으로는 행정 및 도시기반정보화 부문도 서울종합정보 센터에서 

담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방안 검토

◦ 이 경우 CIO를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은 정보화기획기능만 담당

민관합자법인 형태의 
서울종합정보센터

(2003년 이후)

산업
정보센터

문화
정보센터

보건복지
정보센터

일상생활
정보센터

교육
정보센터

서울종합정보센터

시청 중앙부처

대학 등 
각급학교

민간경제단체

사회복지
단체

문화․예술
단체

민간 IP

가정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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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민

간

부

문

전산정보관리소

(1999년)

민관합자법인 

서울종합정보센터 개편

(2003년)

시직영

서울종합정보센터 설립 

(2001년)

정보화기획중심 

CIO 운영

(2003년)

지역정보센터

자치구

생활정보센터(PAP)

동사무소

시  장
시  장

정보화 

공동개발단

정보화

추진위원회

정보화
기획

담당관

시정
개혁

담당관

지리
정보

담당관

정보화
개발

담당관

서  울  시

전산정보

관리소

 ∙교육정보

 ∙산업정보

 ∙보건복지정보

 ∙일상생활정보

 ∙문화종합정보

중

앙

정

부

 정보화조직 개편

CIO 도입 

(1999년)

행정․도시기반중심

CIO 운영

(2001년)

CIO

서울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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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인력관리, 교육 및 홍보

◦ 서울시민 ‘정보의 날’ 제정 및 경진대회 개최

◦ 시민 1인 1 ID갖기 운동전개

◦ 시민단체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중소기업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보화 홍보와 관광산업의 연계

민간부문의 정보교육 
및 홍보 확산

◦ 최고관리자에 대한 적극적 교육 및 홍보

◦ CIO 주재 정보화세미나의 정례화 

◦ 전산교육 확대 및 교육이수 의무화

◦ 부서별로 정기적 정보화 Session 개최

◦ 정보화자격제도(SIQ)의 도입 및 정착

◦ 기관별 컴퓨터 동호회의 설립 및 지원

◦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지 

방문교육 실시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 행정직과 전산직의 공동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

◦ 외부기관에의 위탁전문교육 확대

◦ 전산직과 통신직의 연계 강화(정보통신직 신설 검토)

◦ CIO 주도의 전산인력 총괄관리제 도입

◦ 아웃소싱 관리능력의 제고

◦ 순환보직의 적극 활용

◦ 도시기반관련 담당자의 교육 강화

정보화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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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의 정보접근성 제고

◦ 보편적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을 

공공접근장소로 활용

◦ 단계별 추진전략

- 2000년 : 세부계획 작성과 3개 동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2001-2002년 : 적정모형 개발과 구당 1개 동으로 확대 설치

 - 2003년 이후 ： 시 전체의 동과 사회복지관으로 점차 확대

◦ 사업초기에는 정부주도로 실시하되 점차 지역의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공공접근장소 설치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온라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실시(AccessAbility)

◦ 지원사업에는 지방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조직,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된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사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경쟁성과 성과지향성을 

확보

정보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실시

◦ 시민이 가까운 공공장소에서 쉽게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Kiosk를 설치․확대

◦ 다만 공공장소 설치에 따른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장소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차등화

◦ 단계별 추진전략

   - 2000년 : 자치구당 1대 설치

   - 2001-2002년 : 동당 1대로 확대

   - 2003년 이후 : 점차적으로 추가 설치

Kiosk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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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도의 정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 사용서식의 통합․폐기 등 서식표준화

- 부서간 정보공동활용 의무규정 강화

- 문서감축조례 제정

◦ 도시기반정보화

- 공간정보관리조례 제정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협의회 조례 제정

◦ 산업정보화

-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정비

- 중앙정부등 타 기관과의 정보공동활용 규칙 정비

주요 정비사항

 

◦ 행정정보안내시스템(GILS) 구축 

◦ 사이버 시민수요조사 실시

◦ 정보제공의 선별적 기준 마련

◦ 정보공개창구의 다양화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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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정보로(Seoul Information Highway): 서울시 초고속 광역정보통신망

  

Home

Office, 민간기업

시청

사업소

서울종합정보센터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Kiosk)

구 청

PAP
(동사무소)

관련위탁시설

 보안성, 확장성, 경제성 등의 면에서 현재의 회선임차방식보다 유리

     ◦ 초기 투자비가 약 120억원에 달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수년내에 매년 회선임차료가 

25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성이 높음.

     ◦ 투자비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시 민간통신업체로 하여금 망을 가설토록 

하는 대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서울시의 경우 광역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시 투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터널을 활용하여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서울시 자가통신망 구축

NALA-Net 공 중 망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방화벽

방화벽

서 울 정 보 路

(지하철 터널에 광케이블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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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선2기 연도별 정보화사업

14.1 정보화사업

1)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  진  과  제 1999 2000 2001 2002

행

정

정

보

화

단위업무시스템 

구축

여론모니터 자료관리시스템

목표관리제시스템

정사진관리시스템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청사유지관리시스템

보존문서관리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구현

민원행정정보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부문별 체계화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보조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정부시행계획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

행정업무 

재설계(BPR)

기반조성

시행

정착 및 개선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시범사업

분야별 구축

최고관리자정보 

시스템(EIS) 구축
EIS 도입 및 시행

도

시

기

반

정

보

화

지적 지적관리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지하매설물 관리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용도/지구/구역관리

주택건설관리

교통
교통정보관리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환경

오염관리

폐기물관리

녹지조경관리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위험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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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1999 2000 2001 2002

생

활

정

보

화

문화
문화정보

관광정보

보건/의료 지역보건

사회복지
복지종합정보

복지행정정보

산

업

정

보

화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산업관련 DB 구축/연계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연계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ERP 도입지원

정보통신산업육성 

및 정보화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정보이용시설의 확충

2) 정보화 지원사업

추  진  과  제 1999 2000 2001 2002

추진조직
CIO제도 도입

서울종합정보센터

인력관리
인력총괄관리제

공동교육프로그램

정보화 

교육/홍보

정보화세미나 정례화

정보화 자격제도

정보의 날 제정

시민의 

정보서비스 

접근성

생활정보센터(PAP) 확충

Kiosk 설치/확대

정보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법/제도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협의회 조례제정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정비

행정정보안내시스템(GILS) 구축

사이버 시민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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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정보화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과 제 2000 2001 2002 합 계

행

정

정

보

화

통합정보
시스템 구현

 민원행정/사무자동화/세무종합 750 230 100 1,080

 행정관리시스템 부문별 체계화 450 450

단위업무
시스템 구축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200 200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750 750

 청사유지관리시스템 1,050 1,050

 보존문서관리시스템 3,050 3,050

BPR  시행, 정착 및 개선 250 120 370

데이터웨어
하우스 구축

 시범사업 1,500 1,500

 분야별 구축 500 500

EIS 구축  EIS 도입 및 시행 1,300 1,300

도

시

기

반

정

보

화

지적  지적관리(편집지적) 100 100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6,430 3,710 10,140

 상수도관리 3,700 1,270 990 5,960

 하수도관리 2,300 5,690 3,550 11,540

 지하매설물 관리 720 430 160 1,310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270 270

 용도/지구/구역관리 1,340 650 1,990

 주택건설관리 740 460 1,200

교통
 교통정보관리 1,200 820 650 2,670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1,280 450 270 2,000

환경

 오염관리 1,120 460 380 1,960

 폐기물관리 520 190 120 830

 녹지조경관리 1,170 440 180 1,790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630 360 270 1,260

 위험물관리 700 310 140 1,150



기본계획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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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과 제 2000 2001 2002 합 계

생
활
정
보
화

문화
 문화정보 750 750

 관광정보 930 930

보건/의료  지역보건 1,410 200 1,610

사회복지
 복지종합정보 1,680 390 230 2,300

 복지행정정보 1,850 740 180 2,770

산

업

정

보

화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910 330 1,240

 산업관련 DB 구축/연계 220 250 250 720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 200 200 200 600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1,200 450 100 1,75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ERP 도입지원 2,700 2,600 1,700 7,000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3,500 2,730 2,340 8,570

정

보

화

지

원

사

업

서울종합정보센터 1,950 550 2,500

공무원 PC 1인 1대 보급 3,000 3,000 3,000 9,000

개인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800 800 800 2,400

생활정보센터(PAP) 확충 8,100 18,900 40,500 67,500

Kiosk 설치/확대 500 10,500 10,000 21,000

정보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200 200 400

행정정보안내시스템(GILS) 구축 100 100

정보화추진인력 교육훈련 100 100 100 300

공무원 정보화교육 100 100 100 300

시민 정보화교육 500 500 500 1,500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100 100 100 300

시민단체 홈페이지 구축지원 50 10 10 70

정보화이벤트 개최 100 100 100 300

정보화 동호회 육성지원 10 10 10 30

정보통신망 4,000 3,000 3,000 10,000

 기타 정보화사업 8,000 4,000 4,000 16,000

 H/W, S/W, N/W 등 유지관리 4,500 5,000 5,500 15,000

         총       계 67,610 77,390 84,360 229,360

         시 부 담 액 60,413 71,585 80,939 212,937



기본계획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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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정보화사업 재원조달방안

추  진  과  제
재 원 조 달 방 안 (단위 : %)

국 비 시 비 민 자 기 타

행

정

정

보

화

통합정보시스템 

구현

민원행정/사무자동화/세무종합
재무회계/인사급여

100

행정관리시스템 부문별 체계화 100

단위업무시스템 

구축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100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100

청사유지관리시스템 100

보존문서관리시스템 100

행정업무 재설계 BPR 시행, 정착 및 개선 100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시범사업 100

분야별 구축 100

최고관리자정보 
시스템 구축

EIS 도입 및 시행 100

도

시

기

반

정

보

화

지적 지적관리(편집지적) 100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10 90

상수도관리 30 70

하수도관리 10 90

지하매설물 관리 10 70 20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100

용도/지구/구역관리 100

주택건설관리 100

교통
교통정보관리 20 80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100

환경

오염관리 45 55

폐기물관리 40 60

녹지조경관리 80 20(자치구)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20 80

위험물관리 20 80

생

활

정

보

화

문화
문화정보 80 20

관광정보 80 20

보건/의료 지역보건 20 70 10

사회복지
복지종합정보 100

복지행정정보 100

산

업

정

보

화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60 40

산업관련 DB 구축/연계 100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연계 100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10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ERP 도입 20 80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20 70 10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서울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분석

서울정보화의

개념적 정의 및 추구이념

이론적 검토

분야별 서울정보화 실태분석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초조사

분야별 서울정보화 수요조사

사업우선순위 및 중점과제 선정

정보화추진체계 모색 정보시스템별 추진전략 제시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

 



 

 

 

 

 

 

 



 

 

 

 

 



 

 

 

 



 

 



 

환 경

평 가  및  환 류

정책성과
정보수요

서울시 정부

전 환

투 입 산 출





산업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
행정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생활정보화생활정보화

  비전

이념/목표

손끝으로 이어지는 열린 정보도시 

디지탈 서울 

부문별

정보화

 ▷ 행정-도시기반-생활-산업 부문간 정보통신네트워크

 ▷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간 정보통신네트워크

 ▷ 정보통신기술(H/W, S/W)의 보급과 유지관리

 ▷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지원

 ▷ 인터페이스 및 표준화

 ▷ 정보화관련 법규․제도의 정비

 ▷ 정보화추진 조직구조, 인력, 예산

 ▷ 정보화 교육 및 홍보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정책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추진체계



 

 



서울

정보화

 

 



 

 

 

 

 



 

 

 

서울 정보화의 네 가지 주요 이념

   정보인간화 - 삶의 질 향상과 정보친화적 시민생활    정보효과

   정보과학화 - 시정 생산성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정보기술

   정보민주화 - 정보격차 해소와 고객지향적 서비스 행정    정보접근

   정보국제화 - 세계로 열려 있는 정보중심도시    정보환경

 





          역할

  내용      

국가를 대표하는 

수도로서의

서울

국가의 

하위체계로서의 

서울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의 서울

자치구의 

상위체계로서의 

서울

IGR GBR IGR GBR IGR GBR IGR GBR

 

 



서  울  시

민간부문타 광역자치단체

민간부문타 광역자치단체





 

 



 

 

 

 



 

 
 
 

 

 

 

 

 

 



 

 

 

 

 

 

 

 



 

 

 

 

 

 

 





 

 

 

 



 

 

 

 

 

 



 

 

 

 

 



 

 



 

 

 



 

 

 

 



 

 



 

 

 

 



 
km 2

 

 

 

 

구  분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7



 

 

 

 

 

구  분 시 전체 구 평균 동 평균

km 2 km 2 km 2



 

 

 

 



 

 

 기 간 1996～2001 2002～2006 2007～2011 합  계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89 -'96 

연평균성장률

 

시 기 내        용

 
 



 

 

 

 

연도별 서울시 총예산 정보화 예산(본청, 사업소) 비고

 

 



 

 

 

 



 

 

 

 

풍요롭고 인간적인 정보생활효율적이고 열린 전자시정

․분야별 단위업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단위업무시스템의 연계로 행정업무 통합환경 구축

․행정정보통신망 활용으로 정보흐름의 고도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행정업무 재설계(BPR)

  ․업무처리과정의 전자화

행정효율 극대화

  ․one-stop/non-stop 서비스

  ․정보접근의 다양화

대민서비스 향상



 

 

 

 

 

 



 

 

 

 



 

 

 

 

 



 

 

 

 

 



 

 

 

 



 

 

 

 



 

 

 

 

 

 



 

 

 

 

 



 

 

1단계 : 기반조성 단계

1998～2002(5년간)

2단계 : 성숙단계

2003～2007(5년간)

 

 

 

 



 

 

 

 

 

 

 



 

 

 

 

 

 

 



 

 

 

 

구분 정비방침 추  진  계  획



구분 정비방침 추  진  계  획

 

 

 



 

NPR 권고사항 비      전

 

 

 



 

 

 

 

 

 



 

 



기관명 기 기 명
H/W 및 S/W 사양

DISK M/M OS Ver DB



기관명 기 기 명
H/W 및 S/W 사양

DISK M/M OS Ver DB 비고



기관명 기 기 명
H/W 및 S/W 사양

DISK M/M OS Ver DB 비고

 

 



 

 

 

 



개발부서 사    업    명 활 용 부 서 개발기간 환 경 비 고

〃

〃

 
부서명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

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서명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명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 〃 〃

 
기관명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기관명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명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

〃 〃 〃 〃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업 무 명 O/S 운영방식 DBMS 개발언어
운영

시점
사용기관(부서)

〃 〃

〃 〃

〃 〃

〃 〃

 

 

 

 

 



 

 

 

 

 



 

 

 



 

 

분  야 개 발 내 용



 

 

 

 

 



 

 

 

 

 



 

 

 

 

 



 

 

 

 



 

 

 

 

 

 

 

 



 

 

 

 

 

 

 



 

 

 

 

 

 

 



부  서
주요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된 업무

전산화

대상업무실,국 담당관/과



부  서실,

주요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된 업무
전산화

대상업무국 담당관/과



부  서
주요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된 업무

전산화 

대상 업무실,국 담당관/과



부  서
주요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된 업무

전산화 

대상 업무실,국 담당관/과



부  서
주요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된 업무

전산화 

대상 업무실,국 담당관/과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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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시기반정보화

제1장 개념 및 목표

1. 개념 및 구축필요성

1.1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본 DB 운용

 공공정보의 공동활용은 단위업무별 정보의 개별적 수집 및 관리로 인한 중복투자를

줄여 효율적 시정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추진메카니즘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

보공동활용을 가능케 하는 법제도의 정비는 물론 물리적인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네트

워크체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21세기를 앞두고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

는 시민들의 정보수요 변화이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에 대한 수동적 공급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정

부에 표현하는 ‘현명한 시민’(smart citizens)이다.

 시민들의 정보수요는 복잡해진 시민생활의 성격변화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

다. 그리하여 개별적 단위부서의 대응만으로는 시민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

워졌다.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중의 부서에 걸친 조정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내용상으로 복잡해지고 시간적으로 지

연된 정부의 대응을 받게 되어 전체적으로 고객만족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내의 내부과정이 어떠하든지 관

계없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접촉과 최대한의 신속성, 고도의 정확성과 공평성을 확

보하는 정보접근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의 정보요구를 상대하는 정부는 ‘단 하나의 얼굴’(a single face

of government)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를 통해 정보공동활용을 가

능케 하는 정보시스템의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도시기반정보화란 바로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정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 정보의 생산에 초점을 둔다.

 도시공간에 관한 기초적 데이터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 효율적, 고객

만족 지향적, 고위정책결정자 친화적 시스템의 운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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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이란 서울지역이 포함하고 있는 지상은 물론 지하공간과 영공까지를 대상으

로 하며 지형과 같이 불변적 성격의 대상, 도로와 지적과 같이 일정기간동안 불변적

성격의 대상, 교통량이나 오염도 등 동적인 대상을 모두 포괄한다.

1.2 부문별 정보화를 연결하는 연계시스템

 서울시의 정보화는 타 시도의 경우와 달리 기본계획의 수립없이 이미 많은 하위분야

에서 정보시스템이 실제로 개발되고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새로

운 행정환경에 맞추어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은 많은 경우 혼란과 불편을 주어 장애가 되기도 한다.

 개별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미시적으로는 개발 및 유지․관리상의 책임

성 명확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 거시적으로는 유사 데이터

베이스의 중복구축, 호환성의 문제로 인한 정보기기 구입상의 낭비, 상이한 시스템

개발 및 운용으로 인한 교육훈련상의 장애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민원관련 행정서비스를 예로 들면 행정정보화에서는 인트라넷과 같이 행정부 자체조

직 내에서의 전산화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서비스는 시민생활정보화 계획에 속해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정

부로부터의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많은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총괄하는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며 도시기반정보화는 이러한 역할수행의 중심에 위치한다.

 행정, 생활, 산업 각 부문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민생활은 협의의

생활정보화 내용을 벗어나서 행정정보화나 산업정보화의 대부분의 내용에 영향을 받

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행정이나 산업정보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상의 편의성을 이유로 부문간

연계시스템에 대한 추진계획이 부재한데 특히 서울과 같이 이미 부문간 개별시스템이

많이 진행된 곳에서는 더더욱 그 필요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문간 연계를 가능하게 할 공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이 필요하다.

부문별로 주요한 의사결정시 기초가 되고 민원상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데

이터를 총괄하여 기초 정보를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도시기반정보화 부문에

서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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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수준별 정보화를 연결하는 연계시스템

 서울정보화와 관련된 서울시정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동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

다. 다른 시도와 달리 국가를 대표하는 수도이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조정

과 통제를 받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25개의 대규모 자치구를 두

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고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는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기반구조를 제공해 주며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서울시정부의 복잡한 위상만큼이나 서울시민들도 복잡한 지위를 갖고 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이고 해당 자치구의 구민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을 보면 공공분야에서의 활동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특히 도시기반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서울지역의 높은 인구유동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지역과의 정보연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필요시 된다.

 예를 들어 교통소통이나 환경오염, 위험시설물이나 용도/지구/구역 등 토지이용과 관

련된 자료들은 서울시의 경계를 벗어나 전국적 수준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도 하는

데 실제로 중앙정부가 포괄하는 전국적 수준에서는 서울의 데이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한 위상을 갖고 있는 서울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분야별 개별시스템만

으로는 정보화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곤란하다. 시민들도 자치구나 서울시, 그리고 국

가 정보화에 공히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수준에 따른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정보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특정 정보가 생산되고 어떻

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전

달되는 정보서비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정보에 대한 정부수준별 업무분

장은 행정효율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위주의 행정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4 정보화정책의 기술적 보완

 부문별 정보화나 특정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체제는 그동안 정책분야에만 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관련 법이나 제도의 정비, 교육훈련, 예산, 인력수급

등 고위 일반행정직 관리자에 의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관리자들에 의한 정보화지원은 자칫 기술적

측면이 배제된, 실현가능성이 없는 추상적 계획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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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지원체계만 존재했지, 보다 구체적인 중하위의 기술적 지원이 부재한 것이 문

제로 지적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나 공동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개별적 정보시스템에 공히

적용되는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광의의 추진체계를 보완하는 기술지원시스템이 필

요하다.

 현재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별적 정보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는 물론, 새로 개발되

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동활용 및 구축이 가능하도록 추진조직이나 정책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기반정보화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기술적으로 보완․구현하

는 실행시스템의 성격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첨단지능형교통시스템(ITS)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경우 시스템구현에

높은 수준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추진방향에만 몰두한 나머

지 실제 추진상에는 기기의 호환성이나 활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III-1] 도시기반정보시스템의 구축필요성

정부수준 연계 시스템 구축

자치구서울시중앙정부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부문별정보화를 연결하는 연계시스템

산업
정보화

행정
정보화

생활
정보화

정책적 측면을 기술적으로 보완

기술적 측면정책적 측면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운용의 필요성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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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및 분석체계

2.1 목표

 도시기반정보화의 가장 상위의 목표는 효과적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s)의 구축에 있다. 도시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하위목표체계로 구성된다.

◦ 도시기반시설의 행정관리체계 고도화

◦ 시민편의위주의 고객지향적 정보서비스 제공

◦ 시민의 안전생활 확보

◦ 기업의 경쟁력 신장

[그림 III-2] 도시기반정보화의 목표

시민편의 위주의
고객지향적

정보서비스제공

기업의 경쟁력 신장

도시기반시설의
행정관리 체계
고도화

시민의
안전생활 확보

효과적인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목표 4

목표 1

목표 3

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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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의 행정관리체계 고도화란 기존의 수작업 의존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전

산화된 자료의 자동화프로세스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는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치자료로 변환하여 지도화하는 GIS구

축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그리하여 기본도상에 각종 속성자료를 겹쳐 얹어 유용한 정

보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GIS활용에 이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시민편의위주의 고객지향적 정보서비스란 정보의 공동활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 현대

의 시민생활은 분야별로 매우 복잡․다양화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서비스의 종류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들의 정부접촉의 횟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서간에 필요정보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검색․조회하는 것이 가능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시기반관련 정보화가 단위시스템위주로 독립적으

로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정보간의 기술적 호환성이나 정책적 공유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보기술간 호환성을 유지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고객지향적 정보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최근 도시지역의 재난재해는 예고 없이 대규모로 발생․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좁은 지역에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혼잡, 환

경문제, 교통문제 등은 이미 자연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치유불가능의 지경에 이르

렀다. 그러다보니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90

년대에 들어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폭발과도

같은 도시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매

설물, 대형건축물과 같은 위험물과 이의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정확한 수

치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도시기반정보화의 구축은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기업활동은 과거 산업사회와는 많은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기업활동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저장․전파하는 등 정보관련활동의 비

중이 매우 높아졌고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공공정보의 공동활용은 비단 정부내의 부서들이나 시민들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

라 지역사회의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전자상거래가 일반화

되면서 이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산업정보화 노력에 덧붙여서 지역사회의 도시기반정

보를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산업화한다면 국내외적인 고도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

는 기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상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

도로 기상자료의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으며, 교통상황이

나 환경평가, 물류체계에 관한 정보들도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정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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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체계

 도시기반정보화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2010년까지의 중장기 정

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한다.

[그림 III-3] 도시기반정보화 기본계획을 위한 분석틀

 중앙정부의 관련분야 정보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역할을 탐

색한다. 이 때 타시도의 도시기반관련 정보화 추진현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GIS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기반정보화의 토대를 정립한다.

도시기반정보화의

현황분석과 문제파악

GIS의 개념확정

(도시기반정보화의 토대정립)

도시기반관련분야 정보화사업의 현황

대상사업별 우선순위 도출

도시기반 정보화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탐색

세부업무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

(ERD 도출)

중앙정부의 관련분야

정보화 추진현황

타 시․도의

정보화추진현황
서울시의 역할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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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중장기 도시기반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상사업을 일별

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렇게 하여 2002년까지를 1단계, 2003년부터 2010년

까지를 2단계로 하는 단계별 사업을 결정한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반관련분야 정보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

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낸다. 그리고 서울시의 시정계획과 정보화기본계획을 일치시

키기 위해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한다.

 세부업무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 때 데이터모델링을 통해

ERD(Entity Relation Diagram)를 도출해 낸다.

3. 전략사업 분야

3.1 분야선정의 배경

 도시기반정보화는 해당업무 분야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

음과 동시에 정보화지원시스템이라는 성격상 특정 부문만을 위한 배타적 지원의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울정보화에 있어 정보화지원기능의 도시기

반정보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각 부문에 걸쳐 공동활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큰 비

중을 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체계상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에 포함시키

기 어려운 분야를 도시기반정보화의 사업분야로 분류한다. 과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단순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세 개의 분야 구분만으로도 정부의 역할을

일괄할 수 있었으나 점점 분야간 경계구분이 모호해 지는데다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증가하므로 이를 도시기반정보화의 분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정보활용 극대화를 구현할 도시정보시스템(UIS)의 기초가 될

정보생산을 위해 도시기반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

반한 도시기간정보의 구축이다. 도시기반정보화의 중심축은 GIS의 구축에 있으며 이

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한다.

 그리하여 도시기반정보화와 관련된 본 기본계획에서는 GIS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공

서비스 중 지적, 도시시설물, 도시개발, 교통, 환경 및 방재의 6분야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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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리정보시스템 : 도시기반정보화의 핵심적 추진요소

 지적, 도로, 상하수도는 물론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

수도 등 공공서비스는 부문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장기간 구축, 운용되어 왔다.

즉 지하시설물의 경우 각 서비스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시가스공사, 시정부 등 개

별적인 사업주체에 의해 각각 다른 축척을 가지고 관련 정보가 전자화되어 보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및 서울시의 GIS관련 기

본계획에 따라 1 : 1000의 축척을 가진 기본도가 1998년 말에 완성되고 이를 중심

으로 도형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계획하에 있다.

 기존 도형데이터의 신규시스템에서의 활용정도와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새로운 시스

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결정 등은 공공서비스부문 정보화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3.3 전략사업 분야

 지적

◦ 분야별 GIS응용시스템 구축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활용할 때,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정보의 전산관리가 필수적이어서 수치지형도에 대응하는

수치지적도를 구축하여 이 둘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지적정보는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어

향후의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반이 될 것이다.

 도시시설물

◦ 도시시설물정보는 지형정보, 지적정보와 더불어 도시개발을 비롯한 교통, 환경, 방

재 분야의 정보화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정보를 제공해 준다.

◦ 도시시설물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 등이 포함된다.

◦ 이상의 도시시설물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도시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이 필요시된다.

 도시개발

◦ GIS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분

야이다. 지형도와 지적도면의 전자데이터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생활 편의

위주의 도시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관리, 지하토지이용계획, 용도

/지구/구역과 관련된 업무, 택지관리와 건설사업관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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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대중교통노선, 교통안전, 교통소통, 신호체계, 교통민원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

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낭비없는 교통행정과 편리한 대시민 교통정보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첨단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개발 및 활용으로 효율적인 도시교통관리를 추진중

에 있으나 각종 관련데이터의 호환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유발금이나 범칙금관리, 교통시설물관리, 자동차정보, 주차

관리, 대중교통계획, 교통방송운영 등이다.

 환경

◦ 환경분야의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지오

염정보, 광역권오염정보, 녹지관리, 상하수도위생관리, 거리청소, 폐수처리, 오존정

보, 재활용정보, 활동별 환경유해효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토지나 기상, 하천, 생태계의 동식물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준

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업무속성상 특정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요

청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의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수

집이 필요하다.

 방재

◦ 방재분야에서는 119구조, 응급병원정보, 응급처치, 홍수, 화재, 자원봉사정보, 재

난구제장비정보, 인력소재파악․동원, 지진, 범죄, 민방위, 안전사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타 분야와의 정보공동활용이 매우 중요시되는 분야이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119종합방재시스템이 소방․구조․구급에 초점을 두고있는 만

큼 향후의 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사후적 대응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자연재해와 대형

건축물사고에 관해서도 예측과 준비된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의 구축이 필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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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추진사례분석

1. 중앙정부의 도시기반정보화 추진

1.1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1) 추진목표

 GIS 활용기반과 여건 성숙화

◦ 지리정보시스템은 국토에 관한 각종 지도정보와 속성정보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관

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관련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 데에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

다.

◦ 그렇기 때문에 GIS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행정생산성 제고 등에 기반이 되는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전제하에 기본 ‘공간정보DB‘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에서 GIS국가표

준을 설정하며 GIS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GIS 활용기반과 여건을 성숙시키는

목표를 갖는다.

 GIS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 1999년까지 국가표준을 수용하고 공간정보DB를 활용할 수 있는 GIS S/W를 개

발하며, 2003년까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GIS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현재 추진중인 공간정보DB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2) 시스템 구축현황

 추진실적

◦ 지형도 전산화사업 : 1998년까지 1/1000 지형도 14,349도엽과 1/5000 지형도

11,430도엽을 전산화하였다.

◦ 주제도 전산화사업 : 본격적인 주제도 전산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주제도 표준과

제작지침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하시

설물도 작성 작업규칙」을 작성하였다.

◦ 공공 GIS 활용체계 개발사업 : 토지, 지하수, 토양, 지질,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5

개 공공 GIS 활용체계를 개발하였다.

◦ GIS관련 기술개발 : 기술개발을 위하여 Mapping, 기본 S/W, DB Tool,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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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술 등 4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 GIS 전문인력 육성 : GIS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결정자과정, GIS업무시

스템 이용자과정 등 7개 과정을 설치하여 총 34회에 걸쳐 608명을 교육하였다.

◦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를 대

상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GIS 표준화 : 표준화를 위해 지하시설물도 등 각종 수치지도의 표준을 제정하였으

며 메타데이터의 내용에 관한 표준화연구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 지형도 전산화는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과천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완료되었

으므로 타시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 기본도, 지하시설물도, 주제도 등 각종 수치지도의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각종 GIS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매년 600명 정도를 교육함으로써 인력수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국가GIS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3) 문제점

 지형도 전산화작업 등 사업추진이 정보공급자 측면만을 강조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

구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하다.

 표준화나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적극 보급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Clean Data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Framework Data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GIS표준화 및 기술개발 사업결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

넷이나 PC통신과 같은 온라인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GIS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의 근거가 부족한

점이 문제여서 ‘국토공간정보화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추진방향

 기본 공간정보DB의 기반구축, 수정 및 갱신

◦ 지형도와 주제도 전산화 사업 : 수치지형도를 지속적으로 수정․갱신하고, 지형정

보에 대해 3차원분석이 가능하도록 국가고도자료(DEM)를 구축하고자 한다.

◦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 : 담당기관과 부서를 확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체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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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하시설물도 작업지침을 확정한다.

◦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 지적도 전산화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도시, 농촌, 산간지역으로 나누어 총 720,000매에 이르는 기존 지적도의 전

산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GIS 전문인력 육성과 표준화 사업 : GIS 강사 양성과 GIS 응용시스템 구축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미 고시된 표준에 대한 보완작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응용부문에서 필요한 표준화 작업도 수행할 계획

이다.

 정부차원의 GIS 활용체계 개발지원

◦ 공공 GIS 활용체계 개발사업 : 토지, 토양, 산림, 지하수, 지질 등 5개 활용체계구

축사업을 지원한다.

◦ 지하시설물관리체계개발 시범사업 :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6대 도시를 대상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시범적으

로 실시한다.

 GIS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공간정보 관리․유통의 극대화를 위한 관련제도 법규 제정

5) 세부추진계획

 지형도 전산화작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수치지형도의 지속적 수정․갱신 - 1/5000은 국립지리원, 1/1000은 지자체

framework data도 함께 구축

지형정보에 대해 3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국가고도자료(DEM)구축

고품질 수치지도 제작․관리․공급을 위한 용역 수행

정보연계방안
지자체 및 일반인에게 제공

각 지하시설물관리기관에 공급

표준화방안 각종코드 및 도식을 사용자측면에서 표준화

법제도정비방안 표준제작 사양서 및 사용자지침 작성 배포

시스템구축방안

수치지도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 이용자들이 제작현황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

스템 구축

대외홍보를 위한 homepage 구축

통신망과의 연계

추진일정
수치지도 수정, 갱신

국가고도자료(DEM) 분기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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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도 전산화 작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토지이용현황도 전산화

도로망도 전산화

정보연계방안 네트워크 설치운영

법제도정비방안 수요자급증에 대비한 주제도의 유지․관리․갱신방안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지형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각종 기반정보를 활용

현재까지 개발된 GIS관련 가술과 표준 등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구축

정보연계방안 위 정보의 공동활용

표준화방안 표준화분과에 상정

시스템구축방안 지하시설물관련 정보DB와 도시공간정보기반DB를 연계

 GIS관련 기술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mapping기술 개발 - GIS입출력 및 공간분석 기술개발

기본S/W 개발 - DBMS 독립적인 GIS기본 S/W 개발

DB tool 기술개발 - GIS자료활용을 위한 DBMS 및 인터페이스 개발

시스템통합기술 개발 - GIS의 통합환경 권고안과 시스템통합 및 시범응용

S/W 개발

정보연계방안 GIS 기술개발 모니터링체계 확립

 GIS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GIS기초

GIS정책결정자, 관리자과정

업무시스템이용자과정

GIS분석가과정

GIS강사양성과정

GIS응용시스템 구축과정

GIS프로그래밍 과정

정보연계방안

기술분과와 표준화분과의 연구결과를 교육에 연계

시범사업을 강의와 실습에 반영

사업참여자를 강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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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표준화 사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국가GIS기본모델
국가GIS 상호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별 표준화

개방형 환경의 자료교환규격 표준화

정보구축

국가기본도/지하시설물도 표준 등 제정표준 보완 및 안정화

주제도 표준개발

GIS DB관리언어 표준화

정보유통 메타데이터 표준화

기타
GIS 한글처리 표준화

기술분과의 개발내용 표준화․활용방안 연구

표준화연구

분산객체지향 GIS의 표준화연구

3차원 이미지 데이터모델링기법 연구

초고속통신망 등 분산컴퓨팅환경에서 GIS서비스를 위한 운

영모델 연구

GIS서비스기반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구조화연구

시스템구축방안

정보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관간 정보유통 지원

-정보교환방식은 공통교환포멧 활용

-정보교환내용은 표준 수치지도 코드 활용

-효율적 검색을 위해 메타데이터 디렉토리 및 DB 구축

-초고속국가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서비스 환경 및 운영모델 구축

국가GIS 메타데이터DB 구축

-메타데이터 구축의 일정한 기준 제시

-인터넷상에서 메타데이터의 검색 및 교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의 개발

분산환경에서 이기종간 상호연동성 확보

-개방형 환경하에서 데이터구성을 위한 표준모델 적용

-GIS서비스 및 상호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요소별 표준인터페이스 적용

국가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화된 운영모델 개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지적도면 수치데이터 제공

주제도 제작(지번 등)

대장+도면 통합지적정보제공

정보연계방안 위 데이터를 고시계획, 시설물관리 등에 활용

법제도정비방안

토지이용에 따른 지적도면파일 정리방법, 절차근거

지적도면파일 제공절차

등본, 열람(대장+도면)의 수수료 근거

지적법개정(안), 지적도면 수치파일 작업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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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GIS활용체계 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지질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개발

토양자원전산시스템 개발

토지정책, 민원서비스, 토지행정업무 지원

지질관련 정보 구축

지하수 신고, 허가 등 관련 행정업무

임상정보, 산림이용계획정보, 산림경영계획수입정보

인터넷을 통한 작물재배적지 평가정보

표준화방안 수치지도의 표준화, 데이터저장 및 표현방법 표준화

 국가GIS 구축사업 지원연구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제2차 국가GIS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계성 제고방안

지하시설물정보의 공동활용 촉진방안

GIS데이터 통합관리운용

공간정보 유통기구 운용방안

수치지도 이용실태 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국토공간정보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구축사업 추진 뒷받침과 공동활용기반을 위한 국토공간정보화에 관한 법률

6) 기대효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행정정보의 80%를 차지하는 도면정보와 제반 속성정보를 컴퓨터에 저장․관리하

여 짧은 시간에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처리할 수 있으며 수작업에 비해 정보수

집․관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도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난예방 가능

◦ 지하, 지상 등에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구축되어 있는 도시시설물에 대한 도형정보

와 시공년도, 시공자, 보수사항 등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형정보

와 관련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처리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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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의 생산성 증대

◦ 각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관련 정보를 통합․구축함으로써 부서간

정보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 중복투자방지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지형도 및 각종 주제도의 통합을 통하여 주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 실무자가 업무추진에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

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단순 정보수집업무를 줄이고 분석업무를 향상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 정확하고 신속한 온라인 업무처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고 민원서류의 즉시 발급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함으로써 대국민 행정업무에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서비스

를 제공한다.

◦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이 증대되고, 행정정보에 대한

투명성 실현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

◦ 궁극적으로 종이없는 행정을 달성한다.

1.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1) 추진목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교통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교통관리를 자동화하는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한다.

2) 시스템 구축현황

 ITS 기본계획 수립 : ITS 추진목표 및 기본틀을 마련하고 한국의 여건에 맞는 지능

형교통시스템 사업결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과천 ITS 시범사업 : 시범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라 세부시스템 설계, 참여

민간기업 선정, 시범사업 시설물(ITS센터, 교차로교통제어, 버스정보, 주행안내, 자

동단속, 중차량관리, 자동요금징수, 주차안내 등) 설치 등을 실시하였다.

 도로교통정보관리체계 구축 : 통신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기본설계, 첨단신호시스

템 구축,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버스전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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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139대 설치,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

교통관리센터 기본설계 등을 추진하였다.

 핵심기술연구․개발 : 국가 ITS사업의 핵심공유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핵심 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속버스 등에 관한 주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타 첨단화물운송분야 및 첨단 자동차․도로분야 :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기본설계를

마치고 차세대 자동차기술개발은 G7과제로 추진한다.

3) 추진계획

 추진계획업무 : 수도권 도로교통관리체계 구축(수도권 국도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국

도교통관리시스템으로서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의 기능확충 및 운영), 수도권 교통정

보시스템 구축지원 및 기타 5개 권역 기본설계, 첨단교통신호시스템 구축, 무인교통

단속장비 확충, 핵심기반기술 연구개발, 대중교통주행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

체 ITS 사업지원 및 국고보조 등을 포함한다.

 정보연계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사, 민간정보사업체간에 소통상황이나 교통량

등을 호환할 수 있게 하도록 정보입수기관에서의 활용을 증대시킨다.

 표준화 방안

◦ 이용자편의 측면에서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간 네트워크, DB 등에 대하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 건설교통부에서 국제기구의 표준화내용, 민간단체, 학계, 전문연구기관, 관련사업

추진주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체표준을 작성한다.

◦ 관련부서로 구성된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4) 기대효과

 교통혼잡 완화 : 첨단 신호제어, 고속도로진입 자동조절, 돌발상황의 조속처리 등으

로 교통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다.

 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 : 개인의 시간계획에 따라 최적 이동시간, 이동수단 및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대중교통의 운행정시성 향상, 정류장 대기시간 감축, 차

내 혼잡도 개선 등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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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향상 : 교통사고상황, 도로공사, 기상변화 등 차량과 도로의 위험상황 자동경

고 및 제어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다.

1.3 환경정보화 시스템

1) 추진목표

 2000년까지 환경행정의 수행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추진목표가 있다.

 자연생태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주요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오염원정보, 측정망정

보, 국토현황정보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입수 및 공유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서 종

합환경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수립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수계수질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정책자료, 환경오염 예․경보 등 필요정보를 적

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한다.

2) 시스템 구축현황

 자연생태계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자연생태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GIS DB로 구축하고 이를 관련 수치지도와 연계함으로써 자연생태계관리를 효과

적으로 지원한다.

◦ 연차별 자연생태계 조사계획에 따라 얻어진 현지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도면정보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GIS 및 원격탐사를 이용한 환경관리

◦ GIS를 이용하여 환경주제도 자료집 및 오염원․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각

종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매립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매립시설

관리정책을 지원한다.

◦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녹지자연도, 전국 3차원지형도 제작 및 수질오염 현황분석

등을 통해 자연환경 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 및 광역적인 환경감시활동을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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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유통 및 사고대응방안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 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물질연구, 국제협력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화학유

통량 조사․입력 등에 있어 실질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정

보서비스를 확대한다.

 환경연구정보시스템 개발

◦ G7 정보사회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환경연구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한다.

◦ 환경연구․기술정보시스템, 연구지원 및 관리시스템, 전자도서관시스템, 정보교류시

스템, 연구행정지원시스템 등 분야별 단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동북아지역 국가간 환경오염현황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동북아 환경정보교류시

스템을 구축한다.

 폐기물재활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국내 폐기물재활용 대상자원의 발생․유통․처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재활용정책 수립 및 관련산업을 지원한다.

◦ 폐기물재활용관련 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한 폐기물재활용 해외정보시스템, 재활용시

설공사 및 프로젝트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 구축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기법을 활

용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효율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

고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 평가관련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등 기초작업을 수행한다.

3) 추진계획

 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 및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기술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분류․가공․보급․관리하는 국가차원의 환경기

술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환경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 환경기술정보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전산망구축 및 시스템개발 위한 용

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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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상수도종합계획시스템 구축

◦ 전국상수도종합계획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시스템 개발로 국가 수

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 170여개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에서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시스템으로 공동활용한다.

 환경부 주전산기 교체 및 2000년도 표기문제 해결

◦ 외산 주전산기의 리스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국산 주전산기로 교체하여 2000년도

표기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

4) 기대효과

 기 구축된 정보화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정보기술을 이용

한 정책수립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행정의 과학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환경기술정보의 신속한 획득․전파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산업의 수출산업

으로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관련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정보이용의 촉진으로 고도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환경정보 관리․분석․활용

체계 확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환경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1.4 국가안전관리시스템

1) 추진목표

 1996년에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관리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예방, 대비, 응급대응, 복구․부흥 등 각

단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안전관리체제를 연결함으로써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예

방, 예보,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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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표 III-1] 안전관리관련 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명 주관부서 구  축  내  용

국가안전관리

시범시스템
행정자치부

재해․재난 상황관리, 위험시설물관리, 업무중심으로 중

앙․지역안전관리센터, 운영용 S/W를 시범적으로 개

발․시험 적용

방재전산시스템 행정자치부
풍수해관련 재해에 대한 피해상황 보고 등을 대상업무로

하며 IBM환경에서 개발

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지령운영시스템, 지령관제시스템, 차량관리시스템, 정보지

원시스템 등에 대한 1차사업(기본설계)을 마치고, 2단계

사업(구현)이 진행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병원의 응급시설, 응급의료인력, 응급의료장비현황 등을

DB로 구축하고, 129센터에서 신고자 위치정보를 활용하

여 인근 병원에 구급차 출동에 활용(서울시 시범지역)

혈액유통관리

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

혈액원과 병원간 통신망을 구성하여 혈액유통정보를 관

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방재기상시스템 기상청
자동관측(AWS) 기상자료 및 위성레이더 영상자료 수

집․분석을 통한 기상정보 표출시스템 구축

해상안전정보

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선박입출항정보, 선박위치정보, 위험물위치정보 등을 DB

로 구축하고 신속한 수색구조 등에 활용할 시스템 구축

해양구난방재시스템 해양경찰청
표류선박 위치추적 및 수색방향 제시, 오염물질의 경로

예측 등을 위한 해양방재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을 통해 방재정보 전산시스템과 재

해상황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나 예방적 차원뿐 아니라 구조정립에 관한 종합적

정보관리체계의 미비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곤란하다.

 그 외 홍수통제소, 해양수산부, 소방방재본부 등 재해관련 기관에서 각각 정보시스템

을 구축중이나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안전관리를 위한 통신망이 주로 유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시 통신두절 등으로 인

해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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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축계획

 2002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중앙안전관리센터와 지역안전관리센터에 따

라 각 단계별 사업내용을 갖는다.

 국가안전관리정보의 DB 구축

◦ 1999년까지 수해, 화재, 폭발사고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유형별로 전담기관이 중심

이 되어 기능별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한다.

◦ 기상, 가스, 유류, 지리 등 안전관리의 기능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안전관리센터 운영

◦ 중앙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기능별 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지역안전관리센터를 종

합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국가안전관리 통신망 구축

◦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의 재난방지시스템을 연계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무선통신을 통신망 구축에 적극 활용한다.

◦ 1999년까지 안전관리 통신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고, 무선을 이용한 정

보입력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002년까지는 통신망

을 다원화하고 위성통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2000년까지 재난피해, 상황처리 시뮬레이션 등 첨단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4) 기대효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전략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방재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재해․재난예방, 대비, 응급대응, 복구․부흥 등 단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재관

리시스템 구축의 본래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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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시도의 도시기반정보화 추진계획

2.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행정정보화에 부

가하여 도시기반정보화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도시기반 정보화 추진의 선결과제로 공간DB 구축, 인력확보, 교육지원, 추진조직정

비.국가단위의 사업내용 분석을 위한 GIS사업,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개발, 환경

관리 정보화,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정책의 연계

등을 검토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부서별 사업 추진현황, 인천광

역시 네트워크 환경, 현 정보기술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분석(현행프로세스 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실시하여 추진사업을 결정하였다.

 추진사업은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 도로, 도시계획, 녹지, 교통, 재난, 환경, 지

적, 주택건설관리시스템 등이다. 시스템 구축방침, 시스템 구성, 도시정보시스템 운용

등에 있어 구․군 업무연계방안(업무유형, 시스템 이용, 도형 데이터베이스 수정방

안)에 중점을 둔다.

2.2 경기도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 경기도는 행정, 산업, 생활정보

시스템 계획의 각각에 기반구축 계획을 포함한다.

 행정정보시스템 계획부분에서 도시정보시스템 정비방안을 논하면서 업무분석, 정보시

스템 구축전략, 도정정보시스템 구축방향을 다루었다.

 산업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생활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통해 기반정보와 관련하여 정

보서비스 내용 및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 구축계획, 통신망 아키텍처, 시스템 아

키텍처, 보안계획을 수립하였다.

2.3 강원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부문별 정보화계획인 사회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

의 내용에 각각의 기반구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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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정보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별로 구분하여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 1단계 사업 : 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사이버학교, 도민 정보화 교육, 농어촌 지

역 PC 보급, 농어촌 정보화 교육, 보건소 중심의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 2단계 사업 : 계속사업, 자연경관 시뮬레이션 구축, 동호인 전원마을 정보화 기반

정비, 문화정보센터 구축, 사회복지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주민안전생활지원시스

템

 산업정보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별로 구분하여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 1단계 사업 : 종합관광정보센터 구축, 전자시장 활성화, 산업정보서비스 제공, 청

정농장 관리정보시스템, 도․농교류정보 시스템, 농수산정보서비스 제공, 지식기반

산업 육성 지원

◦ 2단계 사업 : 계속 추진사업, 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유통 POS 구축, 컨벤션 산업

기반조성, 실버산업 육성(원격시스템)지원

 행정정보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별로 구분하여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 1단계 사업 : 공무원 정보화 교육, CIO제 도입, 1인 1PC 보급확대, 네트워크 기

반의 정비,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의 고도화, 그룹웨어/전자결재 도입, 지역정보

화 역기능 대비, 업무과정재설계(BPR),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체계

정비, 재택서비스(전자신고/전자신청),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2단계 사업 : 계속 추진사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PC를 이용한 협조체제 구

축, 지역 공공시설 관리 체계 정비,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비영리조직

(NGO)간 협의체 형성

2.4 충청남도

 부문별 계획으로 산업정보화, 사회정보화, 행정정보화에 부가하여 지역개발정보화를

독립된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개발정보화 기반조성계획에서는 GIS DB구축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응용시스템으로서는 도시 및 자원관리, 교통관리, 환경관리,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표준화, 인력양성과 교육, 법제도, 정보문화 확산 등인데 기본구도는 국가와 충남을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1단계는 기반조성단계로서 1998년부터 2000년까

지, 2단계 개발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3단계 완성 및 정착단계는

2011이후로 설정하고 다음의 두 가지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환경관리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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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기반조성단계) 1998-2000

- 2단계(시스템개발 및 사업) 2001-2005

- 3단계(체계확정 및 활용) 2006-2011

◦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단계 및 내용

- 1단계(재난관리정보시스템 기본조사 및 시범사업) 1998-2000

- 2단계(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2001-2005

- 3단계(연관사업 활용 및 유지보수) 2006-2011

2.5 전라남도

 부문별 계획으로 행정, 산업, 생활, 교육․연구 정보화에 부가하여 ‘도시정보화 - 정

보도시개발’이라는 편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도시정보화에서는 도시정보화의 개념과 필

요성, 정보도시의 개념과 기능, 도시정보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교육․연구정보화의 네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획을 설정하였다.

◦ 도시정보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 도시정보화 기반구축

◦ 지리정보체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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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리정보시스템(GIS)

1. 개념 및 의의

 GIS는 공간적 위치(spatial location)를 가지는 데이터를 관리, 매핑, 분석하는 시

스템으로, GIS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운영인

원, 조직이 모인 시스템을 일컫는다.

 GIS의 기본요소

◦ 지리정보의 축약(Encoding)

◦ 지리정보의 저장(Storage)

◦ 지리정보의 분석(Analysis)

◦ 시각화(Visualization)

 지방정부 GIS 구축의 이점

◦ 지방정부에서의 GIS 구축사업은 동일한 또는 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업무로부터 큰 혜택이 추출될 수 있다. 이러한 효

율성의 증진은 대부분 GIS 구축에 따른 데이터 유지보수의 비용절감효과에 기인한

다.

◦ 성공적인 GIS의 구축은 부서간 정보의 흐름과 소통을 개선하며, 조직 전체의 표준

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직결된다. 만약 조직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GIS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GIS 구축의 효과는 그림에서 처럼 관련된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정보기술 및 응

용시스템이 전체 조직체계의 바탕 위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극대화될 수 있다.

데이터

응용 시스템정보 기술

GIS 

조직 체계

[그림 III-4] GIS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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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GIS 관련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

운 GIS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새로운 방향은 기능모듈의 컴포넌

트(component)화와 네트웍 환경에서의 GIS 시스템 구축기술 및 거대 데이터베이스

관리기술에 집중되고 있다(관련 기술의 동향은 [부록 III-1]을 참조).

2. 서울시의 GIS사업 추진현황

2.1 GIS 사업의 추진현황

2.1.1 시설물관리 분야의 GIS 구축

 현재 서울시 GIS는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관리분야(Facilities Management:

FM)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교통, 도시계획, 환경분야 등이 중점

구축대상이다.

 시스템 및 기본도 통합에 관한 사항

◦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로관리, 상수도, 하수도, 지적대장 등을 담당하고 전기는 한국

전력, 통신은 한국통신, 도시가스는 강남가스공사,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와 에너

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관장되고 있다.

◦ 현재 한전은 1/1200, 한국통신은 1/5000, 가스는 1/1200의 기본도를 갖고 있

다.

◦ 통합시스템을 가칭 관망통합관리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축척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치 않아 방대한 전환작업을 필요로 한다.

 개별시스템 사업현황

[표 III-2] 개별시스템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자 지하시설물 입력도면 구 축 지 역

전기 한국전력 1/600 지적도 강동, 송파

통신 한국통신 1/5,000 지번약도 서울 전지역

도시가스
강남 도시가스외 4개

회사
1/1,200 항측도

16개구 완료, 6개구 추진중

3개구 예정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1/1,200 항측도 4개지역 완료, 3개지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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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GIS 사업 추진현황

[표 III-3] 서울시 기관별 기타의 GIS 관련사업 추진현황

분야 추진부서 과업명 추 진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용지도

지적

각 구청

지적과

공시지가 현황

도면 관리시스템

지가현황도면 관리시스템

구축
-
1997.9 -

1998.3

공지지가

현황도면

강남구

지적과

강남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토지대장 전산화 및 관련

확인서 온라인 발급
325

1996 -
지적도

도로

강남구

토목과

공사설계도서 및

도로굴착복구

전산화

설계도서/공사대장 입출력

도로시설물에 대한 이력

도형 입출력 정보확인

131
1997.11

-
지적도

광진구

도로과
도로관리시스템

도로대장 작성

시설물현황 전산입력
- 1997

1:5,000

수치지도

소방

방재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

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구축

119신고시 재난 위치 파악,

구조구급정보 제공
315

1999 -

2000

1:5000

수치지도

방재기획과
서울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재해, 재난 정보를 체계적

관리, 재난시 효율적 대응
4,057

1997.12

- 1998.5

1:5000

수치지도

교통

교통운영

개선기획단

도로표지시스템

구축사업

도로표지 관리, 관리지침

개발 및 안내문안 선정
360

1997.12

- 1996.2

1:5000

수치지도

운수물류과
물류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개선대상지구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
1,181 1998

1:1000

1:5000

중구

교통행정과
교통관리시스템

교통량, 시설물, 주차관리,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50

1995.12

- 1996.2

1:1200

항측도

동작구

교통행정과
교통관리시스템

교통량, 시설물, 주차관리,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63
1995.9 -

1997.2

1:500 도로

시설물도

강서구

교통행정과
교통관리시스템

교통량, 시설물, 주차관리,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
1996 -

1999

지적도,

도시계획도

서초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및

자료관리체계

교통량, 시설물, 주차관리,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45
1997.1 -

1998.1
항측도

송파구

교통행정과
교통관리시스템

교통량, 시설물, 주차관리,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80

1998 -

1999
항측도

도시

계획

도시계획국

지리정보과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도시계획 관리 및 기획 - 1999 -

1:1000

1:5000

주택
주택국

주택재개발과

항공사진제작 및

판독전산화

음화형태로 보관된 항공

사진을 전산화하여 검색
49 1997 항공사진

기타

기술심사

담당관

지반정보관리

시스템

서울시 전역의 지반정보에

대한 전산화
169

1996 -

1998

1:5000

수치지도

행정관리국

추진팀

새주소

부여사업

서울시 전역에 대한 건물

방식의 새주소 부여
20,812

1998 -

1999

1:1000

수치지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시설물도면 DB

구축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개발
-
1997 -

1998
-

서울시

지하철공사
선로관리 전산화

지하철 1-4호선 운행구간

선로관리 전산화
-
1994 -

1997

1:1200

항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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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고용창출관련 GIS사업

 전체사업 개요

◦ 사무직, 전문직 고용창출(1998-2000)을 위한 총 12개 사업을 포괄한다.

◦ 사업예산은 918억원이고 고용창출 연인원은 897,000명이다.

◦ 행정관리사업은 7개 사업으로 총 409억원의 예산과 연인원은 510,000명이다.

◦ 지리정보사업은 5개 사업으로 총 509억원의 예산과 연인원은 387,000명이다.

[표 III-4] 지리정보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1998년 

사업비

1999년 

사업비

2000년 

사업비

고용예상

연인원
추 진 사 항

도로관리 17,998 3,366 6,763 7,859 75,067 5개자치구 사업시행중

상수도관리 17,408 2,686 12,377 2,345 197,600
상수도 GIS 사업계획 및 실업자

고용계획 수립

하수도관리 13,910 939 2,590 10,381 94,814 사업자선정을 위한 설명회개최

도시계획관리 1,000 1,000 16,800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분석중

하천관리 646 646 2,880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분석중

총계 50,952 6,991 23,376 20,585 387,161

2.2 서울시 GIS 구축과 관련된 문제

 정보화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이다. 1980년대

에 수행된 미국의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프로젝트의 25%가

완성되지 못하였거나 그 결과물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1996년 미국의 360개 회사의 정보화 사업을 조사한 결과는 더욱 비관적인데, 42%

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에 취소되었고 50%의 사업이 최고경영자의 기대를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GIS 구축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기술적 문제,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 및 조

직에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시 GIS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

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전반적인 해결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2.2.1 기술적 문제

 최근의 정보기술 환경은 단독(monolithic)시스템에서 다층구조의 시스템으로 변화하

면서 기존의 GIS 엔진들이 더 이상 이러한 구조에 맞지 않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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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은 계속 개발 중이어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미래

에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선택하기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변혁의 주

된 원인은 GIS가 그 동안 정보산업의 주류가 아닌 외곽의 한 분야로서 몇몇 특화된

GIS 업체가 주도하는 틈새시장이었으나, 최근 정보산업의 주류 업체들이 GIS에 관

심을 기울이면서 GIS 제품개발과 시장점유에 있어서 기존의 GIS 업계와 정보산업의

주류업계 사이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주도적 기술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성은 인정되나 장래가 불명

확한 기존의 기술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안정성을 보장하

지 못하는 신기술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시스템 구축의 경우마다

의사결정자 또는 자문위원회의 선호에 따라 GIS 구축기술과 방향에 대한 기술적 선

택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스템 통합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GIS 구축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의 선택에 있어서 한 회사나 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으면 미래의 위험부담도 그만큼 높아진다. 반면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여

러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추후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응용시스템 도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GIS 기술선택에는 이러한 통합성과 위험부담을 적절히 조화시켜

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2.2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

1) GIS 데이터의 특성

 외국 지방정부의 GIS 구축경험을 보면 데이터 구축에 전체 비용의 약 70-80%가 소

요되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형정보의 구축과 유지관리가 전체

GIS 구축의 효율성을 좌우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 구축비용과 혜택

의 변곡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GIS 구축사업의 효율을 결정한다.

편익(Benefit)
비용(Cost)

기술 비용

데이터 비용

비용/편익
분기점

시간

[그림 III-5] GIS 비용/편익 모형



III. 도시기반정보화
━━━━━━━━━━━━━━━━━━━━━━━━━━━━━━━━━━━━━━━━━━━━━

- 220 -

 데이터 구축과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본적 방법은 통합과 공동운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GIS 구축사업은 조직의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통합된 시

점에서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역설적으로 GIS 구축사업이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의 통합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의 문자 데이터베이스가

GIS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으며, 연계와 통합은 데이터베이

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뿐 아니라 새로운 분석기능과 정보의 부가가치를 얻기 위

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지 않은 단계에서

GIS를 통해 이를 통합․연계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계획 및 사업의 수행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2) 기반데이터(framework data) 미비

 서울시는 국립지리원과 함께 1996년부터 1:1,000 및 1:5,000 수치지도를 제작하

였으며, 이 사업은 1998년 말 완성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 수치지도를 GIS의 기본

도로 활용하여 1999년부터 본격적인 응용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

다. 대축척 기본도인 1:1,000 수치지도는 대분류(9), 중분류(44), 소분류(383)로

지형지물이 분류되어 입력되어 있으며 400x300m의 도엽으로 나누어 제작되고 있

다. 이 기본도는 아직은 clean data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고 속성

정보도 가지고 있으나 그대로 GIS 기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본

도가 가진 한계점은 위상관계가 형성이 완벽하지 않고, 속성자료가 미비하며, 도엽간

연결이 완벽하지 않으며, 도형정보 입력이 부실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본도를 GIS 기반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들여 가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반데이터의 구축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는 1998년 기본도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

1999년부터는 유지관리가 시작되는데, 기본도의 유지관리를 현재의 도엽을 수준으로

한다면 부분적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GIS 기반데이터 전체의 구축과정을 다시 거

쳐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의 낭비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

지관리의 측면에서도 서울시 GIS 기본도는 현재의 수치지도 수준이 아닌 완벽한

GIS 데이터의 성격을 갖춘 기반데이터의 수준으로 구축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반데이터의 구축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응용시스템을 구

축할 때마다 기본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GIS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향을 생

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축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커지며 추후 GIS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반데이터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시급한 과제는 도시정보관리의 기반이 되는 지적

데이터의 구축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까지 지적도의 전산입력작업은 많이 진척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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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형도와의 불부합문제로 그대로 지형도와 중첩하여 지형지적도를 만들 수가 없

어, 1999년도부터 지형도를 기준으로 지적도를 편집, 중첩하여 편집지적도를 만드는

중이다.

3) 데이터 통합의 문제

 현재의 서울시 GIS 구축계획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응용시스템을 업

무부서별로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각 구청별로도 GIS 응용시스템의 개발이

산발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외부기관에서도 자체적인 G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조정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각 부서, 자치구 및 외

부기관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들은 하드웨어, OS, 데이터 포맷, 정확도, 범례, 규

격, 범위 등에서 서로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개별 시스템 구축 후의 통

합작업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 유지 및 갱신의 문제이다. 사실 지금

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GIS 구축의 가장 큰 실패원인은 데이터의 유지관리 계획

을 수립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GIS 데이터는 최신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 유지갱신이

중요하며 이 데이터 유지의 비용은 구축 후반에도 줄어들지 않는다. 만약 GIS 데이

터베이스가 통합되지 않는다면 같은 정보가 여기저기에 중복 저장되고 갱신작업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적시

에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서간, 구청간 데이터베이스가 불일치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3 조직의 문제

1) 조직구조의 문제

 지방정부는 기능 전문성(직능)에 의해 조직되며 각 부서는 직능에 따른 위계적 구조

로 조직된다. 이에 반해 GIS의 구축 작업은 자원의 공유와 부서간의 의사소통, 구축

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많은 부서의 참여와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하며, 수

평적 구조가 없는 조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GIS 프로젝트 책임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의 역할은 종종 기술적 자문에 그치고 부서별 업무 한계에 의해 매우 제

한된 범위의 권한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GIS 과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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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참가자들은 보통 각 부서에서 차출되어 한시

적인 팀을 이루게 되어 GIS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GIS 구축작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 산하의 지리정보과이지만 현

재의 조직체계는 이 부서의 업무분장 및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 조

직으로는 서울시 전체의 GIS사업을 총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GIS를 통합 구축하기에는 문제가 있

다. 또한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GIS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상 관련이 없

는 경우 본청에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예산체계의 문제

 GIS는 다년간을 거쳐 일관된 작업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예산은

일년 단위로 편성되며, 이에 따라 초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GIS 구축계획도 예산

의 감축, 삭제, 지연 등의 문제로 도중에 중단되거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행하여진 기본연구를

토대로 1995년 GIS 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9년 이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다. 1995년의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기본적인 GIS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

까지는 GIS를 도시정보시스템(UIS)로 확산하여 서울시 종합정보 전산망과 연계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의 지속적 추진은 회계연도 개념의 예

산확보 체계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3) 조직에서의 우선순위

 GIS의 구축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선

거, 자연재해, 책임자의 경질 등으로 인하여 조직에서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위 간부들은 GIS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로 인하여 GIS 구축사업이 충분한 경영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GIS 구축은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고위공무원,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하여 GIS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

려는 경향이 있다.



III. 도시기반정보화
━━━━━━━━━━━━━━━━━━━━━━━━━━━━━━━━━━━━━━━━━━━━━

- 223 -

4)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감독과 결과의 평가

 비용과 구축일정, 질적인 면에서 GIS 프로젝트의 수행과정 감독은 매우 어렵다. 종

종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조직의 우선순위, 예산, 가용인력 및 자원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가변적이다. 이러한 요소에 의해 GIS 구축사업에는 시작 전에

예상하였던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완성

되면 이를 성공으로 간주하지만 GIS 프로젝트의 질에 대한 평가항목은 이 외에도 실

제 사용자의 만족도 등 여러 요소가 있다.

 GIS 프로젝트의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성패의 기준이 시간에 따라, 보는 관

점에 따라(개발자와 사용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사용자의 만족은 예산

이나 구축기간에 비해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종종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GIS

시스템의 활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GIS 구축 초기에 있어서 프

로젝트 책임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프로젝트 성패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다.

3.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3.1 GIS 구축환경으로서의 서울시 정보화의 현황

 서울시의 정보화 단계는 비용 효율화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형편으로, 정보화 도입의 수준에 있어서는 Nolan 모

형의 두 번째 단계인 확산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조직

및 업무체계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GIS 구축에 대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매

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관련 이론은 [부록 III-2] 참조).

 현재 서울시는 사용자 부서별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부서의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낮으며, 조직전체의 GIS 구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관리상태는 URBIS 모형의 혼합상태에

가까우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GIS 구축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

 GIS 관련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대는 과거와 다른 GIS 구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과거에 독립적으로 구축, 운영되던 시스템들이 연계되고 통합되며 데이터를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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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지속적인 데이터와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확고한 자원(재원 및 인

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많은 부서의 요구를 조정․통합하기 위해서

는 조직 내부의 정보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GIS 응용시스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운용요원의 자질이 높아야 한다.

◦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그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종종 기존의 기술과 데이터를

버려야 할 경우가 있다.

 GIS 구축사업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와 완성된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

용부서 중심의 Bottom-up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GIS 구축에 관련된

이러한 복잡성, 불확실성, 상호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각 부서별로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이들 시스템의 연계를 도모하는 Bottom-up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GIS의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GIS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Top-down방식이다. 특히 URBIS 모형의 혼합상태

에 해당되는 현재의 서울시 정보화 관리상태를 효과적인 통제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 Top-down방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Top-down방식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수행과정의 감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고 아직은 필요한 관리인력 및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조직체계 정비 전까지는 Top-down방식과 Bottom-up

방식을 조화하는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2 서울시 GIS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3.2.1 전략계획의 필요성

 서울시 정보화의 단계와 관리상태로 보아 GIS 구축사업에는 많은 위험부담이 가로막

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축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GIS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과 통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고위급의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이 계획을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서울시 정보화의 단계를 확산단계에서 통제 및 통합

단계로 도약시키고 정보화 관리상태를 혼합상태에서 전략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GIS

구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계획에는 기존의 GIS 구축계획이 치중하고 있는 데이터와 기술적 부분에 부

가하여 GIS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측면이 강조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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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직능 부서별 업무체계 중심으로 정의된 시스템 기능과 우

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3.2.2 GIS 전략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목표체계

◦ 장기적 목표체계의 명확화

◦ 조직자원의 장기적 지원의 명확화

 타당성 분석

◦ 재정적 타당성: 비용, 시스템 구축의 재정적 혜택, 성과측정의 방법 등

◦ 기술적 타당성: 소요기술의 가용성, 타당성, 실용성, 기술교육의 가능성 등

◦ 조직적 타당성: 재원조달, 과업수행 능력, 조직체계/업무수행과정에의 영향 등

 실행계획

◦ 수요 및 데이터흐름 분석

◦ 시스템 설계 및 상세(specifications)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 교육계획

◦ 단계별 실행계획

3.3 서울시 GIS 구축의 기본방향

3.3.1 기술적 측면

 통일성과 유연성의 확보

◦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GIS 시스템들은 하드웨어 및 OS, DBMS

및 GIS 엔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인터페이스 체계 면에 있어서 통일성과 상호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 동시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응용시스템들이 기존의 체계에 용이하게 접합되어

개발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처리가 가능

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GIS 구축을 지향

◦ GIS의 공간데이터 및 속성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

이스 GIS 모델은 현재로서는 완성된 기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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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GIS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GIS 구축도 이에

맞추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공간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리 많지 않으며 아직

까지는 공간데이터 처리기능이 제한되어 있지만 서울시 GIS 구축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문자 및

공간 데이터 뿐 아니라 그림, 음향, 동화상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는 유니버설서버를 통해 서울시 행정 MIS와 GIS가 통합되어야 하므로 이 방향으

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사용자를 고려한 응용프로그램 지향적(Application-oriented) GIS 구축

◦ GIS 구축과 관련된 모든 작업, 즉 수요분석에서부터 데이터 전환, 기자재 구입 등

의 작업들이 이와 연계된 응용프로그램과 또는 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

◦ 이러한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GIS 구축만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적인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응용프로그램 지

향적 GIS의 구축은 사용자 편의를 향상하고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데스크탑 컴포넌트의 자체 개발

◦ 데스크탑(desktop) GIS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한다. 이 분야에서는 외국과의 기술

격차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서울시 GIS 구축시 데스크탑 GIS 컴포넌트들을 시범

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이러한 기술개발은 GIS 기술의 외국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며, 외국

지방정부의 GIS 사업에서 장기적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

과가 입증된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용자용(front-end) 컴포

넌트들을 사용하면 DBMS와 GIS 엔진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서간 사용자 인터페

이스가 자동적으로 통일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서 이동시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수적 이점도 있다.

◦ 자체적 GIS 컴포넌트의 개발에 있어서는 브라우져(browser)와 질의(query) 기능

을 가진 간단한 모듈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제작 및 편집기능으로 개발 범위를 단계

적으로 넓혀나가며, 장기적으로 분석기능을 추가하여 자체개발 컴포넌트의 사용범

위 확대하는 전략이 유용할 것이다.

 인터넷/인트라넷 기반의 GIS 개발

◦ 서울시는 본청의 각 부서와 사업소, 지방공사, 25개 자치구, 그리고 수많은 동사무

소가 연계된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에서의 클라이언트/서버 컴

퓨팅 환경은 인터넷/인트라넷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GIS는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



III. 도시기반정보화
━━━━━━━━━━━━━━━━━━━━━━━━━━━━━━━━━━━━━━━━━━━━━

- 227 -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GIS 구축을

위한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인터넷과 인터넷기술을 조직의 네트웍에 활용하는 인트라넷은 미래의 GIS 작업환

경이 될 것이다. 인터넷/인트라넷 GIS 분야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태동기로, 속도

및 기능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으나 미래의 표준이 될 잠재력이 있다. 서울시 GIS

구축에 있어서 초기부터 부분적으로 이를 도입하여 활용 방안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기술도입의 수준

◦ 기존의 기술의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신기술의 가능성을 선택해야 하는지

는 어려운 문제로 일반적인 답이 있을 수 없지만, 초기에는 안정성이 입증된 기존

의 기술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소 신중한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술선택의 방식은 GIS 기술의 급변에 제대

로 대처하지 못하여 추후 시스템 변경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효능이

인정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검토하여 받아들이는 과정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양면적 접근방식은 GIS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신

기술을 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3.2 데이터 측면

 데이터 중심(Data-centric) GIS 구축

◦ 업무영역별로 제한된 기능을 가진 독자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GIS

구축방식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중복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추후 유지

관리와 갱신에 있어서도 비용의 낭비와 업무 영역간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응용프로그램 중심의 구축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GIS 구축방식이 필요하다. 즉 서울시 전체 조직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먼

저 구상하고, 이에 맞추어 각각의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중복 구축을 예방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

요가 예상되는 개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정의하고 위계를 설

정한 다음,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이에 부수된 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추후

위계가 낮고 부수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지방정부의 GIS 구축은 초기부터 그 효과를 입증해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GIS 구축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기반데이터에 관련된 응용시스템들은 장기적으로는 전체 GIS 구축의 효

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구축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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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므로 GIS 구축의 실제적 효과가 큰 부문을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인

지, 추후의 시스템 구축에 응용도가 큰 기반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

해야 할지가 쟁점이 된다.

◦ 하나의 가능성은 우선적으로 기반데이터의 연관성이 크고 구축효과 또한 높은 분야

부터 시작하는 방법이다.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시스

템은 이러한 시각에서 적절한 시작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계획의 추진에 있어

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추후 다른 시스템에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초기부

터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관리/통합이용 체계 구축

◦ 서울시 전지역의 GIS 구축과 유지관리 작업을 본청에서 모두 소화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용관리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

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 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갱신은 해당부서 또는 자치구

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되 이용시에는 어느 부서 또는 자치구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이용하는 분산저장 및 통합이용의 개념이 가장 바람직한 구축관리 방향이다.

- 데이터베이스의 분산구축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들은 해당 관리부서에 구축하여

분산저장하고 갱신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분산 DB의 통합이용: 각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긴밀히 연계되

어 사용에 있어서는 통합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분산관리/통합이용의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치밀한 데이

터 중심의 구축계획에 입각하여 위계적이고 상호협조적 체계로 추진되어야 하고,

각 데이터의 갱신 및 이용권한에 대한 부서별, 구청별 권한과 책임이 사전에 면밀

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위계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유지보수 및 갱신의 권한, 책

임, 주기,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등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부서 또는 구청별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양하고 최대한 상호협력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외부기관(한전, 한통, 가스공사)과 인접한 지방정부와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GIS 구축방식과 분산관리/통합이용 체계의 구축은 서울시

GIS의 기반데이터 구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기반데이터 보급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확립과 유통기구(Clearing House)체계의 정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데이터 중심의 GIS 시스템군 및 구축단계의 구분

◦ 서울시 GIS의 하부시스템 1999년 시행할 GIS 기본계획에서 상세한 수요조사 및

업무분석을 거쳐 구분하겠지만, 우선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대략 다음의

7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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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군: 지적관리 등

- 도로 중심의 시설물 관리시스템군: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지하매설물

- 도시개발 관리시스템군: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주택 및 건축, 건설관리

등

- 교통 관리시스템군: 교통관리, 교통시설물 및 주차 관리, ITS 등

- 환경 관리시스템군: 대기, 수질, 광역녹지, 공원, 녹지, 개발제한구역, 하천, 가

로수, 환경오염원 관리 등

- 재난 관리시스템: 자연재해, 소방, 재난 관리 등

- 기타: 지역경제, 복지보건, 세무/재무, 문화관광 종합관리 등

3.3.3 조직 측면

 단기적 관리조직

◦ GIS 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고위급의 책임자와 GIS 조정위원회

(Steering Committee) 및 실무팀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 책임자는 GIS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보화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

임직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조정위원회도 자문의 형태가 아니라 전임직으로서의 책

임과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만이 URBIS모형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정보화 및 GIS 구축에 따른 편익이 구축 책임자와 구축조직과 직

결되게 함으로써 GIS 구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단기적으로는 인원 및 조직체계 면에서 GIS 구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실무팀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보화담당

관실과 지리정보과를 통합하여 정보화 책임자와 GIS 조정위원회에 하부조직으로

운영하며, 이들 조직을 기존의 실, 국, 과에 부속시키지 말고 시장 또는 부시장직

속의 별도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장기적 관리조직

◦ 중장기적으로 GIS 구축업무가 진행되고 자치구, 외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의 통합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면 GIS 추진조직을 시조직의 내부에 두지말고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서울시가 자치구와 공동으로 자

본금을 출자하고 인원을 파견하는 형태의 지방공사를 만들어 서울시 GIS 구축에

관한 통괄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세분되어 있으므로 도시정보시스템의 구축

은 비교적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후 인접지역과 통합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작기관을 설립한다. 특히 인접지역간의 연계통합이 중시되는 교통, 재난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Los Angeles 카운티의

MTA, New York 주의 TRANSCOM, Houston의 TRANSTAR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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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미국의 지방정부와는 달리 많은 자치권이 자치

구에 부여되어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GIS 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는 지방공사와 같은 합작기관의 형태가 가장 적합한 조직체계로 판단된다.

3.4 단계별 구축전략

 구축단계의 구분 및 단계별 목표

◦ 서울시 GIS 구축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기반데이터

정비와 시범사업, 2단계는 본격적으로 각 업무에 활용할 GIS 응용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시정 전반의 경영정

보시스템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한다.

 1단계: 기반데이터 정비 및 시범사업 단계

◦ 1단계는 기반데이터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GIS 기술에 대한 익숙도를

높이고 구축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이다.

◦ 1단계의 주된 과업은 편집지적을 포함한 GIS 기반데이터 구축에 있다. 편집지적

제작사업은 현재 계획에서와 같이 정적인 지형편집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

적의 변동사항이 항시 갱신, 유지관리 될 수 있는 지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지적관리시스템은 정확한 지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등의 요인으로 정확한 지적데이터의 구축이

현재로서는 요원하므로 우선 지적의 변경사항을 편집지적에 입력하여 항상 최신 상

태로 유지 갱신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편집지적 데이터는

도시계획 등 기타의 시스템군 구축에 있어서 기반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 현재 추진 중인 도로관리, 상수도 및 하수도 등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관리를 중심

으로 한 시범사업을 개별시스템 개발에서 끝내지 말고 시스템간, 부서간, 구청간,

외부기관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통합까지의 전과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계획 중인 기타의 시스템 군은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거나, 본격적인 구축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기초적 관리기능의 구축에 주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단순한 기능을 가진 데스크탑 GIS 컴포넌트의 자체개발을 시도하고 시범사업에 이

를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장래의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 시범사업을 통해 GIS 프로젝트의 평가에 대한 확고한 평가과정 및 기준을 설정하

여 추후 본격적 GIS 사업의 표준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 이 시기에 GIS와 관련된 문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정비하는 것이 추후의 전략적

계획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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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계

◦ 각 시스템군별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 구축작업은 개별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 및 업무성격으로 구분된 시스템군별로 추

진한다. 시스템군별 구축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관계를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의 파급효과

- 현재까지 구축되거나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수준

- 행정 효율성의 증진 효과 및 대시민서비스의 개선효과 등 시스템의 구축효과

◦ 데스크탑 GIS 컴포넌트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데이터 제작 및 편집, 분석기능

에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이 시기의 GIS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기타의 문자 데이터베이스 및 경영정보시

스템과의 연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시민 정보서비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

의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3단계: 통합 도시정보시스템화 단계

◦ 시스템군별로 구축되고 통합된 GIS 시스템을 시정 전반의 경영정보 시스템 및 데

이터베이스와 통합하여 종합적 도시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한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시민 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광역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베

이스 통합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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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시기반정보화 기본계획

1. 추진사업 선정

1.1 사업대상 선정

1.1.1 선정배경

 1998년 9월 서울시 조직개편이 단행된 이후의 도시기반 관련 서울시 업무분장을 분

석한 결과, 시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표 III-5] 도시기반관련 서울시 조직

실/

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주택국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

소방방재

본부

건설안전

관리본부

지하철

건설본부

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지적과

지리정보과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도로운영과

하수계획과

치수과

주택기획과

주택재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지도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운수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개

선기획단

환경기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시설과

공원녹지과

조경과

소방행정과

방재기획과

방호과

예방과

구조구급과

민방위과

119특수구조

대

총무부

시설관리1부

시설관리2부

교량관리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안전관리부

공정관리부

설계감리부

건설1․2부

건축부

전기부

신호통신부

차량설비부

 우선적으로 이들 부서의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부처나 타시도의 업무를 부분적으

로 첨가하고 향후 중요한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를 추가하였다.

 이들 업무중 현재 정보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정보화계획이 있는 업무, 그리고

정보화로 인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정보화사업과

관련있는 분야를 고려하여 모두 6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즉 지적, 도시시설물, 도시개발, 교통, 환경, 방재의 분야는 서로 핵심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들 도시기반정보화는 시민생활정보화와 행정정보화, 그리고 산업

정보화를 가능케 하는 기간정보화로서의 역할을 한다.

 위 분야들은 GIS의 구축을 전제로 하여 GIS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우선적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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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도시기반정보화의 분류

 도시기반정보화는 지적, 도시시설물, 도시개발, 교통, 환경, 방재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생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필수 정보의 생산이라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으므

로 해당조직의 고유업무는 물론 타 부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화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림 III-6] 도시기반정보화의 개념도

생활정보화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도시개발

방재환경

교통

GIS 기반정보

(GIS Framework Data)

도시기반정보화

도시시설물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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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의 세부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은 15개의 단위업무로 구성된다.

[표 III-6] 도시기반정보화의 구성시스템

상위시스템 하  위  시  스  템

지적 지적관리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지하매설물관리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용도/지구/구역관리 주택건설관리

교통 교통정보관리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환경 녹지조경정보관리 폐기물관리 오염관리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위험물관리

1.2. 우선순위 결정

1.2.1 우선순위 결정기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음은 각각의

선정기준이다.

 타분야에의 활용정도

◦ 도시기반정보화가 갖는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생

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서울정보화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정

보화를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

하여야 한다.

◦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였을 때 생성된 정보나 시스템을 도시기반분야의 다른 영역은

물론 행정, 생활, 산업정보화를 성숙화시키는 데에 어느정도 활용가능성이 있느냐

의 여부가 중요한 결정기준이 된다.

 업무개선효과

◦ 현재 많은 부서에서 진행되어 왔던 업무과정재설계(BPR)는 대부분 구조조정의 목

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업무과정재설계의 근본 목적은 기존 작업을 단순히 자

동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조직의 목표와 업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매우 혁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행정조직내에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 중에는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방식

의 업무와 달리 큰 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작업에 의존하

던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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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서비스

◦ 현대의 고객만족지향 행정파라다임하에서는 시정의 주체인 시민들에 대한 수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시대의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행정서비스 수요의 변화는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민들의 정보수요는 그 범위가 넓고

구체화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을 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요

청에 대한 수동적인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여 전달

하는 시민서비스마인드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업의 선행성

◦ 도시기반분야의 세부영역들의 특색은 상호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포

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역별

로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적, 도시시설물 등 도시공간에 대한 정적인 데이터가 우선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

어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인 데이터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위시

스템간 개발논리성을 고려하여 선행사업과 후행사업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개발가능성

◦ 시스템개발이 가능하려면 현존하는 업무프로세스가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조직의 예산, 인력 등 개발능

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러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조직의 현실에 비추어보아 이의 구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기존의 시스템개발기술로 어느정도나 가능한 지를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변동이 심한 기술의 경우 시스템개발이 아무리 용이하다고 할 지라도 새

로운 기술로의 전환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창출효과

◦ IMF 구제금융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실업자에게 일자리

를 제공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에서는 행정관리와 지리정보의 두 분야로 나누어 고용창출을 위한 도시정보

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책에 비추어 볼 때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공정보의 데이터베

이스의 구축 및 활용으로 이어져 서울정보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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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우선순위 결정결과

[표 III-7] 도시기반정보화 우선순위 결정결과

◎ : 매우 높음 ○ : 높음 △ : 보통

상위시스템

       선정기준

          

하위시스템

타분야 

활용정도

업무개선

효과

시민

서비스

사업의 

선행성

기술적 

개발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지적 지적관리 ◎ ◎ ◎ ◎ ◎ ◎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 ◎ ○ ◎ ○ ◎

상수도관리 ◎ ○ ○ ◎ ○ ◎

하수도관리 ◎ ○ ○ ◎ ○ ◎

지하매설물관리 ◎ ○ ○ ○ △ ◎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 ◎ ◎ ○ ○ ○

용도/지구/구역관리 ○ ◎ ◎ ○ ○ ○

주택건설관리 ○ ○ ○ ○ ◎ △

교통

교통행정지원/

주차관리
○ ○ ◎ △ ○ △

교통정보관리 ◎ ◎ ◎ ○ ○ ○

환경

녹지조경정보관리 ○ ○ △ ○ ○ △

폐기물관리 ○ ○ △ △ ○ ○

오염관리 ○ ○ ◎ ◎ ◎ ○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 ◎ ◎ ○ ◎ ○

위험물관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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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계별 사업계획

 단계별 사업계획 : 위의 우선순위 결정결과에 따라 연도별로 시스템구축의 본격적 착

수시기를 선정하였으며 구축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보완이 있

어야 한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현재 부분적으로 개발, 운영중에 있거나 기 구축된 것이 있으나

GIS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도시기반정보화 추진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추진의 우선순

위를 반영한 것이다. 기 구축 시스템의 경우는 1단계에서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의 결

과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시기를 해당 연도로 구분하였다.

 1999년에 시스템구축이 시작되지 않는 사업은 연도별 예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균

형을 도모한 결과이며 시스템 구축 착수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초자료조사 등과 같은

준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III-8] 도시기반정보화 단계별 사업계획

상위

시스템
하 위 시 스 템

개별시스템 구축 시스템간 연계 종합․고도화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2010

지적 지적관리

도시

시설물

도로관리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지하매설물관리

도시

개발

도시계획관리

용도/지구/구역관리

주택건설관리

교통
교통정보관리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환경

오염관리

폐기물관리

녹지조경정보관리

방재
소방구조구급

위험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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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기반정보화 현황개요

2.1 도시기반관련 서울시 업무분석

[표 III-9] 도시기반관련 서울시 직제규정

실/국 업  무  분  장

환경관리실

1. 환경계획․환경교육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2.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대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토양오염 방지 및 광역상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공원개발․관리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6. 조경계획, 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소방방재본부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

2. 소방행정․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훈련

도시계획국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관리실

1. 교통정책 수립, 교통제도 개선

2.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택시․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5. 주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건설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주택국

1. 주택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개량․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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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기반관련 전산화업무 운영현황

 1998년 9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전산화업무는 총 78종이다. 이중 도시기반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은 모두 14종이다.

 78종의 업무를 개발기관별로 보면 국가가 3종, 본청이 33종(이중 정보화담당관실이

21종), 전산정보관리소가 42종이며 도시기반관련 정보화사업의 개발기관은 국가, 본

청, 전산정보관리소가 각각 1, 7, 6종이다.

[표 III-10] 도시기반관련 전산화업무 운영현황

개발부서 사    업    명 활용부서 개발기간 환 경

정보화담당관 폐기물 현황 관리 폐기물관리과 1997 주전산기

정보화담당관 공원현황관리 공원과 1997 주전산기

소방방재본부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소방방재본부,

각 소방소
1991～2000 주전산기

지적과 토지행정종합전산화 지적과 1996 W/S

교통운영

개선기획단
도로안내 표지판 전산화

교통운영개선기획단

구청
1997 W/S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행정전산화 상수도사업본부 1998 주전산기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자재관리 전산화 상수도사업본부 1996～1997 주전산기

행정자치부 토지관리
구청

지적과
1989 주전산기

전산정보관리소 교통관리
시청, 구청

관련부서
1995 주전산기

전산정보관리소 수송동원
구청

교통기획과
1997 주전산기

전산정보관리소 배기가스배출차량관리
시청

대기보전과
1997 주전산기

전산정보관리소 공공용지점용료관리
구청

건설관리과
1999 PC

전산정보관리소 공사관리대장전산화 건설안전관리본부 1996 PC

전산정보관리소 국․공유지관리 재산관리과 1993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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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진 중인 전산화업무 현황

2.3.1 전산화 추진현황(1998년 말 현재)

 1998년 12월 현재 정보화 사업현황을 S/W 개발과 H/W 및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나누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1] 추진 중인 전산화업무 현황

구   분 개  발  내  용

S/W 개발

수도기술연구소 전산화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상수도행정 전산화

항공사진제작 및 판독 전산화

교통관리시스템 도면 전산화

H/W 및 통신망 구축

한강관리사업소 LAN 구축

민방공경보통제소 LAN 구축

건설안전관리본부 LAN 구축

지하수 전산관리용 전산장비 구입

 위와 같은 전산화추진 업무와는 별도로 도시기반정보화 관련 시스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 시스템개발 추진업무와 주관부서

업    무 주  관  부  서

도로관리 GIS

상수도관리 GIS

하수도관리 GIS

지하매설물도 통합GIS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종합관리

하천관리

폐기물현황관리

도시계획관리

도로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계획과

지리정보과

건축지도과

도시계획과

치수과

폐기물관리과

시설계획과(전산정보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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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999년 추진예정인 전산화업무 현황

 1999년에 추진예정인 전산화업무를 S/W 개발과 H/W 및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나누

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3] 추진예정인 전산화업무 현황

구    분 개  발  내  용

S/W 개발

상수도업무 전산화

교통안전시설 GIS 구축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확장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1999국가안전관리시스템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

H/W 및 통신망 구축 민방공경보통제소 데이터백업장비 도입

3. 지적관리 정보화계획

3.1 추진배경

 서울시 GIS구축 사업으로 제작한 1:1000 수치지형도를 도로, 방재와 같은 분야별

GIS응용시스템 구축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정보(경계/지번)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하여 수치지형도에 대응하는 수치지적도를 구축하여 이 둘을 상호 연계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3.2 구축목적

 현재 도시계획에 있어서 기본도로 사용하게 될 1:1,000 수치지형도에는 지적이나 기

타 도시계획 사항 등 무형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국가 GIS사업

에는 새로운 지적전산화 사업시 이를 고려하도록 주제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

시의 경우 1997년 6월, 이미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여서 수치지형도에

부합되는 수치지적도의 활용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점으로 대두된다.



III. 도시기반정보화
━━━━━━━━━━━━━━━━━━━━━━━━━━━━━━━━━━━━━━━━━━━━━

- 242 -

 지적정보는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GIS지형도는 지형지물의 위치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수치지형도에 지적도면을 중

첩하여 상대적 부합상태가 되도록 지적도를 편집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

게 조정된 수치지적도 활용은 지적GIS의 효과를 증대시켜 향후의 도시정보시스템 구

축에 있어 기반이 될 것이다.

 수치지형도와 수치지적도를 공히 고려해야만이 GIS 수치기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도로, 도시계획, 방재분야 등의 전산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치지형도에 수치지적도를 부합시키는 지적관리업무는 도

시정보화의 구현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도시정보시스템(UIS)

G I S 수치기본도

(시설물, 경계, 지번등)

도시계획관리시스템

소방(방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지형, 시설 등)

수치지적도

(경계, 지번 등)

새주소부여사업

[그림 III-7] GIS 수치기본도의 구성 및 활용

3.3 지적도면 전산화 현황

 서울시 지적도면의 전산화 현황을 본청 도시계획국 지적과와 구청으로 나누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3.3.1 서울시 본청의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현황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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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4] 서울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현황

구   분 내          용

도 면 13,424 매

필 지 1,153,000 필지

면 적 605㎢

운 영
도면단위 관리시스템

자체인력으로 운영

활 용
지적도면 재작성 공급

지적도면 전산자료 제공 등

 문제점

◦ 도면단위 시스템으로 다른 분야에의 응용이 곤란하다.

◦ 도면재작성 이후의 미정리 변동자료 누적으로 활용도가 저하된다.

◦ 전산환경이 S/W 및 전산기의 발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3.2 구단위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현황

 추진현황

[표 III-15] 구단위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현황

구    분 내        용

자료구축여부
20개구 구축

5개구 미구축(중구, 마포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기초도면 지적도면

운 영
동단위 관리시스템

용역업체가 도면파일 작성

도면의 활용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함

기타 관내도 제작 등에 사용

 문제점

◦ 매년 1월 1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주기로 변동자료가 정리되기 때문에 연중의 변

동자료를 수시로 반영하기 어렵다.

◦ 용역업체별로 별도로 파일이 구축되기 때문에 구청간 자료구조의 일관성이 결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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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치지적도 구축방안

 기본방향

◦ 수치지적도 중 지가현황도면이 전산화된 20개구는 지가현황도면으로 구축하고 나

머지 5개구는 지적도면 전산파일로 구축한다.

◦ 지적에 관한 사항중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고 경계, 지번을 중심으로 구축한다.

◦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구내 필지는 모두 삭제하고 대표지번 또는 새 지번(가지

번) 및 사업명을 등재한다.

◦ 통일성있는 도면파일 및 속성자료로 구축한다.

◦ 수치지적도는 수치지형도에 중첩하여 별도 레이어로 구축하되 중첩부분이 어긋나는

부분은 수치지적도를 편집하여 구축한다.

 자료구축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종로구외 19개구는 지가현황도면을 활용하고 중구, 광진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

구 등 지가현황도면 미구축 자치구는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시에서 구축한

뒤 이를 해당 자치구에 제공한다.

◦ 수치지형도에 대응하는 수치지적도를 수치기본도로 활용한다.

3.5 추진계획

3.5.1 추진계획의 요약

[표 III-16] 서울시 수치지적도 추진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근거 부시장회의(`98. 9) 및 도시계획국장회의(`98. 9.)

사업기간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년 3개월

대상범위
서울시 수치지형도 약 2100매 기준

1,153,000 필지(605㎢)

기본축척 서울시 수치지형도 1 : 1,000 기준

기초도면
지가현황도면 활용 : 20개구

지적도면 전산자료 활용 : 5개구(지가현황도면 미구축 구)

추진내용

자료정비 및 수치지적도 구축

- 파일 포멧 통일 및 필지단위, 지역단위 구조화 편집

- 수치지형도 대응 편집

응용 S/W를 활용, 지번색인이 가능하도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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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자료구축방안

 자료구축 및 관리용 장비구성도

[그림 III-8] 수치지적도 구축장비 구성도

 자료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산환경 개선

[표 III-17] 수치지적도 관리를 위한 전산환경

구  분 장   비   내   역

종 전

H/W

․워크스테이션

․평판 플로터

․디지타이저

․프린터

․광 디스크 및 파일서버

3대

1대

3대

1대

1대

S/W
․MicroStation (Mapping 용)

․UNIUIS : 지적도면관리/처리용

3본

1본

증 설
H/W

․네트서버

․GIS 용 PC

․롤 플로터

․디지타이저

․백업 CD (read/write)

1대

2대

1대

1대

1대

S/W ․GIS Tool : Mapping 용 2본

네트서버
백업장비롤플로터

PC
디지타이져

W/S

화일서버W/S 광디스크 평판플로터 프린터

증설

종전

허브



III. 도시기반정보화
━━━━━━━━━━━━━━━━━━━━━━━━━━━━━━━━━━━━━━━━━━━━━

- 246 -

[그림 III-9] 수치지적도 구축 흐름도

 지적도면 전산파일 정비

◦ 오류검색 및 수정을 통해 지적도면 전산파일을 재정비한다.

◦ 지적도면과의 대조를 통해 변동자료를 정비한다.

◦ 도면과 축척을 접합한 후 동을 접합하여 구단위의 자료로 구한다.

지적도면 전산파일

(5개구)

지가현황도면

(20개구)

도면자료 대사 및 정비

동일축척 도면접합

축척접합(동단위 구축)

동 접합(구단위 구축)

자치구 파일 수합

파일 포맷 및 속성자료 통일

자료정비(불필요한 자료삭제)

동 접합 (구단위 구축)

자치구간 접합(시단위 구축)

구조화 편집

(필지단위, 지역단위 구조화)

변동자료 정비

(`99년 1월 1일 기준자료)

수치지형도 대응 편집

(블럭이동, 회전 등)

수치지형도 대응 도면분할

(약 2100매, 크기 : 445m×555m)

수치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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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현황도면 정비

◦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도면파일을 수합하고 파일 포맷 및 자료의 속성을 통일하

여 지가현황도면 전산파일을 재정비한다.

◦ 도면자료 중 경계와 지번과 같은 지적정보를 활용하되 도시계획사항, 지가 등과 같

은 사항은 삭제한다.

◦ 지적도면 전산파일과 마찬가지로 동접합 후 구 단위로 자료를 구축한다.

 수치지형도 대응 도면편집 및 분할

◦ 필지단위, 지역단위로 구조화 편집을 한다.

◦ 수치지형도 대응 편집은 필지 경계의 인위적 수정을 최소화하여 블록이동 및 회전,

필지이동, 경계수정 등을 수행한다.

◦ 수치지형도 대응 도면분할(445m×555m)

[표 III-18] 수치지적도 구축 소요예산

(단위 : 만원)

구     분 내        역 수 량 예 산

전산장비

구 입 비

입력장비

- 네트서버

․H/W

․운영 S/W

- PC(GIS용)

․펜티엄Ⅱ급

․모니터 21인치

․LAN 카드 포함

- 디지타이져

․A0 사이즈

1

2

1

3,900

출력장비

- 플로터

․A0 사이즈

․칼라

1 900

백업장비 - CD Read/Write 1 100

통신장비 - 허브 1 100

S/W

- GIS툴

․MicroStation+GeoGraphics

․AUTO/MAP

1

1

1,000

소 계 6,000

소모품

구입비

전산장비

소 모 품

- 백업 CD

- 인쇄용지

- 잉 크

- 플로터펜

1,000

소 계 1,000

DB

구축비

자료정비

및

구 축

- 표준포멧 구축

- 필지단위 구축

- GIS 지적레이어 구축

- 지번 색인검색 응용 S/W

2,950

소 계 2,950

합 계 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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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기대효과

◦ 도시정보시스템 및 토지정보시스템을 조기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 수치지형도 구축에 대응하는 지적도면 제공으로 타분야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 도시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시설물관리 업무에 위치정보를 제공해 준다.

◦ 지가현황도 전산파일의 포맷 통일화 및 유지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자체인력 및 기존자료로 구축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향후 발전방향

◦ 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의 실시간 처리와 제작된 도면의 품질향상방안을 강구한다.

◦ 향후 구축될 자치구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처리방안을 수립한다.

◦ 지적공부중 전산화를 착수하지 않은 수치지적부에 대한 전산화방안을 강구한다.

◦ 수치지적도 및 지가현황도면의 활용증대방안을 마련한다.

◦ 서울시 수치기본도와 GPS와의 연계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3.7 지적관리 데이터모델링

3.7.1 업무기능분해

[그림 III-10] 지적관리 업무기능 분해도

지적관리

수치지적도관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관련제도 

담당

공시지가 등록

토지행정기본계획

토지조사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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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프로세스정의

[표 III-19] 지적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지적관리

토지행정기본계획의 수립
토지사용에 관한 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토지조사업체 관리 측량업체의 등록 및 인허가, 성과 관리

부동산관련제도 담당 부동산 실명제 및 택지소유 상한제 담당

공시지가 등록
토지가격의 조사 지원, 개별 지가의 조회

및 기록 관리

수치지적도관리
지적현황 조회 및 수정 총괄, 지적도 출

력과 지적공부 현황파악 지원

개발부담금 관리 부과대상 선정, 부과, 징수 관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GIS를 활용한 토지관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3 엔티티정의

[표 III-20] 지적관리 엔티티정의

엔 티 티 명 엔  티  티  정  의

도시개발기본계획
도시개발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서 토지이용, 시설물,

지하매설물, 도로, 물류 등을 포괄

행정구역 용도, 지역, 지구나 구, 동 등 행정단위 구역에 관한 정보

소유주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된 소유주의 인적사항 정보

지적고시 지적도 상에 도시계획을 명시하는 지적승인 번호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시유지 연명도, 도시계획 확인원 등의 정보

공시지가 공시지가관련 정보

민원 이의신청, 토지이동신청, 공부발급 신청에 관한 정보

지적통계 지적관리 업무상황 통계정보

토지이동 분할 및 병합시 지번 등 관련사항에 관한 정보

지적측량사업자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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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RD

[그림 III-11] 지적관리 ERD

4. 도시시설물관리 정보화계획

4.1 도시시설물 종합정보화 사업

 도시시설물에 대한 종합정보화사업의 주요 대상으로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바탕으

로 하여 도로관리, 상․하수도관리, 그리고 도시가스, 통신, 전력시설 등 지하매설물관리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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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1] 도시시설물 종합정보화사업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대상

도로연장 : 7,737㎞

상수관망 : 17,607㎞

하수관망 : 9,706㎞

수치지형도 제작(25개구) : 2,100도엽

외부기관 시설물 : 가스, 통신, 전력 등

서울시 전역

사업기간 1998. 12 ～ 2001. 12

사 업 비

도로관리시스템 : 18,563백만원(국비 2,886백만원)

상수도관리시스템 : 15,113백만원(국비 7,214백만원)

하수도관리시스템 : 14,618백만원(국비 2,284백만원)

수치지형도 갱신 : 112백만원

총 48,406백만원

(국비 12,384백만원)

공공인력

고용계획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 229,774명(일 283명)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 : 197,600명(일 321명)

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 : 102,291명(일 113명)

총 529,665명

(일 717명)

4.2 사업목표

 미래지향적인 도시시설물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GIS를 이용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관리

를 가능케 하고자 한다.

◦ 각종 도면 및 대장자료를 전산화함으로써 자료의 조회, 검색 및 수정에 필요한 절

차를 단순화한다.

◦ 도시시설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서울시 UIS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사무직, 전문직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도시시설물 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현장조사 및 탐사, 자료입력 등 DB구축작업에

대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효율적 도로굴착 및 굴착관련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시설물 정보에 의해 굴착공사시 사전계획 가능, 능률적인 작업수행 및 체계적 시설

물 관리에 의한 재난발생을 최소화한다.

◦ 사고 발생시 시설물에 대한 관련정보를 단시간내에 획득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가

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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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황 및 문제점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관리중인 도시시설물 자료는 각 관리기관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종합

적 분석이 요구되는 공간 정보가 산재되어 있다.

◦ 도로굴착시 매설된 시설물들의 위치정보 파악이 어렵다.

◦ 구청에서 도로굴착승인을 주관하고 있으나 각 시설물에 대한 도면은 낱장으로 보관

되고 갱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통합정보의 획득이 어렵다.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제점

◦ 기술적 문제점 : 외부기관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관별 개별적 추진으로 상이한 도면과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관별로 기

구축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각 시설물의 위치좌표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이기

시 허용오차(지하시설물 관리지침 허용오차 ±20cm이내) 내에 들어오기 어렵다.

◦ 제도적 문제점 : 시설물 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유통에 관한 제도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각 시설물 공유를 위한 자료호환을 위해 지하시설물구성요소의 표준화 규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뒷받침할 실

질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 비용부담의 문제점 : 각 시설물관리기관의 시설물을 서울시의 1:1,000 수치기본도

에 일괄 구축할 경우 탐사, 조사, DB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각 기관별로 상당

히 소요될 것이어서 외부시설물 관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시행 의사가 크지 않다.

데이터가 통일되지 않는다면 기 사용중인 도면과 통합관리도면을 2중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4 구축방안

4.4.1 추진방향

 단기적으로 현행의 도로굴착복구 허가제도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방지 체제를 유지하

면서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기관별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없

이 유연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환경을 구성한다.

 각 기관 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비용부

담 원칙을 마련한다.

 분야별로 사업의 추진목표 벤치마킹과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정보화 근로사업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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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를 극대화한다.

4.4.2 단계별 추진방안

 1단계 계획(1998～2001)

◦ 서울시 관리시설인 상하수도 및 도로시설물부분은 정보화 근로사업에 의거 조사,

탐사 및 측량 등을 통하여 1:1,000 수치기본도에 통합도면을 작성하고 DB를 구

축한다.

◦ 외부시설물 관리기관에는 서울시 1:1,000 수치기본도를 제공하고 각 시설물(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을 수치지도상에 약식으로 이기토록 유도하여 필요한 개략적

인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다.

◦ 외부기관의 시설물도를 취합하여 1단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표 III-22] 1단계 도시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일정

기 간 사    업    내    용

1999년

도로관리시스템 확대구축 : 9개구(용산,서초,강남,강동,송파,종로,마포,서대문,은평)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 상수도 10개구, 하수도 4,036㎞

수치지도 유지관리 : 6개구(중구,용산,서초,강남,강동,송파))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 외부 유관기관(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과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99도로관리시스템사업에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개발부분을 포함 시행

2000년

도로관리시스템 DB구축 완료, 보급 및 운영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외부 유관기관지하시설물 통합 관리 방안 결정

2001년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및 보급, 운영

시설물관리시스템 통합 추진

주요시스템 구축은 계속 추진

 2단계 계획(2002년 이후)

◦ 서울시에서 제공한 수치기본도에 외부기관에서 탐사, 조사 및 측량을 통하여 점진

적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도면(1:1,000)을 완성한다.

◦ 도로굴착공사 준공시 1:1,000 도면상에 변경된 수치 데이터를 작성한 위치정보를

제출토록 정보의 지속적 갱신을 가능토록 한다.

◦ 각 시설물도의 공간 및 속성정보가 갱신되면 지리정보과(GIS센터)에서 새로이 구

축한 지하시설물도 또한 동시에 갱신함으로써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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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분야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치

기본도 제작착수(6개구) 유지관리

제작착수

19개구

편집지적

도로관리시범
사업(중구) 5개구 4개구 15개구

2단계
상․하수
(1단계) 3단계

외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방안확정 통합

도로관리

상.하수관리

도시시설물

종합정보제공

협의회구성 표준화

DB

구축

시스템

통합

업무

활용

[그림 III-12] 도시시설물 종합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도별 시행계획

[표 III-23] 도시시설물관리 연도별 시행계획

( ) : 국비지원금액

사 업 내 용 총 소 요 ‘97 ‘98 ‘99 2000

합계

사업비

(백만원)

48,406

(12,384)
575

7,380

(2,007)

16,704

(10,377)
23,747

고용인원

(명)
529,665 - 113,267 186,513 229,885

도로

사업비

(백만원)

18,563

(2,886)
575 3,366

4,486

(2,886)
10,136

고용인원

(명)
229,774 - 54,774 45,000 130,000

상수도

사업비

(백만원)

15,113

(7,214)
-

2,686

(1,343)

9,516

(5,871)
2,911

고용인원

(명)
197,600 - 46,400 116,249 34,951

하수도

사업비

(백만원)

14,618

(2,284)
-

1,328

(664)

2,590

(1,620)
10,700

고용인원

(명)
102,291 - 12,093 25,264 64,934

지형도

유지관리

사업비

(백만원)
112 112 -

고용인원

(명)
- - - - -

※ 상․하수도 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확보하여 추진

※ 2000년 국비지원 규모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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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야별 추진계획

4.5.1 도로관리시스템

1) 목적 및 정보화 필요성

 GIS는 정보화시대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특히 도시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재해의 예방 및 신속

한 대처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서울시 1:1,000수치지도를 GIS기본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및 보급을 위한

기본도관리시스템과 기존의 도로관리 업무에서 사용중인 여러 종류의 지도와 대장자

료를 DB화하여 통합관리하는 도로관리분야 응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작업에 의한 전통적인 도로대장 관리에서 탈피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도로 및 도

로시설물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계획 및 교통관리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의 목표는 도로관리에 사용중인 지도와 대장 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도형 및 속성 DB를 구축함으로써 지도와 관련된 정보의 손실 방지, 도로 및 도

로시설물의 신설, 확장, 개량, 유지관리 등 도로관리업무 중심의 전산시스템을 운영

하는 데에 있다.

2) 사업내용

 도로관리의 업무내용은 도로건설행정의 종합계획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특히 수치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대장 및 도로, 육교,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이력을 입력하고 이

를 바탕으로 도로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로이외에 관리대상이 되는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일반교량,

고가차도, 터널, 고가도로 등이다.

 기본도와 DB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DB를 구축한다.

 면적 540㎢, 연장 7,736㎞에 이르는 서울시 전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2001년까지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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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관리분야 응용시스템의 개발대상 업무

[표 III-24] 도로관리분야 응용시스템의 개발대상 업무

시 스 템 시 스 템   주 요 기 능

기본도관리

축척별 관리(1/1,000, 1/5,000)

데이터 포맷별 관리, 도엽별 인덱스 관리

도형 및 속성 DB관리

조회, 수정, 출력, 도면제작 편집 관리

버전관리, 백업관리, 보급관리

지형지물 표준코드관리

도로용지

및

점용관리

용지수급계획 및 이용상황 분석

각종 용지/유휴지 조회

용지의 이용(매각)결정 및 관리

도로용지/용지 보상 통계분석

도로용지도 출력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도로사업관리

구청별 도로건설계획 타당성 분석

도로에 관한 통계조사

본청 도로건설계획 우선순위 분석 및 노선결정

도로개량, 용역현황 입력/조회

도면(도로종합평면도/도로용지도) 및 내역입력갱신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대장의 작성/관리

주요도로 시설물/부속물 총괄조회 및 통계작성

도로종합평면도/지하매설물도 출력

구조물 주요단면도 조회

구청별 지하도, 지하철 점용현황 총괄조회 및 통계작성

지하매설물/도로점유물/지하도/지하광장의 위치/현황 통계자료 작성

도로굴착/복구 현황 조회 및 통계

도로굴착/복구기금관리(기금계산 및 부과, 배정)

도로조명, 기전설비계획․통계, 보수․개량 현황조회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관리

도로용지 및

점용관리지원

허가신청/현황조회/점용료산정부과

도로점용허가, 도로용지보상 관련업무

하천점용허가, 하천용지보상 관련업무

도로시설물관리(점용물)

도로건설

관리지원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

도로건설계획 예산편성(토지수용지역의 토지/지장물검색 및 보상비산정)

도로건설 용역현황 입력/조회

도면(도로종합평면도/도로용지도) 및 내역입력/갱신

도로시설물

관리지원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주요도로 위치 및 현황 조회

보도블럭포설/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이면도로 정비현황 및 위치 조회

구조물 주요 단면도 조회

유지관리 시설내역 및 공사 우선순위 분석

유지관리공사시 참조용 도면 출력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사현황 및 변경사항 입력

도로굴착/복구 업무

도로점유물/지하매설물/지하도/지하광장 등 현황조회

도로 종․횡단면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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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현황

 1995년 6월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방침하에 1997년 12월에는

중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도로관리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을 착수하였다.

 시범사업(중구) 추진현황

◦ 사업내용 : 도로대장 및 도로시설물 등 DB구축, 시스템 설치

◦ 중구지역의 DB구축, 응용시스템 개발, 전산장비 설치 등

◦ 사업비 : 575,000,000원

 1998년 사업추진현황

◦ 대상지역 : 수치기본도가 완료된 5개 자치구(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사업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설치

◦ 고용인원 : 54,773명/연(202명/일)

◦ 사업기간 : 1998. 12 ～ 1999. 12

5) 추진계획

 도로시설관리시스템 연도별 추진계획

[표 III-25] 도로시설관리시스템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1997 1998 1999 2000

사 업 비 18,363 575 3,366 4,563 9,859

사업대상구역 25개 자치구 중구 용산외 4개구 종로외 3개구 성동외 14개구

 DB 구축지침

◦ 도로관리에 필요한 도면은 수치기본도, 도로시설물 종합평면도, 지하시설물 종합도,

도로용지도, 지적도(도해지적), 도시계획도 등이고 도로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조

서는 다음 표에 보는 바와 같다.

◦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도로관리업무 구현에 적절하여야 하며 레이어 분류체계 및 속

성항목은 국가지리정보체계 표준안 및 서울시 표준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DB 설계

시에는 Layer 설계, Table 설계, Code 설계, Symbol 설계, 실체 관계도, 데이터

베이스 운영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지형도, 도로시설물종합도, 지하시설물종합도, 도로용지도 등은 도형 DB로 구

축하고 도면출력이 가능하도록 편집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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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기 보유중인 관련도면과 주요 시설에 대한 사진데이터를 조사․입력(Scanning)하

여 정확하게 연결하여 DB화하여야 한다.

◦ 구축된 도로,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 DB는 상호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현황 관리시 도로의 해당위치에 대한 종․횡단면도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CAD 데이터로 입력되어 있는 중구지역 지하시설물종합도(1/500)를 이용하여 도

로굴착복구업무와 관련된 지하매설물 관망도와 기본적인 속성값(종류, 재질, 관경,

깊이, 매설년도)을 DB로 구축한다.

[표 III-26] 도면 및 대장/조서 현황

도     면 대장/조서

분류 축척 제작년도 형태 도로대장,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대장, 도

로시설물관리카드, 도로조명시설관리카드,

도로시설현황대장, 교량조서, 입체교차로

조서, 고가도로조서, 터널대장조서, 보도육

교조서, 차도육교조서, 지하차도조서, 지하

보도조서, 지하상가조서, 공사대장, 도로/

하천 점용허가 처리대장, 도로/하천부지

관리카드, 용지매수대장, 토지목록변경조

서, 토지조서, 용지조서

수치기본도
1/1,000 1997 SDTS

1/5,000 1996 DXT

도로시설물

종합평면도
1/500 1989

지하시설물

종합도
1/500

1989

1996(수정) DWG

도로용지도 1/500 1989

지적도

(도해지적)

1/600

1/1,200
DGN

도시계획도 1/3,000

4.5.2 상수도관리시스템

 추진목적

◦ 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지향한다.

◦ 상수도와 관련된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 상수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전문업종 실직자에 대한 고용을 창출한다.

 추진현황

◦ 서울시 전역에 걸쳐 1/500 배관망도 총 4,522도엽을 1996년에서 1997년에 걸쳐

작성하였다.

◦ 11명으로 구성된 상수도배관 전산화 추진반을 조직하였다.

◦ 98년의 경우 시범구축을 위한 장비를 4,300만원에 구입하였다.

◦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상․하수도) 사업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1998년 수치지

도화사업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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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계획

◦ 1/500 배관망도를 활용하여 간선도로나 굴곡지점을 중점으로 전지역을 탐사한다.

◦ 이를 바탕으로 1/1,000 수치기본도를 이용하여 서울전역의 상수도 배관망도(총

17,607km) 및 이력을 입력하여 상수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 배관탐사 및 현장조사와 속성자료를 전산입력한다. 대상자료는 134,418매이고 배

관도형자료는 4,522매이다.

◦ 배관, 시설, 급수공사, 누수관리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 고용창출 인력계획은 총 197,600명(1일 321명)으로서 98년 46,400명(1일 615

명), 99년 116,249명(1일 430명), 2000년 34,951명(1일 129명)이다.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상수도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 타시설물과의 핵심정보 공유로 유지관리가 용이해진다.

◦ 상수도와 관련된 각종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탐사 및 전산입력 등에 전문직 실업자에 대한 고용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4.5.3 하수도관리시스템

 추진목적

◦ 수치기본도를 이용하여 총 9,706km에 이르는 하수관망 및 이력을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수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를 지향한다.

◦ 하수도관련 건설국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 하수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전문업종 실직자에 대한 고용을 창출한다.

 사업내용

◦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 대상물량은 총 면적 351km2, 길이는 9,707km으로서 맨홀위치 등 하수도시설물

에 대한 조사와 확인작업을 실시한다.

◦ 관경, 관종, 연장, 관저고, 관거조사 현황자료 등 하수도 관련자료의 전산입력을 위

한 대장조서를 작성하고 하수관망도의 정위치를 확인한다.

 추진현황

◦ 1/1,200 항측도를 기본도로 사용하여 하수관망에 대해 조사․측량을 통해 총연장

9,706km중 73%에 해당하는 7,086km를 전산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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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중구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하수관망을 1/1,000 수치지도에 변환, 입력하

였다.

 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계획

◦ 1999년에는 총 11개구로 대상을 확대한다(2933도엽).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4개구는 하수관로 조사, 측량 및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동작, 관악, 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의 7개구는 하수관망 자료를 수치기본도에 입력한다.

◦ 2000년의 대상사업은 나머지 13개구로서(2,325도엽) 8개구는 하수관망 자료를

수치기본도에 입력하고(1,811도엽), 5개구는 전산입력 누락지역 조사 및 이 결과

를 수치기본도에 입력한다(514도엽).

◦ 2001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함으로 물론 응용시스템을 구축한다.

◦ 고용창출 인력 계획은 총 102,291명(1일 113명)으로서 98년 12,093명(1일 40

명), 99년 25,264명(1일 84명), 2000년 64,934명(1일 216명)이다.

 하수처리사업소 장비관리

◦ 기존의 수작업으로는 장비의 기본사항 및 수리내역 등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어려

워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 업무내용은 하수처리사업소(탄천, 중랑, 가양, 난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주요부품

에 대한 기본사항 및 유지보수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 자료량은 16,000건이며

구체적으로는 장비의 기본사항관리, 장비사진관리, 장비의 유지보수사항관리, 현황

통계 작성 등을 포함한다.

◦ DB 구축 : 장비 기본사항 DB에 포함될 내용은 용도, 규격, 제조회사, 제조년월

일, 구입일, 사진 등이고 수리내역 DB에 포함될 내용은 일자, 내역, 금액, 업체 등

이다.

 기대효과

◦ 하수관망도의 전산화를 통해 적정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하수도관련 업무의 통계를 전산화함으로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하수도관련 이력자료의 누적에 따른 하수도 이력관리 가능 및 신규 요구기능 개발

이 가능하다.

◦ 다양한 업무 분석을 통해 하수도관련 정책결정이 용이하고 신속해진다.

◦ 정보화 근로사업에 의한 실업자 고용창출 및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로 관련분

야의 다양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4.5.4 외부기관 지하시설물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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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전기(한국전력), 통신(한국통신), 도시가스(지역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난방공사)

등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들이 제작한 지하시설물도와 서울시가 제작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종합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추진현황

◦ 전기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대상으로 일부 시범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통신과 가

스도 일부를 구축․사용 중에 있다.

◦ 시설물관리기관 회의를 5회 개최하였다.

◦ 전기, 도시가스, 통신, 지역난방 등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추진계획을 분석하였으

며 실무검토반에서 샘플데이터를 구축하여 검토하였다.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협의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I-27] 외부기관 지하시설물 전산화추진현황

기 관 별 기 본 도 관 할 범 위 추 진 현 황
사업비

(백만원)

한국전력
1/600

지적도
서울시 전지역

- 강동, 송파지역 송배전시스템 시

범구축

- 송전 141㎞ 완료 : 1/1,200지적도

13,715

한국통신
1/5,000

지번약도
서울시 전지역 - 구축완료 운영중(TOMS) 17,036

가스공사
1/1,000

수치지도
서울시 전지역

- 서울지사 가스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중

28,324

도

시

가

스

강남

도시가스
- 구로, 금천 전역, 양천 일부 - 준공도면(1/500) 정비완료

대한

도시가스

1/1,200

항측도

강남, 강동, 송파 전역, 서초

일부
- 구축완료

서울

도시가스

1/1,200

항측도

강서, 영등포, 동작, 마포,

관악, 은평 전역, 종로, 용

산, 서대문, 서초, 양천 일부

- 구축완료

극동

도시가스

1/1,200

항측도

성동, 동대문, 중구, 중랑구

전역, 종로 서대문, 성북, 용

산 일부

- 구축완료

한진건설
1/1,200

항측도

도봉, 강북, 노원전역, 성북

일부

- 본관, 공급관 구축완료

- 사용자공급관 탐사중

지

역

난

방

한국지역

난방공사

1/1,200

항측도

여의도, 반포, 강남, 서초,

송파(공사중)

- 송파지역을 제외한 지역 배관전

산화 완료
920

에너지

관리공단
- 강서, 양천, 노원

- 1/1,000수치지도 이용 ‘99년부터 구

축할 계획

소 계 5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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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 지하시설물도 통합 추진계획

◦ 법령정비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중이며 국토공간정보에 관한 생산, 관리, 활

용, 유통 등을 규정하는 국토공간정보화촉진법(가칭)에 따라 서울시에서 필요한 조

례나 내규를 작성할 계획이다.

◦ 협의회 구성 : 99년 2월에 서울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지방협의회 구성․운

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다.

◦ 협의회가 구성되면 기 구축된 지하시설물도를 1/1,000 수치지도에 이기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 수치지도 보급, 유지관리, 예산지원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

다.

◦ 표준화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정을 수립하여

야 하며 이 규정에는 자료의 표준화, 제공범위, 제공절차 및 방법, 사용료, 보안대

책 등이 포함된다. 정보통신부에서 제정중인 지하시설물도 표준(안)을 기본으로 지

하매설물 DB표준에 맞추어 DB를 구축한다.

4.6 도시시설물 데이터모델링

4.6.1 업무기능분해

[그림 III-13] 도시시설물 업무기능 분해도

지하매설물관리

하수도관리

상수도관리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도로운영

도로계획

전기

통신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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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프로세스정의

 도로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28] 도로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도로계획

도로계획 수립, 관리 도로중기투자, 재정계획수립 조정

도로정비계획 수립, 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등 정비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 관리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 예산편성, 심사

분석

가로명 관리 가로명의 제정 및 정비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관

리

교차로개선
교차로 및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조정

유료도로사업계획 유료도로사업계획 및 수탁협약

도시계획/교통정비계획과의 조

정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과 협

의, 조정

도로환경보전대책
도로구조․시설기준 등 도로환경을 보전

하기 위한 대책 수립

도로운영

도로운영종합계획 수립
도로운영을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도로굴착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

로굴착 및 복구, 그리고 관련기금 운용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편성 및 심

사분석과 도로의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

금 관리

위탁시설관리 지도감독
건설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설관리 지도감독

도로 제설작업․설해대책 총괄
동절기 도로의 제설작업 및 설해와 관련

된 대책 총괄, 조정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

립 및 업무조정

도로시설물 관리체계구축
도로시설물 설치후에 위치, 점검일자, 정

검내역 등을 관리

무선원격제어 통제
무선원격제어 통제 중계소 및 무선국시

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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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29] 상수도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상수도

상수도사업 계획
장단기 급수수요 에측 및 시설물의 적지선정

에 관한 종합계획

상수도공사 관리 용역업체 관련정보 및 공정 관리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상수관 시설, 노후관 유지보수, 벨브시설물

등의 교체, 상수관망도와 관련 대장 관리

상수원관리 상수원의 수질관리, 오염방지 계획

민원관리 사용료 부과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정보관리

누수관리 누수원인 파악 및 누수시 대책수립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
GIS를 활용한 상수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하수도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30] 하수도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하수도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하수도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및 하수도대장 관리

하수도 준설 관리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

립․조정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지도 오수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차집관거 건설계획

의 수립․조정

하수처리사업소 관리
하수처리사업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의 지도․감독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관리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
GIS를 활용한 하수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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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매설물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31] 지하매설물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유관매설물

도시가스 매설물 관리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관망도 관리

전기관련 매설물 관리 전기관련사업자 및 관망도 관리

통신관련 매설물 관리 통신관련사업자 및 관망도 관리

지하매설물 통합정보관리
GIS를 활용한 지하매설물관리 통합정보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

4.6.3 엔티티정의

[표 III-32] 도시시설물관리 엔티티

엔 티 티 명 엔  티  티  정  의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도로건설, 교통관련 시설물, 하천, 단지, 녹지건설 등에 관한

집행사업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입각한 각종 시설물 정보

민원 용도변경이나 지구변경, 도시계획관련 정보요구와 보상 정보

지하시설물관리계획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

상수도 상수도 관망도, 상수도관련 시설물도 위치 정보

하수도 하수도 관망도, 하수도관련 시설물도 위치 정보

하천대장 하천경계 관련 시설물 위치정보

도로시설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의 위치, 길이, 개통일 등의 정보

도로대장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관련 이력 정보

교통시설물 신호등, 표지판 등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관련 시설물

도로계획 도로사용량, 환경이나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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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RD

[그림 III-14] 도시시설물관리 ERD

5. 도시개발분야 정보화계획

5.1 추진목표

 도시개발 관련자료(도면, 대장, 조서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개발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목표로 한다.

 현재 정부수준별로 많은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도시개발 업무와 관련하

여 공통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시 및 자치구의 연계 운영이 가능한 통합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한다.

 공통 DB를 통해 단위 업무간 또는 관련 기관간 온라인 방식의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

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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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관련 민원처리를 구청 및 동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One/Non-Stop 민원 서비스는 물론 정보연계를 통하여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Every/Any-Stop 서비스

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도시개발관련 사업자나 기업의 입지결정이나 물류정보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해 줌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개발 관련정보를 즉시 수집, 가공, 처리,

분석함으로써 도시개발 정책수립과정에 적용시켜 효과적 정책결정을 도모한다.

5.2 시스템 구축방향

 도시개발 기초자료의 전산입력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기본계획 수립시 적

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관리를 통해 신규사업이나 도시개발관

련 민원발생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서류의 발급 등 정보연계를

통해 어느 곳에서든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도시개발관련 기초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관부서간에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대비한다.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료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에 새로운 데이터의 갱신이 가능

하도록 신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면정보의 신속한 축소, 확대가 가능하도록 출력기능을 향상시킨다.

 장기적 주택건설 계획 수립을 위해 택지 등의 주택공급 측면은 물론 인구학적 기초

자료 등 주택수요측면의 자료를 수집, 관리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수요자별로 시스템접근을 차별화

한다.

5.3 단위시스템 추진계획

5.3.1 도시계획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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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도시계획관리시스템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

해 GIS를 이용하여 도면자료와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는 도시계획 종합관리시스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도시계획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자료의 중복과 혼란을 없애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기본 업무는 도시현황자료관리, 도시기본계획도관리, 토지이

용도관리, 도시계획시설도관리 등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반업무를 통합관리한다.

 중장기 도시계획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 경제, 산업 등 도시생활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자료들을 입력, 분석함으로써 주요 도시지표의 예측결과 도출에 활용한다.

 시설관리면으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계획과 시행, 도시계획결정사항 등 도시계획

시설과 전반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전산관리한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기존의 문서 및 도면을 GIS를 사용하여 통합관리하고, 전산

망을 사용하여 본청 및 자치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입력, 수정 및 각종 결과

물 출력에 편의를 기하고자 한다.

 각종 질의를 통한 GIS 분석기능을 사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관한 각종 분석,

예측, 타당성 분석 및 도면 작성을 통하여 중요한 도시계획 정책결정에 이용한다.

 현재 도시계획국에서는 지리정보과가 도시계획정보화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도시계

획종합관리시스템하에 도시계획기본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시스템, 도시

계획시설총괄관리시스템, 도시계획사업총괄관리시스템, 도시계획민원관리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계획하에 있다.

2) 정보화 필요성

 정보화 시대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GIS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정보화 시대를 대

비하여 GIS를 이용한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업무 전산화를 위한 응용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6만 6천건이나 변경 및 해제 등 결정고시, 지적고시 및 시행인가를

고려하면 입력대상은 약 75만건에 달한다. 이렇듯 도시계획시설은 그 종류와 개별시

설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문서자료와 도면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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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위해서는 GIS의 구축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구별, 단위업무별로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없고 중복투자로

인한 정보의 일관성 부재와 예산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자료인 지형도 및 지적도의 수치 전산화작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어 있어 도시계획 종합관리시스템의 개발조건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최적활용,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 증대,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업무에 필요한 도시계획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요청된다.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방대한 양의 문서자료와 도면자료가 통합적

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GIS는 이러한 업무를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중장기적으

로 볼 때 시스템 개발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도 GIS를 이용하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응용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나 자치구별 혹은 단위업무별로 개발이 추진되어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시차원에서의 접근이 효율적이며 시 차원에서의 시스템 결정 후 자치구에서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사업 추진일정

 1단계 사업(1999년) : 시범사업 단계

◦ 본청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분석에 의한 목표시스템 설정 및 시스템개발

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표 III-33] 도시계획관리시스템 1단계 시범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시스템 상세 설계
H/W, S/W 기능분석 및 평가 선정
DBMS 개념설정 및 선정
시스템간 네트워크 및 통합을 위한 기본개념 설정

공간/속성 DB 구축
1단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2단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계획

응용프로그램 개발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도 구축
속성정도 자료조사 및 분류 표준안 마련
각종 주제도 현황 및 업무별 축척/내용 입력

운영조직 정비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주 업무부서 지정 및 장기적 운영조직 계획 수립
운영조직 교육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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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3단계 사업(2000년 - 2001년) : 확산 및 안정화 단계

◦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하드웨어 및 응용시스템을 전 자치구청에 확산한다.

◦ 유형별로 적용될 수 있는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을 확산한다.

◦ 본청의 통계처리 및 분석 관련 응용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한다.

◦ 지적관리 및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한다.

◦ 온라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본청 및 전 자치구청을 통합 운영한다.

◦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속적인 자료갱신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진력한다.

4) 대상업무분석

[표 III-34] 도시계획관리의 대상업무

업  무  명 업  무  내  용 관 련 기 관

도시기본계획관리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관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계획의 관리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변경사항

고시 및 관리 유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대장자료

입력

이미 구축된 도시계획시설관리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관련 대장자료 및 조서를

속성자료로 입력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관리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리 및 고시

시설물의 입지여건 분석 및 결정

도시계획국

건설국

주택국

광역시설역설치관리
광역시설 결정 및 관리(혐오시설, 환경오

염시설 등)

도시계획국

건설국

주택국

도시계획민원관리

도시계획열람도의 작성 및 열람관리

도시계획확인원의 발급

각종 민원사항 검토 및 정책반영

도시계획국

건설국

주택국

각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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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 구축방안

◦ 현재 지리정보과 주관으로 1998년 12월까지 구축할 1:1,000 수치기본도와 지적

과에서 보유중인 지적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

◦ 도시시설총괄관리시스템의 경우 DB 프로그램이 이미 구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대

장 및 조서자료의 입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일선 업무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총괄시스템은 타 시스템과 병행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 도시계획 사항은 지적 필지마다 지번을 key code로 하여 속성으로 입력한다.

◦ 구축된 속성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사항을 추출해 도면으로 출력하여 활

용한다.

◦ 시스템 연계 및 활용방안 : 각각의 도시계획관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의 호환뿐만

아니라 필요시 타 시스템도 자신의 모니터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III-35] 도시계획관리시스템 DB 및 구축내용

D B 명 구   축   내   용

필지별 도시계획사항 관리대장, 결정고시, 지적고시 내용입력

도시현황자료
인구,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도시생활과 밀접한 현황자료

의 입력

도시계획기본계획도

관리

도시계획구역, 표구도, 경사도, 기상현황도 등의 입력

(필지별 도시계획사항과 연계구축)

도시계획시설도제작관리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도면의 입력

(필지별 도시계획사항과 연계구축)

도시계획시설 속성DB

기 구축된 도시계획시설관리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시

설관련 대장자료 및 조서의 입력

각 시설들에 대한 결정고시, 지적고시,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

른 75만건 정도의 자료 입력

도시계획시설관리

도시계획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현황 입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고시현황 입력

도시계획시설관련 고시철 및 조서, 도면의 입력

도시계획시설별 사업후보지 분석내용 입력

광역시설역설치관리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주민편의시설 적정입지 분석

도시계획민원관리

도시계획열람도 입력

도시계획확인원 입력

각종 도시계획관련 민원사항 취합 및 정리입력

각종 도시계획관련 민원처리현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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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연계방안

 정보연계를 위해서 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III-36]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자   료   명 부   서   명

1/1,000 서울시 수치기본도 지리정보과

전산입력된 지적도 지적과

전산입력된 필지별 공시지가 현황 세무운영과

서울시 1/1,000 수치지형도 지리정보과

도시계획기본정보시스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결과도 제작관리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총괄관리시스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총괄관리시스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총괄관리시스템 시설계획과

[표 III-37]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

공동활용자료명 주 요 내 용 활용주기 입수기관 제공기관

사용목적에 따른

도시계획도면
도시계획사항의 공간상 정보 수시

건설국

주택국
도시계획국

사용목적에 따른

시설계획도면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상 정보 수시

건설국

주택국
도시계획국

전산입력된 각종

대장 및 조서자료

도시계획결정사항, 고시사항,

사업, 시설,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모든 대장 및 조서자료

수시
건설국

주택국
도시계획국

7) 기대효과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통합시스템 구현으로 도시계획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시계획 시설관련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광역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다.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으로 도시계획 과정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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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적정배치를 유도

하여 사업의 효율성 도모할 수 있다.

 구별 단위업무 개발에 의한 예산낭비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표준화를 통한 통합행

정을 이룰 수 있다.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신속한 지원 및 대시민 민원처리 서비스를 개선한다.

◦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토지보상비 산출, 고시도면 출력 및 기타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지원한다.

 도시계획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필요에 따라 축척별 전산도면을 출력할 수 있다.

◦ 지구별, 용도별, 시설물별로 정확하고 신속한 면적을 산출해 낼 수 있다.

5.3.2 용도/지구/구역관리

1) 업무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설계, 상세계획 등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전

반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 업무내용으로 삼는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기존의 문서 및 도면을 GIS를 사용하여 통합관리하고, 전산망을

사용하여 본청 및 자치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입력․수정 및 각종 결과물 출

력에 편의를 기하고자 한다.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분석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으

로써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각종 질의를 통한 GIS 분석기능을 사용하여 각종 분석․예측, 타당성분석 및 도면작

성 등 정책결정에 이용하고자 한다.

 도시계획결정(변경)사항과 결정도면을 입력하여 원하는 형태의 자료로 출력이 가능토

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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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필요성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이용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방대한 양의

문서자료와 도면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GIS는 이러한 업무를 위해 가

장 강력한 도구로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스템 개발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 많은 자치구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에 관한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을 계획중

이거나 시행중이지만 이들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도 GIS를 이용한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업무 전산화를 위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나 자치구별 혹은 단위업무별로 개발이 추진되어 상호연계성

이 부족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된다.

 서울시에서는 지형도 및 지적도의 기본자료가 진행되거나 완료되어 도시계획 및 토지

관련 업무의 GIS시스템 개발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예산의 최적활용, 효율성 증

대, 정보공유 등을 위해 용도지역․용도지구 종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3) 대상업무분석

 세부 시스템 내역으로는 용도지역지구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설계지구관리, 도

시계획결정도제작관리를 포함한다.

 대상업무

[표 III-38]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 대상업무

업 무 명 업  무  내  용 관련기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관리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관리

토지이용현황 관련철의 유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변경사항 관리 유지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관리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과

각 구청

도시계획결정도 제작관리
도시계획 결정도 제작 및 관리

지적고시도 관리유지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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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 구축

[표 III-39]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시스템 DB 구축내용

D B 명 구  축  내  용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
각 지역/지구/구역별 현황 입력

(필지별 도시계획사항과 통합입력)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변경내역 등의 입력

도시설계지구관리
도시설계, 상세계획구역의 계획과 현황 및 변경내역 등의 입

력

도시계획 결정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 및 도면, 주요의견 입력

(필지별 도시계획사항과 연계)

5) 정보연계방안

[표 III-40]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를 위해 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자  료  명 부  서  명

1/1,000 서울시 수치기본도 지리정보과

전산입력된 지적도 지적과

전산입력된 필지별 공시지가 현황 세무운영과

피지별 도시계획사항 도시계획과

[표 III-41]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를 위해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

공 동 활 용 자 료 명 주  요  내  용 활용주기

사용목적에 따른 용도지역현황 및

계획도면
용도지역/지구의 공간상의 정보 수시

전산입력된 각종 대장 및

조서자료

도시계획결정사항, 고시사항, 사업. 시

설,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모든 대장

및 조서자료

수시

사용목적에 따른

도시설계/상세구역현황 및 계획,

시행후 결과 도면

도시설계,상세계획구역의 공간상의 정보 수시

6) 기대효과

 본청 및 자치구의 통합시스템 구현으로 도시계획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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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조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지원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

획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구별 단위업무 개발에 의한 예산낭비 및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다양한 도시계획관련업무의 신속한 지원 및 대시민 민원처리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

다.

5.3.3 주택건설관리

1) 업무개요

 주택건설에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전산화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추

구하고자 한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통합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의 안전확보에도 기

여할 수 있다.

◦ 현재 수작업에 의존하여 건축물의 이력․용도 등 대장(195만건)이 작성, 편집, 관

리되고 있으며 전국시스템으로 통합될 때를 대비하여 연계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 행정자치부의 전산화사업으로 강남구와 송파구의 DB구축이 완료되었다.

◦ 건설교통부의 주도로 주택건축행정, 종합정보화시스템이 구축중에 있고 은평구의

DB가 완료되었다.

 항공사진 제작 및 판독 전산화

◦ 현재 보관중인 항공사진(대상물량 약 10만장)을 전산입력, 저장, 관리함으로 재래

식 수작업에 의한 인화 제작방법에서 탈피한다.

◦ 향후 검색용 S/W를 개발함은 물론 인공위성 항공촬영사진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사업관리

◦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시설물계획, 도시계획결정사항 등 사

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기실시한 도시계획사업의 문서 및 도면을 GIS를 사용하여 통합관리하고, 전산망을

사용하여 본청 및 자치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입력․수정 및 각종 결과물

출력에 편의를 도모한다.

◦ 각종 질의를 통한 GIS 분석기능을 사용하여 각종 분석․예측, 타당성분석 및 도면

작성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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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장관리시스템

◦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준공내역을 구축하여 공사현황 및

재증명발급 등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자 한다.

2) 대상업무 분석

 도시개발사업관리 대상업무

[표 III-42] 도시개발사업관리 대상업무

업 무 명 업  무  내  용

대상구역 및 규모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구역 중에서 그 면적이 10,000m

2

이상되는 지역 선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시행허가

실시계획 인가작성

공고 및 공람

의견서 제출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시행자 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

 공사대장관리 대상업무

[표 III-43] 공사대장관리 대상업무

업 무 명 업  무  내  용

공사대장관리

공사 준공내역 도급액 지급내역

하도급 현황 설계내역

시공실적증명서 발급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용역실적증명서 발급

3) DB 구축 및 시스템 연계

 DB 및 응용 S/W 구축방안

◦ 공사도면 사진을 저장하기 위한 DB를 설계한다.

◦ 속성데이터의 검색, 수정, 입력 등 자료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한다.

◦ 응용 S/W는 공사대장 관리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화면과 함께 사진 및 도면과

연계 처리하여 데이터 검색이 가능토록 한다.

◦ 시설물안전관리에서 공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공사완공후 안전관리부로 자료를 이관할 때 기준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건설안전

관리본부와 6개 사업소가 공사대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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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4] 주택건설관리시스템 DB 구축내용

D B 명 구  축  내  용

공사계약대장
계약번호, 공사명, 도급인내역, 입찰일,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설지준

공, 검사일, 도급액지급내역, 하도급내역 등

공사관리대장
관리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예산내역, 도급인인적사항, 보증인인적사

항, 업무담당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등

공사이력대장 설계액, 시행결정액, 제1회변경, 제2회변경, 제3회변경, 정산설계액 등

증명서발급 시공자 일반사항, 시공실적 내역, 공사내역

4) 기대효과

 공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제증명 발급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실에 문서의 형태로 보관된 공사자료를 찾고 복사하는 노력을 줄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타부서의 공사자료 요청시 다양한 조건검색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하고 체계적인

공사대장관리로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증대시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5.4 도시개발 데이터모델링

5.4.1 업무기능분해

용도/지구/구역관리

도심재개발

주택기획

건설행정

주택건설관리

도시계획관리

치수

도시개발

[그림 III-15] 도시개발 업무기능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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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프로세스정의

 주택건설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45] 주택건설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주택기획

주택기본계획의 수립 주택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택시책의 개발과 조정

주택건설사업 관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승인․협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지도 및 민영주택분양 지도․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주택조합의 지도 재건축․지역․직장주택조합의 지도

주택건설사업자 지도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지도

주거안정대책의 수립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의 수립․조정

시민아파트 관리 보상, 이주, 철거 등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

도심재개발기본계획수립
도심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조정 및

승인

도심재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관리, 청산금징수, 등

기촉탁, 환지처분

도심재개발구역 관리 도심재개발구역내 건축심의 및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

도시경관 관리 도시시설물 및 도시경관의 사전협의 지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제한․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건축물 시설․동

원계획

건설행정

충무계획수립 운영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도로부지 관리 도로부지 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지하도상가 관리 지하도상가의 이력 정보 관리

건축행정의 총괄관리 건축행정의 총괄․조정 및 건축통계, 과태료 관련업무

전문건설업체 관리 전문건설업 면허 및 등록,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하천관리계획의 수립 하천관리에 대한 정기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치수

하천개수공사 관리 하천개수공사의 총괄․조정

하천의 유지관리 하천부지의 활용 및 환경보전을 위한 유지관리

공유수면․하천구거부지

관리
공유수면․하천구거부지 관리의 총괄․조정

저지대 침수방지계획의

수립
홍수시 상습 저지대 침수방지계획의 수립 및 조정

빗물펌프장 관리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 관리 계획의 수립, 조정

수문관리 수문시설 이력정보 및 수문개폐 관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장기적 지하수관리 종합계획 및 수질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III. 도시기반정보화
━━━━━━━━━━━━━━━━━━━━━━━━━━━━━━━━━━━━━━━━━━━━━

- 280 -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프로세스정의

[표 III-46]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용도지역/지구/구역 관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과밀부담금 관리 과밀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

지하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시설계획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총괄․조정

교통운수시설 계획 수립 교통운수시설의 입안 및 결정

도시공간시설 계획 수립 도시공간시설의 입안 및 결정

유통 및 공급시설 계획 수립 유통 및 공급시설의 입안 및 결정

공공문화복지시설 계획 수립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입안 및 결정

도시방재시설 계획 수립 도시방재시설의 입안 및 결정

보건위생시설 계획 수립 보건위생시설의 입안 및 결정

5.4.3 엔티티정의

[표 III-47] 도시개발 엔티티

엔 티 티 명 엔  티  티  정  의

도시개발기본계획
도시계획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서 토지이용, 시설물,

지하매설물, 도로, 물류 등을 포괄

행정구역 용도, 지역, 지구나 구, 동 등 행정단위 구역에 관한 정보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도로건설, 교통관련 시설물, 하천, 단지, 녹지건설 등에 관한

집행사업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입각한 각종 시설물 정보

민원 용도변경이나 지구변경, 도시계획관련 정보요구와 보상 정보

토지구획정리사업
구획정리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서 매각, 보상, 등기, 청산, 촉탁 및 공

사와 관련된 정보

보상 환지청산결과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정보

환지 환지관련 정보

소유주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된 소유주의 인적사항 정보

주택건설기본계획 주택수급계획, 인구현황, 주택수요 예측정보에 관한 기본계획

건설사업
주택건설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규모, 기간, 위치, 공법, 비용 등에 관한

정보

인허가 건설과 건축설계에 관한 인가, 허가 정보

건설업자 건설 및 건축설계 면허와 관련된 업체관련 정보

보상 건설사업에 의해 발생된 보상규모, 보상자 정보

토지/지상물 지번, 소유주, 지가, 면적 등 토지/지상물 정보

건축물 건물에 관한 정보

건축대장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소유권변경과 관련하여 소유

주, 건축물, 대지에 관한 정보

등기 건축사업에 의해 생성된 등기정보

택지 주택건설 사업의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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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RD

[그림 III-16] 도시개발관리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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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분야 정보화계획

6.1 추진목표

 교통분야 정보화의 목적은 교통행정의 능률 향상 및 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시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데 있다.

 1980년대의 시설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1990년대의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이제 21세기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교통업무 전산화를 통한 교통관리정책이 전

반적인 추세이다. 기초 교통관련 정보의 전산화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다.

 도시개발분야의 정보화와 연계하여 도시공간구조 개편구상 및 수요의 균형적 배분에

부합하는 도로, 철도망 노선체계를 고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분야의 전자화된 데이터를 교통

관리시스템의 데이터와 연계시켜 시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6.2 시스템 구축방향

 교통관련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정책의 수립에 적절하게 참고될

수 있도록 한다.

 교통관련 DB의 구축은 관련기관간에 자료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상의 보완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통시설물이나 자동차, 대중교통 운수업체 정보와 같은 정적인 데이터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교통소통정보와 같이 동적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와 하드웨어가 대용량, 고속의 장비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교

통관련 기초데이터의 구조가 ITS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구축한다.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나 운수업자에게 최신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동차대장이나 운전자정보가 다른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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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정보화와 연계되어 장기적 주차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차난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3 단위시스템 추진계획

6.3.1 교통정보관리

1) 목표

 ITS는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정

보․통신․제어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체계이다.

 ITS 중 서울시의 교통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은 크게 2가지 형

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 형태는 교통자료를 현장수집장치를 통하여 수집․가공한 후

교통정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관제시스템,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교통방송 ARS시스템, 도로교통안전협

회의 KORTIC시스템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형태의 교통서비스시스템은 각 체

계․부체계로부터 해당 교통정보를 전송받아 그 권역의 각 서비스체계․부체계에 필

요한 형태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가공 처리 저장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위개념

의 교통정보시스템으로서 종합 교통정보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 권역의 개

별 서비스체계는 제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대상을 도시별, 도로기능별

(도시고속도로와 신호등가로), 교통정보 이용자 그룹별(대중교통이용자, 승용차 이용

자, 도로관리자 등)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서비스체계의

서비스 제공대상은 공간적으로 서울시 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 교통정보시스

템에서 서울시 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가공 처리 저장 관리하여 공간적 집적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은 개별 서비스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수집된 교통상황자료

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Data Fusion 등의 자료처리기법을 통하여 분석/처리하며,

운전자 또는 정보이용자에게 교통정보 송수신 시설간의 양방향 또는 단방향통신에 의

해 종합교통정보 시스템에서 분석/처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종합교

통정보시스템은 개별 서비스체계와의 교통정보 송수신시설과 교통정보 처리시설로 구

성된다.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목표는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안전성 확보의

기본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도로공사, 교통사고, 지체원인 등 주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불만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방송, 자동응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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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등 향후 개발될 다양한 정보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한다.

◦ 운전자 또는 교통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정

보화사회 시민의 교통정보관련 욕구에 부응한다.

◦ 최적경로안내, 진출입통제, 유고상황, 교통사고의 위험, 주차상황 등에 대한 실시간

또는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간비용, 연료소모 등을 절감한다.

◦ 차량과 외부정보 송수신시설간 양방향 통신체계의 구축으로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

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2) 서울시 교통정보화 계획의 기본개념

 지능형교통체계의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중요

한 기본구성요소는 (1) 교통자료의 수집, (2) 교통정보의 처리․가공․관리, 그리고

(3) 정보제공이다.

 종합교통정보시스템과 연결되는 서울시의 개별 서비스체계는 교통신호관리체계, 올림

픽대로 교통관리체계, 교통방송,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협회의 KORTIC 시스템 등이

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 서비스체계는 독자적으로 설치한 교통자료

수집장비를 통하여 교통자료를 수집 가공 처리하고 있으며, 서비스체계별로 고유서비

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국가 ITS 및 서울시 개별시스템의 현황은 [부록

III-3] 참조).

 이러한 개별 서비스체계의 서비스 제공대상은 공간적으로 서울시 권역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에서 서울시 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가공 처리 저장 관리

하여 공간적 집적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체계의 상위개념

으로 요구되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은 개별 서비스체계의 제공서비스와 연계하여 (1)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 서비스체계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2)

Data Fusion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이들 교통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며, (3) 분석 가

공된 교통정보를 개별 서비스체계의 고유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서비스체계의

관리센터와 교통정보를 공유하고, (4)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은 서울시 권역의 교통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서울시 교통정

보시스템, 종합교통정보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본정보서비스시스템,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음 그

림은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구

성, 종합 교통정보시스템과 개별시스템간의 정보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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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보센타
(TRIS. ICS)

기본정보제공
(BIBS)

화물운송
(CLIS)

대중교통정보
(CBIS/EBIS/

IBIS))

부가정보서비스
(VTIS)

운행계획정보
운행상태정보
통행시간정보

돌발상황보완정보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확인경로

권역정보센타
(TRIS. ICS)

서울시　교통정보　센타

도로/교통정보
화상정보

돌발상황정보
기상/환경정보
대중교통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차로/램프제어정보

교통단속정보
중차량관리정보

요금징수원칙정보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기상정보

여행자

기본정보

자체수집체계
1

도로정보
교통정보
화상정보

돌발상황정보

자체수집체계
2

자체수집체계
3

자체수집체계
4

동적주행안내
(DRGS)

출발전
 교통정보안내

(PTIS)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기상정보
차로/램프제어

도로/교통/기상정보
돌발상황정보
대중교통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차로/램프제어정보

교통단속정보
중차량관리정보

톨정보

운전중 교통정보제공
(ETIS)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차로/램프제어

[그림 III-17]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 구성도

3) 교통정보화 종합화 및 교통정보 연계방안

(1)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특징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주요 제공서비스는 수집교통자료의 신뢰성 분석 및 종합관리,

개별서비스체계의 서비스 제공능력 향상,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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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통관리센터의 교통자료수집체계를 가능한 활용한다.

 서울시권역의 교통상황파악, 유고관리, 그리고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종합교통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다.

(2)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개별체계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각 서비스체계에서 독립

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양질화 시킴과 동시에 교통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한

집적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방

향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개별시스템의 교통정보 수집 처리 관리기능을 극대화시킨다.

 현재 시스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서비스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공간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

 개별 서비스체계인 첨단신호시스템, 도시고속도로 관리시스템, 교통방송 ARS시스템

등의 서비스 대상지역은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이들 시스템의 연차적 확장계획

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서울시 ITS의 발전에 따라 추가로 구축될 개별 서비스센터, 즉 주행안내센터,

여행자 정보센터, 대중교통센터 등에 의한 확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은 공간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향후

수도권의 교통정보를 관리하는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은 첨단 교통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첨단 여행정보 서비스

체계, 첨단대중교통체계, 첨단물류관리체계, 첨단차량 및 도로체계, 교통공해 관리체

계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종합화 및 연계방안

 교통정보를 종합화하는 방안은 크게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향에 의하여 중

앙집중형 공유방안과 분산형 공유방안으로 분류된다.

 이들 공유방안은 개별방안별로 고유의 장단점을 가진다. 서울시의 교통정보 데이터베

이스는 두 방안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시스템과 교통정보 종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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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두 방안을 적절히 수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교통상황의 종합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공유방안,

개별시스템의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산형 공유방안을 조화시켜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다음 표는 이들 방안의 장단점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48] 교통정보 공유방안 비교

방  안 구분 내            용

중앙집중형

공유방안

개요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종합화하는 방안

장점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개별 시스템의 확장시 통신비용 및 H/W의 추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단점
통신비용 및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된다.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DB가 과다하게 커진다.

분산형

공유방안

개요
각 독립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 해당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 시스템의 교통정보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

장점
통신비용과 구축비용이 적게 들고 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자료만을

저장하고 가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단점

향후 각 시스템이 확장될 경우 추가적인 통신비용 및 H/W의 설치가

요구된다 개별적인 연계를 할 경우 확장의 경우를 고려하여 연계시설

을 결정해야 한다.

 교통정보 연계방법은 수집정보 연계, 가공정보 연계, 제공정보 연계, 그리고 기타정보

연계로 구분된다. 다음 표는 이들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49] 교통정보 연계방안 비교

방 법 처  리  방  법 연  계  기  능

수집정보

연계

- 개별시스템의 DB에 실시간으로 저장

- 개별시스템의 자료 1차처리 과정에

활용

- 개별시스템의 고유알고리즘으로 정보

가공 가능

교통류 연계제어기능

-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접속구간 교통류

연계제어

- 국도와 시도 접속구간의 교통류 연계

제어

가공정보

연계

- 가공된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1차가공

할 필요 없다.

- 개별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최종정보로

가공이 가능함

- 개별시스템의 정보처리 결과와 연계

하여 제공

교통류 연계관리기능

-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접속구간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류를 연계관리

- 국도와 시도 접속구간의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류를 연계관리

제공정보

연계

- 개별시스템이 제공하고자 하는 최종

정보를 연계

- Data Fusion 작업 가능

- 개별시스템 교통정보의 공간적 제약

을 개선

교통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통

류를 효율적으로 관리

- network의 소통정보, 유고정보를 제공

- 우회도로 안내

기타정보

연계

- 수집/가공정보에 대한 선별적 공유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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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0] 연계 교통정보의 내용

방  법 연  계  교  통  정  보  내  용

수집정보연계

실시간 원시정보

- 교통자료: 교통량, 속도, 밀도, 점유율, 정체도, 여행시간

- 유고자료: 발생/종료시각, 유고지점/구간, 유형, 심각도, 지속시간, 영향범위

- 도로면상태: 대상구간, 노면상태

- 신호제어: 신호주기, 녹색시간, 옾셋

- 램프제어: 제어시간대, 제어시간

가공정보연계

1차처리정보

- 교통자료: 교통량, 속도, 밀도, 점유율, 정체도, 여행시간

- 유고자료: 발생/종료시각, 유고지점/구간, 유형, 심각도, 지속시간, 영향범위

- 도로공사: 기간, 종류, 구간, 내용

- 차선통제: 기간, 종류, 구간, 내용

- 도로면상태: 대상구간, 노면상태

- 신호제어: 신호주기, 녹색시간, 옾셋

- 램프제어: 제어시간대, 제어시간

- 교통안전: 안전속도, 구간운행수칙

- 대기차량: 구간, 대기차량길이

- 통행시간: 구간, 소요시간, 대기시작지점, 대기차량길이

제공정보연계

처리정보

- 주변도로 교통정보: 구간, 교통량, 속도, 점유율, 소통상황, 통행시간

- 주변도로 유고정보: 유고발생지점/구간/시각, 유고유형, 심각도, 예상지속시간,

유고종료시간, 유고영향범위

- 주변도로 공사정보: 공사시작/종료일, 공사구간, 공사내용, 차선폐쇄

- 주변도로 차선통제정보: 통제시작/종료일, 통제구간, 통제내용

- 주변도로면 상태: 대상구간, 도로면상

- 유고발생구간 우회도로정보: 유고발생구간 교통정보, 우회도로 교통정보

기타정보연계 기상정보, 운전자 안내정보

 종합 교통정보 시스템의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Data Fusion

기법 등을 통하여 개별 서비스체계의 교통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교통정보의 전달과정은 정보수집 및 종합, 정보처리, 정보제공의 아래의 표와 같이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개별시스템의 교통정보를 통합처리하고 관리하는 과정, 즉 개별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통합하는 자료합성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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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1] 교통정보의 전달과정

구 분 내   용

정보수집
지자체 시스템 및 자체 정보수집체계의 루프, 영상, 마크로웨이브 검지기, RFID,
CCTV, 통신원, 시민제보 등에 의하여 교통정보 수집한다.

정보처리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각종 데이터퓨전 알고리즘에 의하여 수집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최종정보로 가공한다.

정보제공 교통정보 제공체계(BIBS, TTIS, ETIS, DRG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정보수집

서울시 
교통정보 

센타

정보처리

검지기 비콘 CCTV 제보 자체수집

전송인터페이스

１차　자료 운영자　단말기

OFF-LINE
합성처리기

ON-LINE
합성처리기

링크별여행시간처릭

정보제공수단

유고인식처리기

링크별자료

[그림 III-18] 수집 교통정보의 통합처리과정

5) 교통정보 종합화의 기능적 요구사항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로교통 및 여행정보를 운전자 및 일반시민

에게 제공하여 여행자의 여행편의를 도모하고 부가적으로 도시교통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은 차량흐름의 상태 및 차량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자료관리 및 처리, 각 기법의 통합, 그리고 분석, 정보제공, 통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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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요구기능은 교통자료 수집부문,

교통정보의 분석 및 처리부문, 정보제공부문의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된다.

 교통자료의 수집대상은 도로 및 교통상황정보, 여행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여행정보 등

이다. 이들 교통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서비스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그외 비상전화나 CCTV 등에서 수집되기도 한다.

 교통정보의 분석 및 처리부문에서는 개별 서비스체계로부터 수집된 제반 자료들을 기

초로 이력자료와 현재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정보 및 각종 분석정보로 가공한다. 교통

정보의 가공수준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지원과 시민에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분

석 및 처리단계에서는 각종 장비상태 및 시스템 상태의 기록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정보 제공부문은 크게 이용자에의 정보안내와 민간영역에의 정보제공으로 구분된

다. 이용자 정보안내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가공된 정보를 토대로 적정 정보전달매체

에 정보들을 전송하며, 다양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형별

정보전달매체의 설정과 전송내용의 관리가 요구된다.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실현을 위해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III-52]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

         기 본 기 능             기 능 적   요 구 사 항

교통자료의 수집

여행시간정보 수집
도로상황 및 교통상황정보 수집
돌발 상황 및 교통사고자료 수집
교통정체 및 도로공사자료 수집
교통자료 수집원의 관리상태 및 수집자료의 갱신상태
기타자료수집

교통정보의 분석 및 처리

현장자료 및 과거자료 처리
자료의 보관과 관리
유고·정체 검지 및 관리
도로교통 상황정보 및 예측정보 산출
제공정보의 내역도출 및 가공처리
컴퓨터 고장 복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교통 모의실험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교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

VMS, PC, 교통방송 등의 제공정보 DB 갱신
교통정보 안내내용관리
정보전달매체의 구성장비 monitoring
안내정보의 처리상태 monitoring
경로안내 서비스
전방향 교통상황예고 및 우회도로 정보제공
최적안전속도 및 대안경로 제공
주행경로 및 대안경로의 여행시간정보 제공
자료 보존과 추출
방송 메시지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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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정보의 수집

 교통자료의 수집대상은 도로 및 교통상황정보, 여행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여행정보 등

이다. 이들 교통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서비스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도시교통관리체계(UTMS), 시내버스정보체계(CBIS), 고속도로 교통관리체계

(FTMS), 교통정보체계(ATIS)에서 수집되는 교통자료의 내용은 정적 교통정보와

동적 교통정보로 구분되는데 각 체계별 수집교통정보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53] 도시교통관리체계(UTMS)의 수집 교통정보 내용

구  분 수    집   정   보

도시교통관리

체계

(UTMS)

◦ UTMS체계로부터 수집해야할 정적교통정보

∙ 검지기 정보

- 검지기 설치위치, 검지기 설치방향, 검지기 종류

∙ 운영 및 설계구간 정보

- 구간 시작/끝 지점(노드), 구간 길이, 구배, 설계속도, 운행제한속도

- 차로수, 차로폭, 길어깨폭, 보도폭, 도로폭원

∙ CCTV카메라 위치

- 동영상, 정지영상을 수집할 경우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대한 정보

∙ 교통시설물 자료 수집

- 도로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위치, 형태, 종류

◦ UTMS체계로부터 수집하는 동적교통정보

∙ 구간별 교통자료

- 교통량, 속도, 점유율, 소통상황(정체도), 통행소요시간

∙ 유고정보 (사고, 고장차량 발생)

- 유고발생시각, 유고발생지점 또는 유고발생구간, 유고 유형, 유고 영향범위

∙ 교통안전정보

- 구간안전속도, 구간안전수칙

∙ 공사정보

- 공사구간, 공사유형(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구간 소통상황

∙ 차로통제정보

- 통제구간, 통제사유, 통제차로수, 통제기간

[표 III-54] 시내버스정보체계(CBIS)의 수집 교통정보 내용

구  분 수  집  정  보

시내버스

정보체계

(CBIS)

◦ CBIS 정적 교통정보 수집 및 구축

∙ 노선정보

- 노선번호, 노선경로, 노선길이, 회차지점, 경유지

- 등급별 요금(좌석버스, 일반버스), 운행회사, 전화번호

∙ 운행계획정보

- 노선번호, 운행거리, 출발지, 도착지, 요일구분

- 등급별 운행시간, 등급별 소요시간, 등급별 운행(배차)간격

◦ CBIS로부터 수집하는 동적교통정보

∙ 구간별 통행정보

- 구간, 예상통행소요시간, 정체구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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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5] 고속도로 교통관리체계(FTMS)의 수집 교통정보 내용

구  분 수  집  정  보

고속도로

교통관리체계

(FTMS)

◦ FTMS체계로부터 수집해야할 정적교통정보
∙ 검지기 정보
- 검지기 설치위치, 검지기 설치방향, 검지기 종류

∙ 운영 및 설계구간 정보
- 구간 시작/끝 지점(노드), 구간 길이, 구배, 설계속도, 운행제한속도
- 차로수, 차로폭, 길어깨폭, 보도폭, 도로폭원

∙ CCTV카메라 위치
- 동영상, 정지영상을 수집할 경우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대한 정보

∙ 교통시설물 자료 수집
- 도로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위치, 형태, 종류

◦ FTMS체계로부터 수집하는 동적교통정보
∙ 구간별 교통자료
- 교통량, 속도, 점유율, 소통상황(정체도), 통행소요시간

∙ 유고정보 (사고, 고장차량 발생)
- 유고발생시각, 유고발생지점 또는 유고발생구간, 유고 유형, 유고 영향범위

∙ 교통안전정보
- 구간안전속도, 구간안전수칙

∙ 공사정보
- 공사구간, 공사유형(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구간 소통상황

∙ 차로통제정보
- 통제구간, 통제사유, 통제차로수, 통제기간

∙ 유출입 램프 통제정보
- 계획된 램프통제
- RMS에 의한 램프통제

[표 III-56] 도시교통정보체계(ATIS)의 수집 교통정보 내용

구분 수 집 정 보

교통정보체계

(ATIS)

◦ ATIS체계로부터 수집해야할 정적교통정보
∙ 검지기 정보: 검지기 설치위치, 검지기 설치방향, 검지기 종류
∙ 운영 및 설계구간 정보
- 구간 시작/끝 지점(노드), 구간 길이, 구배, 설계속도, 운행제한속도
- 차로수, 차로폭, 길어깨폭, 보도폭, 도로폭원

∙ CCTV카메라 위치
∙ 교통시설물 자료 수집

◦ ATIS체계로부터 수집하는 동적교통정보
∙ 통행시간 자료:
- 구간 통행시간, 운행시간, 지체시간, 대기시작지점, 대기차량길이

∙ 구간별 교통자료
- 교통량, 속도, 점유율, 소통상황(정체도), 통행소요시간

∙ 유고정보 (사고, 고장차량 발생)
- 유고발생시각, 유고발생지점 또는 유고발생구간, 유고 유형, 유고 영향범위

∙ 교통안전정보
- 구간안전속도, 구간안전수칙

∙ 공사정보
- 공사구간, 공사유형(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구간 소통상황

∙ 차로통제정보
- 통제구간, 통제사유, 통제차로수, 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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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정보의 분석 및 처리

 교통정보의 분석 및 처리는 개별 서비스체계로부터 수집된 제반 자료들을 기초로 이

력자료와 현재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정보 및 각종 분석정보로 가공한다. 교통정보의

가공수준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지원과 시민에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교통정보 제공시스템(BIBS, TTIS, ETIS, DRGS)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를 포함

한 수도권지역으로서 서울시 권역이 가장 중요한 교통정보 제공 대상지역이 된다.

 따라서 서울시 교통정보화는 각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이 요구하는 교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교통상황의 종합 및 모니터링 기능)과 개별시스템의 제공서비스를 확대

할 수 있는 기능(개별시스템의 서비스 향상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57] 서울시 교통정보 분석기능

구  분 분  석  기  능

교통상황의 종합

및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교통서비스 제공기능에 부합되는 교통정보 수집

체계 구축

- 서울시 시스템의 교통자료 수집기능 분석

- 교통정보 제공체계(BIBS, TTIS, ETIS, DRGS)의 기능적 요구사항 파

악

-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의 요구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울시 개별시스

템의 교통자료 수집 기능 확장

개별시스템의

서비스 제공기능의

강화

교통류 연계제어

- 신호교차로와 도시고속도로 진출입구의 교통류 제어연계

- 시내교차로와 국도 연결지점의 교통류 제어연계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교통류 관리

- 교통방송과 KORTIC의 교통정보 연계 구축

- 교통정보의 교통류제어에의 활용

[표 III-58] 교통정보 분석: 교통정보시스템에서의 동적 교통정보 분석내용

시스템 교  통  정  보  분  석

교통정보
시스템

기초 교통정보 처리

- 수집시간간격 설정, 교통자료 검증, 수집자료의 자료별 단위화, 그룹화, 유고

감지, 혼잡도 산출, 구간통행시간 산출, 대기차량길이 산출, 교통통계처리,

- 분석지표(AADT, ADT, VKT, VHT, PHF, k계수, 일/월변동계수) 산출

동영상 정보처리

제공매체별 서비스 구축

- VMS, PC통신, 인터넷, 팩스, ARS, 기타 지자체시스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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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보센타
(TRIS. ICS)

기본정보제공
(BIBS)

지하철,철도,
항만,항공

기상청/
환경청

대중교통정보
(CBIS/EBIS/

IBIS))

특별수송대책반

자동요금징수
(ETCS)

자동단속
(ATES)

중차량관리
(HVMS)

도로정보
교통정보
화상정보

돌발상황정보

부가정보서비스
(VTIS)

도시고속도로교통
정보제공
(UETIS)

도시간선도로교통
정보제공
(UATIS)

보완교통정보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기상정보
환경정보

통행시간
요금징수원칙

교통정보
교통단속정보

운행계획정보
운행상태정보
통행시간정보

돌발상황보완정보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확인경로

권역정보센타
(TRIS. ICS)

서울시 교통정보 센타

도로/교통정보
화상정보

돌발상황정보
기상/환경정보
대중교통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차로/램프제어정보

교통단속정보
중차량관리정보

요금징수원칙정보

도로/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기상정보

중차량관리정보
(검사소통제정보

중량제한정보
화물차량통계)

여행자

기본정보

제어요구정보

교통정보
도로정보
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램프제어정보
차로제어정보

화상정보

고속도로
교통관리
(FTMS)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UETMS)

도시간선도로
신호제어

(UARTSCS)

제어요구정보
확인경로정보

[그림 III-19]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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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정보의 제공

 교통정보 제공부문은 크게 이용자에의 정보안내와 민간영역에의 정보제공으로 구분된

다. 이용자 정보안내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가공된 정보를 토대로 적정 정보전달매체

에 정보들을 전송하며, 다양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형별

정보전달매체의 설정과 전송내용의 관리가 요구된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ATMS, FTMS, 교통방송, 그리고 KORTIC 등의 개별시스템을

통하여 무료로 일반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민간영역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통정보는

유료화가 가능한 교통정보로서 이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III-59] 시스템별 교통정보 제공내용

시 스 템 교  통  정  보  제  공

개별시스템

(ATMS, FTMS,

교통방송, KORTIC)

주변도로 교통정보: 구간, 교통량, 속도, 점유율, 소통상황, 통행시간

주변도로 유고정보: 유고발생지점/구간,/시각, 유고유형, 심각도, 예상

지속시간, 유고종료시간, 유고영향범위

주변도로 공사정보: 공사시작/종료일, 공사구간, 공사내용, 차선폐쇄

주변도로 차선통제정보: 통제시작/종료일, 통제구간, 통제내용

주변도로면 상태: 대상구간, 도로면상

유고발생구간 우회도로정보: 유고발생구간 교통정보, 우회도로 교통

정보

교통정

보

제공시

스템

기본 도로정보

제공(무료)

(BIBS)

여행자정보

긴급구난정보

목적지별 교통수단별 소요비용

목적지별 교통수단별 소요시간

환승계획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

경로별 교통상황정보

경로별 편의시설

동적최적경로 유도정보

출발전

도로정보,

경로안내

(PTIS)

OD간 교통편의시설 정보

예정목적지에 대한 최적경로, 교통수단 정보제공

예정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주행중

도로정보,

여행자정보

(ETIS)

운전중 여행경로 제공

운전중 실시간 교통상황정보

운전중 실시간 전방향 유고정보

운전중 우회경로정보

운전중 교통편의시설 및 예약정보

운전중 긴급구난 요청 및 시설안내

주행중

도로정보,

경로안내

(DRGS)

동적 최적경로 유도정보

동적 주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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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보 센타

동적주행안내
(DRGS)

센타주도여행경로안내
(IFTRS)

출발전
 교통정보안내

(PTIS)

여타부가정보서비스

도로/교통정
보

돌발상황정보
기상정보

차로/램프제
어

정보제공자
(IP/SP)

도로/교통/기상정
보

돌발상황정보
대중교통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차로/램프제어정보

교통단속정보
중차량관리정보

톨정보

교통관련/여행관련
/업무관련 편이정

보

도로/교통/기상정
보

화상정보
돌발상황정보

환경정보
대중교통정보

대체교통수단정보
차로/램프제어정보

교통단속정보
중차량관리정보

톨정보

운전자
(승용차량
/긴급차량
/화물차량
/대중차량)

시종점정
보

주행안내정
보

,교통안내정
보

여행자

질의정
보

질의정보
시종점정

보

응답정
보

여행자정
보

응답정보
여행경로

운전중 교통정보제공
(ETIS)

부가정보/서비스
제공자

부가정
보

위성 지도제작자

도로/교통정
보

돌발상황정보
차로/램프제

어

[그림 III-20] 교통정보 제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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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1) 업무개요

 교통기획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교통행정지원 및 주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교통행정 지원업무의 시, 자치구, 사업소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한다.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III-60] 교통행정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수 행 조 직 역 할

도시정보화 구축 총괄반

교통기획정보관리시스템과 타 시스템간의 연계성 분석

업무처리 및 서식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화

장비의 공동활용 및 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제시

사용자시스템의 단일화

전체 시스템 구성의 총괄

광역 및 지역 통신망체계 구성

교통기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무반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처리체계의 재구성

업무서식 및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도

교통관리실

업무의 연계성 분석 및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구축시스템의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정보시스템구축 총괄

교통기획과, 주차계획과

개별업무의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서식 및 처리절차의 표준화

정보처리시스템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시스템 활용 및 연계 협의

자치구, 관련사업소

개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의

시와의 업무처리 체계 재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및 통합협의

사용자 시스템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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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필요성

 교통관련 정보수요가 정적인 자료에서 변동에 따른 동적인 자료로 변화함에 따라 교

통관련 정보를 과학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본청, 자치구, 사업소간에 원활한 자료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교통정보는 교통관리 업무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로 하는 정보인 만큼 타 기

관간의 업무연계성 및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수작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많은 통계관리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할 필요가 있다.

3) 대상업무분석

 대상업무는 크게 나누어 행정지원 및 교통영향평가, 세외수입 현황관리, 주차장시설

및 터미널관리 등 세 부문으로 구분된다.

[표 III-61] 행정지원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교통분야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시정참여단체 참여응모

보조금지원, 위원회운영

실적보고관리

정산(사업보조금)

추진불가능단체관리

참여응모 양식

공고내역

실적보고 자료

단체관리 대장

단체 40개

보조금3억

사회진흥과

위원회

개별단체

회계과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참여공고,

접수

시민단체 DB관리

정기속도

검사

간선도로 기준 75개축

정기(연1회) 조사

정기속도 검사

내역

(약 20,000건)

9개실과
정기속도검사내역

이력관리 DB

교통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신청

신청서접수 및 사전검토의뢰

사전검토결과제출, 보완요구

사전검토보완보고서제출

심의상정

영향평가서 및

신청서

검토결과

보완보고서

심의 결과

구청장

사업시행자

교통영향평가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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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2] 세외수입 현황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교통유발

부 담 금

통계관리

연면적1,000㎡이상 시설물

자치구청장 정기, 수시부과

수입금 90%시수입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자치구

(전산화

기구축)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 도입

기존 구축운영시스

템의 마스터 자료의

추출, 분석자료 구축

불법주

정차 과

태료 통

계관리

주차단속현황 및 실적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관리

주차단속 실적

부과징수 실적

자치구

(전산화

기구축)

기타세외

수입 현

황 통계

관리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관리

세외수입 현계관리

부과징수 실적

부과징수 대장

세외수입 현계

자치구

[표 III-63] 주차장시설 및 터미널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이면도로

관리

이면도로 통행개선 및 교

통량 분산

이면도로 도면 관리

이면도로 위치도면 자치구

이면도로위치도면관

리

이면도로 현황 DB

여객자동

차터미널

사업장관

리

여객터미널 사업 면허인가

사업면허 신청서 접수

관계기관 의견조회

여객터미널 사업장

대장관리

여객터미널 위치도

면

자치구
터미널사업장 DB구

축

주차장시

설 관리

시영, 민영, 주택가공동주

차장 자료관리

주택가공동주차장의 시비,

구비 매입분 현황관리

주차장시설의 결정시기,

부지규모, 이용실태 자료

관리

주차장 시설 대장관리

주차장시설 관리대

장(속성자료, 사진,

위치도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현황

자치구

시설계획과

주차장시설 DB 구

축(속성자료, 사진자

료)

도시계획결정전후의

위치도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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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 구축

[표 III-64]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시스템 DB 구축내용

DB 명 구 축 내 용

행정지원 및 교통영향평가

DB

교통분야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자료

- 실적자료, 단체관리대장

정기속도검사자료

교통영향평가

- 평가 신청내역

- 사전검토결과, 보완보고서

- 영향평가 심의 결과

세외수입현황 DB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기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주차장시설 DB

주차장 시설 대장

주차장 시설 도면 및 사진 자료

주택가공동주차장 현황

터미널관리 DB
여객터미널 사업장 대장

여객터미널 시설도면

이면도로 DB
이면도로 현황

이면도로 도면

 DB 구축방안

◦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기 구축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한다.

◦ DB 작성시 표준화된 DBMS를 이용하여 타시스템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신규구축 DB의 무결성, 투명성 및 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이상 발생시 자동 Back-up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 데이터의 유연성 확보와 다수 사용자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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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교통 데이타모델링

6.4.1 업무기능분해

[그림 III-21] 교통관리 업무기능 분해도

6.4.2 프로세스정의

 교통정보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65] 교통정보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교통개선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 장기적 교통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교통체계개선사업 관리
소통개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

교통관리시스템

교통정보관리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교통수요관리

주차기획

자동차관리업무

시내버스관리

화물, 시외버스

택시관리

교통개선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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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사업 추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 추

진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를 토대로 신호운영, 고속도로 교통

류관리, 유고대응, 혼잡통행료징수 및 위반차량단속

등을 자동화 시키는 교통체계

첨단 교통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적, 동적 교통소통정보, 여행자

정보, 주행안내정보 등의 실시간 정보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제공하여 교통류를 관리하는 체계

첨단 대중교통시스템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정보,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

모하는 체계

화물운송 시스템

화물차량의 위치, 적재화물 종류, 운행상태, 노선상

황, 화물알선정보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화물차 운

행을 최적화하고 관리를 효율화 시키는 체계

첨단차량, 도로시스템

차량과 도로에 고성능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

하여 전방․측방추돌, 차선이탈을 방지하고 차량운행

거리를 좁혀 도로 소통능력을 배가시키는 체계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66]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교통수요

관리

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교통안전이나 시민편의를 위한 관련 시민단

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및 혼잡통행료를 징수, 관리

하며 이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분석

교통관련 정기조사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통방송본부의 지도․감독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

택시관리

택시운송사업 기본정책 수립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 및 조정

택시운송사업의 등록관리
택시운송사업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

택시요금 관리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

정

택시 운수과징금 관리 택시․화물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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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로세스정의

주차기획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주차종합계획 및 주차시설설치계획의 수립과

조정

주차장건설의 지도․감독
공영주차장 및 환승센터의 건설과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의 수립

주차급지의 조정 주차급지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주차장 관리 주차세입․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주․정차 질서확립 및 견인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견인업무

주택가 주차계획 수립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수립과 시행

주차관련 제도개선 주차장․주차단속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자동차관리

업무

자동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관리를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동차등록 업무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자동차수송동원계획의 수립
필요할 경우 자동차수송동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동차 행정전산망 운영 자동차 행정전산망의 총괄 및 운영

자동차관련 지도단속 삭도․궤도․불법정비 및 방치차량 관리

자동차검사 업무 자동차검사 및 안전기준 설정

시내버스

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 기본정책

수립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내버스 요금 관리
시내버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시내버스 운수과징금 관리 시내버스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유관기관 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회관에 대한 지

도․감독

시내버스 노선 관리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조정․폐지

시내버스 운영 관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및 시책개발

시내버스운송업체 관리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및 버스

운송사업의 인가, 면허, 사후관리

버스전용차로 관리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영개선

화물,

시외버스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

분석

화물운송체계 관리 화물운송체계의 개선사항 수립 및 지도

중장기 터미널운영계획 수립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 그

리고 화물터미널, 창고업, 유통단지 지정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관

리
시외․고속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

공영차고지 관리 공영차고지의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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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엔티티정의

[표 III-67] 교통관리 엔티티

엔 티 티 명 엔  티  티  정  의

교통관리기본계획 교통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장기계획

대중교통운수업체 대중교통수단을 소유, 운영하는 업체 정보

인허가 교통관련 업체의 면허 등 인허가 정보

종사자 운전자, 정비사 등 운수업체 종사자에 관한 이력정보

교육 운수업체 종사자의 교육이수 내역, 분야, 이수자 정보

정류장 정거하는 노선버스, 정류장 위치, 부대시설물 등의 정보

민원 교통안전 및 소통, 노선과 관련된 민원 정보

노선 버스노선별 운행구간, 소요시간, 업체, 버스 등 정보

자동차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주, 배기량, 연식, 검사, 종류 등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 교통시설물, 자동차, 보행자 등 교통과 관련된 사고정보

교통안전계획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

교통위반 교통신호위반 및 과적 등 법규위반자의 소유차량, 위반일자, 위치

과태료징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체납관리를 위한 정보

주차위반 주정차 위반 등 법규위반자의 소유차량, 위반일자, 위치

주차시설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요금 등 주차시설 정보

주차종합계획 주차와 관련된 장기적 종합계획

지하철/도시철도공사 지하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정보

지하철노선 호선별 운행구간, 환승역, 소요시간, 운행시간 등 지하철 정보

지하철역 지하철역의 관리를 위한 인력, 위치, 공간 정보

지하철시설물 선로, 전기, 편의시설, 표지판 등 지하철시설물 정보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이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형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형건축물 정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출 내역

교통소통현황 구간별, 시간별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지점 및 처리현황 정보

교통방송 교통방송국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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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RD

[그림 III-22] 교통관리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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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분야 정보화계획

7.1 추진목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공위성에 의한 환경감시체계, 기타 관련 환경정보를 전산

화하여 효과적인 환경행정을 지원한다.

 환경분야 정보화를 통해 실시간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의식을 높이고 폐기절차, 재활용에 관하여 기업과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환경상태에 대한 기초 DB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오염정도

를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의 환경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DB를 구축하고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광

역적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

7.2 시스템 구축현황

 배출가스 차적조회시스템

◦ 배출가스 차량자료를 일정기준과 비교하여 차적조회 후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

를 전산화한다.

 폐기물현황관리프로그램

◦ 폐기물의 발생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폐기물 관련업소에 대한 자료를 관리한다.

 공원현황관리프로그램

◦ 공원의 면적이나 부대 시설물 증감사항 등 공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관리한다.

 TMS(Tele-Meter-System)
◦ 보건환경연구원 및 산하 대기오염측정소(10여개소)가 연결되어 있으며, 환경부 및

산하 대기오염측정소(전국 70여개소)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 전산실내에 워크스테이션 2대가 설치되어 서울시 15개 대기오염물

질에 관련된 자료를 전송받는다.

◦ TMS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 파악 및 긴급사태 대처, 전광판에 환경오염상황 게시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오염배출발생원 감시 및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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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부분 주관부서 개발진척도 비     고

배출가스 차적조회시스템 환경보전과 완료 전산정보관리소개발

폐기물현황관리프로그램
폐기물관리과

재활용과

완료

보완, 수정예정
18종 업무

공원현황관리프로그램 공원과
완료

보완, 수정예정
18종 업무

TMS(Tele-Meter-System)
환경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
현재운영중

환경부대기오염자동

측정시스템과 연결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환경보전과
환경부 개발완료

보급예정
환경부 주관시스템

염 종합감시, 연구사업용 자료수집관리, 각종 환경관련 영향평가 및 시책입안, 환

경부,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자료교환, 오존주의보, 예보의 기초자료 형성 등

이다.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환경정보전산화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 환경부, 시도, 시군구 환경관련부서를 연결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 및 통계자료

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환경부관리하에 구축되어 있다.

 시스템 구축 요약

[표 III-68] 환경분야 시스템 구축현황

7.3 시스템 구축방향

 환경 기초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보전정책 수립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형건축물 건립시 환경영향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측시스템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관부서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활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조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적인 정보인 만큼 정보의 일관성과 정

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환경상태의 빈번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의 수시 갱신이 가능하도록 신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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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에 관한 다양한 도면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멀티미디

어환경에서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

템을 구축한다.

 환경관련 DB 구축은 관련기관간에 자료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통소통정보와 같이 동적인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하드웨어가

대용량, 고속의 장비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DSS DB는 물론 DSS Model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영

향 예측기능과 시나리오작성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경보해 주는 기능

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7.4 단위시스템 추진계획

7.4.1 녹지조경관리

1) 업무개요

 자치구 및 사업소관할 공원의 현황 및 공원조성사업, 대장을 유지관리한다.

◦ 공원현황통계책자 DB구축

◦ 시설녹지대 관리대장 DB 구축

◦ 공원조성공사 관리 및 조성된 공원의 관리대장 DB 구축

 시스템별 업무내용

[표 III-69] 녹지조경관리 시스템별 업무내용

시 스 템 업 무 명

공원관리시스템 공원현황 및 공원대장관리

산림녹지현황관리 산림기본통계 및 산림보호현황관리

시설녹지현황관리
녹화지원사업(조경) 및 가로수관리

시설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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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본통계 조사, 보고 및 임산물생산, 가공현황, 대체조림비, 개발제한구역 등을

관리하고 녹화지원사업 및 가로수 관리, 그리고 도심시설 녹지대조성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수행조직 및 역할

[표 III-70] 녹지조경관리 수행조직 및 역할

수 행 조 직 역        할

도시정보화 구축 총괄반

녹지조경 정보관리시스템과 타 시스템간의 연계성 분석

업무처리 및 서식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화

장비의 공동활용 및 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제시

사용자시스템의 단일화

전체 시스템 구성의 총괄

광역 및 지역 통신망체계 구성

녹지조경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무반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처리체계의 재구성

업무서식 및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도

환경관리실

업무의 연계성 분석 및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구축시스템의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정보시스템구축 총괄

공원과

녹지과

조경계획과

개별업무의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서식 및 처리절차의 표준화

정보처리시스템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시스템 활용 및 연계 협의

자치구, 관련사업소

개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의

시와의 업무처리 체계 재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및 통합협의

사용자 시스템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

2) 정보화 필요성

 공원, 녹지, 조경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기존의 수작업에서 벗어나 과학적, 효율적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녹지관리와 관련되어 본청, 자치구, 사업소간의 원활한 자료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환경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이를 대시민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녹지현황에 대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관부서간의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고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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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업무분석

 공원현황 및 공원대장관리 업무분석

[표 III-71] 공원현황 및 공원대장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공원현황

통계책자

발간

자치구, 사업소관할

공원현황

공원면적, 시설물 등 현황

공원현황통계

책자내역

자치구

사업소

공원관리소

공원현황 통계DB

통계자료의 Web서비

스 제공

공원조성

및

대장관리

공원조성공사 수행에 따른

각종 자료의 관리

공원조성후 관리대장 및

도면 관리

공원조성공사

내역

공원관리대장

공원도면 및

시설물도면

공원녹지(사)

각공원관리소

시설계획과

공원대장 DB 구축

- 공원공사 진행문서

- 공원 설계도면 및

위치도면 DB

공원

세외수입

업무

공원관리사업소 세외수입

보고

대외기관 세외수입 현황

보고

사업소

세외수입

현황자료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

세무지도과

자치구

세정과

세외수입 현황 프로그

램 구현

 산림기본통계 및 산림보호현황관리

[표 III-72] 산림기본통계 및 산림보호현황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산림기본통

계관리

작성기본단위인 자치구에서

산림관련 기본자료의 통계표

작성, 시 보고

시는 각 구의 통계자료의 취

합,검토 후 산림청에 보고

산림 기본

통계자료

자치구

산림청

산림기본 통계DB구축

통계자료의 Web서비스

제공

산림청 온라인 자료 제공

임산물생산

통계 관리

생산량, 품목별가젹조사

자체생산통계자료 관리

목재생산 및 수급현황 및 임

산물가공업 등록현황, 실적

생산물 및

가공업현황

통계내역

자치구
임산물생산 통계 및 가공

업 DB 구축

대체조림비

부과징수

대체조림비 부과 및자료관리

납부고지서발급 및 수납관리

취소소송발생시 총괄관리

조림비

부과자료

자치구

개발제한구

역 관리

포석,초석,입간판

위법행위 단속,행위허가

위험시설물관리

개발제한구

역내역 및

도면

건설부

산림청

감사원

개발제한 구역 및 시설물

DB 및 도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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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지원사업(조경) 및 가로수 관리 업무분석

[표 III-73] 녹화지원사업(조경) 및 가로수 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녹화지원

사업

녹화지원 신청접수

녹화재료(조경수목등)

지원

녹화재료 관리

녹화지원 신청내역

녹화재료, 관리내역

자치구

공원녹지

(사)

녹화재료 DB 구축

수목공급

관리

공원녹지사업소의 양묘

사업

조경수목의 대장관리

조경수목공급 및

양묘현황

수목 238종 1,227종

꽃묘 80종 1,800종

자치구

공원녹지

(사)

수목공급 및 양묘DB

구축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연계

가로수

관리

고가의 가로수에 대한

자료관리

가로수 관리대장

가로수 255,537주

보호수 200주

자치구
가로수 DB 구축

가로수 위치 도면 DB

 시설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분석

[표 III-74] 시설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시설녹지대

조성 및

유지

녹지결정 및 변경 등 도

시계획사항

녹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녹지관리상황/통계보고

녹지의 점용허가

시설녹지 관리대장

시설녹지위치도 및

도시계획도면

시설녹지 260개소

건물 713

자치구

시설계획과

시설녹지대 DB구축

시설녹지대 위치도

면 전산화

시설물 설계도면

가로녹지대

조성 및

유지

가로녹지대 대장관리

가로녹지대 관리상황 및

통계

가로녹지대 관리대장

가로녹지대 위치도

및 시설도면

가로녹지 845개소

수목 12,576,000주

가로녹지대 DB

수목 대장

가로녹지대 위치도

면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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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 구축

 DB 구축방안

◦ DB 작성시 표준화된 RDBMS를 이용하여 타시스템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신규구축 DB의 무결성, 투명성 및 보안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설계한다.

◦ 이상 발생시 자동 Back-up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 데이터의 유연성 확보와 다수 사용자의 동시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DB 구축

[표 III-75] 녹지조경관리시스템 DB 구축내용

DB 명 구  축  내  용

공원현황 DB 자치구, 사업소 관할 공원현황통계책자내역

공원공사및대장 DB
공원조성공사관련 내역 공원관리대장
공원도면 및 시설물도면

산림기본통계 및
관리현황 DB

산림 기본통계자료 대체조림비 부과자료
개발제한구역내역 및 도면

임산물생산통계 DB 기본현황통계내역 생산물 및가공업현황

녹화지원 및
가로수 DB

녹화지원신청내역 녹화재료,관리내역
조경수목공급 및 양묘현황 가로수 관리대장

시설녹지대
관리대장 DB

시설녹지위치도 및 도시계획도면 시설녹지 관리대장
가로녹지대 위치도 및 시설도면 가로녹지대 관리대장

5) 정보연계방안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표 III-76] 녹지조경관리를 위해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부서명
자료명

도시
계획국 자치구 서울

대공원
어 린 이
대공원

공 원 녹
지(사) 산림청 건설

교통부

공원현황 DB ◎ ◎ ◎ ◎

공원공사및대장 DB ◎ ◎ ◎ ◎ ◎ ◎

산림기본통계 및 관리현황 DB ◎ ◎ ◎

임산물생산통계 DB ◎

녹화지원 및 가로수 DB ◎ ◎ ◎

시설녹지대 관리대장 D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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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활용가능 자료

[표 III-77] 녹지조경관리를 위해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

업 무 명 공동활용자료명 주  요  내  용
입수

기관

제공

기관

공원현황 및

공원대장관리
공원녹지현황

시설공원면적

생활권공원면적
자치구 건교부

산림기본통계 및

산림보호 현황관리

서울시내주요

생태계 조사현

황

토양,지질조사 내용

동․식물 등 생태계 변화 상태

주요 수종 식재 및 불량 수목

내역

자치구 산림청

녹화지원사업 및

가로수관리

공원녹지공간

확충사업현황

녹지대면적

가로수 보유현황

지정보호수

잔디광장, 산책로 등

자치구 자체

시설녹지대조성

및유지관리

시가지녹화 및

조경시설 현황

시설녹지 관리대장

시설녹지위치도

가로녹지대 위치도, 시설도면

자치구 자체

6) 기대효과

 녹지조경행정의 과학화․고도화

◦ 녹지조경관리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 신속․정확한 정보검색 및 이용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 공원녹지행정의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공원․녹지․조경 분야의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보다 진보된 공원녹지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내외 국가 경쟁력 제고

◦ Green-Round 대두, OECD가입 등 무역과 환경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푸른 자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도구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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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폐기물관리

1) 업무개요

 환경파괴의 주범인 각종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폐기물 처리업 및 시설에 대한 허가, 지원,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한다.

 시스템별 업무내용

[표 III-78] 폐기물관리 시스템별 업무내용

시 스 템 업  무  내  용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시설 관리

폐기물 통계

폐기물 배출자 관리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관리

청소차량유지 관리

폐기물 감량관리
종량제추진 및 규격봉투 제작관리

음식물쓰레기 및 1회용쓰레기 감량,재활용

 관련부서는 환경관리실의 폐기물관리과와 폐기물시설과이고 유관기관은 각 실국, 자

치구, 재활용과, 공원과,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자원재생공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

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차량관리사업소, 화장실보유기관 등이다.

2) 정보화의 필요성

 환경영향의 장기화, 간접화를 고려하여 폐기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청, 자치구, 각 사업소간의 원활한 자료유통체계의 구축으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타 기관간의 업무연계성 및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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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한 지도감독을 가능케 할 수 있다.

3)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III-79] 폐기물관리 수행조직 및 역할

수 행 조 직 역        할

도시정보화 구축 총괄반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과 타 시스템간의 연계성 분석

업무처리 및 서식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화

장비의 공동활용 및 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제시

사용자시스템의 단일화

전체 시스템 구성의 총괄

광역 및 지역 통신망체계 구성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무반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처리체계의 재구성

업무서식 및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도

환경관리실

업무의 연계성 분석 및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구축시스템의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정보시스템구축 총괄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시설과

개별업무의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서식 및 처리절차의 표준화

정보처리시스템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시스템 활용 및 연계 협의

자치구, 관련사업소

개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의

시와의 업무처리 체계 재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및 통합협의

사용자 시스템 활용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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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업무 분석

 폐기물 통계 및 폐기물 배출자 관리업무 분석

[표 III-80] 폐기물 통계 및 폐기물 배출자관리 업무분석

업무개

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폐기물

통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반입량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통계

장비, 인력, 정화조, 분뇨처리장

자치구

각종보고자료통

계연보작성(환

경부)

수도권매립

지운영조합

재활용과

자원재생(공)

자치구

환경부

데이터웨어하우징

도입

폐기물기본자료(시,

자치구)로부터 추

출, 분석, 재구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관리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정폐기물, 배출시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배출사업 지도, 점검(정기,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

료 부과

신고서류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 종류

점검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자치구

환경부

폐기물 배출자

DB 구축

무단투기 과태료

자료구축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관리업무 분석

[표 III-81]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및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오수정화시

설관리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

도감독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구역 조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 관련 지도,

단속실적 관리 및 보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 점검 및

오염도 조사 : 1872건

정화조청소 미이행자과태료

자치구 청소대행업체 DB구축

오수정화시설 DB 구축

분뇨처리시

설관리

분뇨처리 및 설계시공업체 관리

설계시공업 기술관리인 교육

공중화장실 관리

자치구

화장실보유

기관

설계시공업체 DB

공중화장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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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차량 유지 관리업무 분석

[표 III-82] 청소차량 유지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청소차량

유지관리

자치구 청소차량 관리 점검

청소장비 가동율 분석 및 통

계자료 관리

각 자치구 장비현황 수합

분석결과 보고

청소장비 통계자료 보고

청소장비운영현황

청소차량 등록말

소 보고철

가로청소차 유지

관리 대장

자치구

차량관리사

업소

청소차량,장비 DB

도로물청

소 관리

도로물청소 활용가능 지하철

지하수 현황조사/자료관리

지하수급수전 설치희망조사

지하수급수전 설치,관리

물청소차 확보

자치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

지형도면 관리

급수전 DB 구축

 음식물쓰레기 및 1회용쓰레기 감량, 재활용업무 분석

[표 III-83] 음식물쓰레기 및 1회용쓰레기 감량, 재활용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및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종량제추진 및

규격봉투 제작,

관리

규격봉투 제작업체 관리

용도별, 규격별 자료관리

규격봉투 사용 실적

규격봉투 관리 및 제고파악

규격봉투 판매소지정, 지도감독

기타 감면대상, 인쇄원판관리

제작업체 특별감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연계 감독

자치구

종량제 제작업체 및

봉투규격 및 생산량

DB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감량의무 사업장 현황관리

자치구 점검결과 시, 환경부보고

비감량의무 사업장 자료관리필요

자치구

환경부
감량의무사업소 DB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수요처

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요처 명부관리

수요처 배출처와의 연계

자치구

환경부
재활용수요처 DB

1회용품

사용대상업소

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 , 실적보고 자치구
1회용품대상업소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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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 구축

 DB 구축방안

◦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이 가능토록 구축한다.

◦ 폐기물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설계를 선행한 후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로 DB를 구축한다.

[표 III-84] 폐기물관리시스템 DB 구축내용

DB 명 구  축  내  용

폐기물 통계DB

수도권 매립지 반입정산서,집계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반입량 통계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통계

장비,인력,정화조, 분뇨처리장 통계

각종 보고자료 통계

연보작성(환경부)

폐기물배출업소DB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정폐기물,배출시설폐기물배출자

배출자 신고

배출사업자 지도점검(신고의 적정여부, 폐기물관리대장신고,

보고이행, 폐기물종류 등)

행정처분(개선, 조업정지, 폐쇄명령)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DB

대형오수정화시설 현황

허가요건 및 대행계약 사항

업체 주요자료관리

작업현장 지도점검 사항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청소차량 및

청소장비 DB

청소차량유지관리 및 장비현황

청소장비 가동율 분석 및 통계

종량제봉투사업자 관리 DB

규격봉투 제작업체 현황

용도별,규격별 자료관리

규격봉투 사용실적 및 제고현황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 관리

1회용품사용업소DB
1회용품 사용대상업소(98,000업소)

지도점검내용 실적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DB

감량의무사업장(1,100개)현황관리

점검결과 환경부 보고자료

공중화장실 DB 공중화장실 현황(시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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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연계방안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표 III-85] 폐기물관리를 위해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부서명

자료명 환경부 자치구
차량관리

사업소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자원

재생공사

폐기물 통계 자료 ◎ ◎ ◎

폐기물 배출업소자료 ◎ ◎ ◎

종량제 봉투사업자자료 ◎

청소차량 및 장비자료 ◎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자료 ◎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자료 ◎

1회용품 사용업소자료 ◎ ◎

 공동활용가능 자료

[표 III-86] 폐기물관리를 위해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

업 무 명 공동활용 자료명 주  요  내  용

폐기물 배출자 관리 배출자현황
페기물배출자 및 배출업소내역, 통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처리시설현황

처리시설설치신고처리(설치,변경,사용/종료)

관리인 임명(개임)

과태료부과 징수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오수정화시설현황

분뇨처리시설현황

오수정화시설 인,허가

위반행위,행정조치사항, 개선명령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분뇨처리비용 징수

청소차량 및 장비자료
청소차량현황

장비현황

자동차등록정보

특수차량정보

 시스템 연계 및 활용방안

◦ 산업체간 폐기물배출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각 시스템을 연계한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수집, 공유, 제공 등의 과정을 효율화한다.

◦ 정보화 영역을 폐기물재활용, 재활용촉진 및 경영관리 분야로 확대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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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효과

 수작업에 의한 관리대장(카드)기록관리, 보고자료 및 통계작성에 따른 업무에 신속한

대처로 업무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무허가 배출업소 등 지도점검대상업체 파악이 가능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본청, 자치구간 행정업무처리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실시간 자료수집이 가능하

여 제반 정책 수립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7.4.3 오염관리

1) 업무개요

 오염관리시스템은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 정보관리시스템이다.

 환경보전과 관련한 환경행정 지원업무로서 본청, 자치구, 사업소간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자료관리 및 환경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대민 홍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환경관리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배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한다.

 시스템별 업무내용

[표 III-87] 오염관리 시스템별 업무내용

시 스 템 업 무 명

환경행정지원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환경백서 발간

환경보전에 관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국가환경정책

지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시설물, 자동차)

- 비 통합된 시스템 운영중 -

오염방지 및

배출원 관리

배출업소 관리(대기,수질,소음,비산먼지)

각종보고 및 통계현황관리(배출업소관련)

한강 수질 관리

매연여과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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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로는 환경관리실의 환경계획과와 환경보전과가 주관하고 유관기관으로는 각

실국, 자치구, 하수계획과, 공보담당관, 녹지과, 공원과, 사회진흥과, 도시계획과, 문

화재과, 치수과, 농수산유통과, 하수처리과, 법무담당관, 각종 환경단체, 시민, 교육

청, 환경부, 상수도본부, 한강관리사업소, 한강환경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

사, 한국전력공사, 환경보전협회 등이다.

 수행조직 및 각 조직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III-88] 오염관리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수 행 조 직 역 할

도시정보화 구축 총괄반

환경보전 정보관리시스템과 타 시스템간의 연계성 분석

업무처리 및 서식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화

장비의 공동활용 및 데이터 공동활용 방안 제시

사용자시스템의 단일화

전체 시스템 구성의 총괄

광역 및 지역 통신망체계 구성

환경보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무반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처리체계의 재구성

업무서식 및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도

환경관리실

업무의 연계성 분석 및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구축시스템의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정보시스템구축 총괄

환경계획과, 환경보전과

개별업무의 업무처리체계 재구성

서식 및 처리절차의 표준화

정보처리시스템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단 업무협조

자치구 및 사업소 시스템 활용 및 연계 협의

자치구, 관련사업소

개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의

시와의 업무처리 체계 재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및 통합협의

사용자 시스템 활용도 검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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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필요성

 새로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관련 정보를 과학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염관리 및 환경연구정보의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본청, 자치구, 사업소간의 원활한 자료유통 체계의 구축으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타 기관간의 업무연계성 및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화가 필요하다.

 환경보호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

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대상업무분석

 배출업소관리 업무분석

[표 III-89] 배출업소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대기

배출업소

관리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선정

관리

지도점검 관리

위법시설 고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

령등 행정처분 관리

환경관리인 변경명령

자치구

보건환경연

구원

환경부

대기배출업소 DB구축

자치구, 시 분산DB

자료일관성 유지

수질

배출업소

관리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선정

관리

지도점검 관리

위법시설 고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

령등 행정처분 관리

환경관리인 변경명령

자치구

보건환경연

구원

환경부

수질배출업소 DB구축

자치구, 시 분산DB

자료일관성 유지

비산먼지,소음

배출업소

관리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선정

관리

지도점검 관리

위법시설 고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

령등 행정처분 관리

환경관리인 변경명령

자치구

보건환경연

구원

환경부

비산먼지, 소음 배출업소

DB 구축

자치구, 시 분산DB

자료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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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및 통계현황관리 업무분석

[표 III-90] 보고 및 통계현황관리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리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통계관리

대기,수질,비산먼

지 배출업소 지도

점검 통계현황

환경민원처리현황

오염도 검사 현황

자치구

보건환경연

구원

환경부

데이터웨어하우징도입

배출업소 통계현황을

마스터 DB로부터 추

출, 분석, 분류하여 자

료재구축, 제공

배출시설

업무처리

현황보고

배출업소 현황 보고

배출업소 시설 현황

배출업소 증가내역

업종별 설치업소현황

배출업소현황내역

자치구

보건환경연

구원

환경부

데이터웨어하우징도입

배출시설현황을 마스

터 DB로부터 분석

환경

관리인

현황보고

환경관리인 교육현황

보고

환경관리인변경 현황

보고

환경관리인 현황

자료

자치구

보건환경연

구원

환경부

데이터웨어하우징도입

한강수질

관리현황

관리

폐수배출업소특별단

속현황

한강순찰반 현황보고

한강수질관리

현황자료

자치구

보건환경연

구원

환경부

한강수질관리 DB 구축

 매연여과장치 부착 업무분석

[표 III-91] 매연여과장치 부착 업무분석

업무개요 세부업무 내용 및 자료형태 관련기관 정보화 방향

시내버스

부착비용

융자지원

지원방침 결정

융자규칙 제(개)정

은행협약 체결

융자요강 공고

예산1과

법무담당관

버스관리과

시내버스 사업자 DB와 연

계 방안수립후 매연여과장

치 DB구축

시험운행/

시범부착/

확대부착

시내버스 시범부착운행

청소차등 1,400대 부착

시내버스등 3,853대

예산1과

법무담당관

버스관리과

차량 정보와 연계

대형

경유자동차

관리

여과장치부착의 강제법령이 없

으므로 부착유도

지속적인 자료관리를 통한 부착

유도의 효율성 증대

예산1과

법무담당관

버스관리과

매연여과장치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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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 구축방안

 환경부에서 기 구축한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한다.

 DB 작성시 표준화된 RDBMS를 이용하여 타시스템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

계한다.

 신규구축 DB의 무결성, 투명성 및 보안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상 발생시 자동 Back-up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데이터의 유연성 확보와 다수 사용자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DB 구축

[표 III-92] 오염관리시스템 DB 구축내용

DB 명 구 축 내 용 비 고

환경행정지원DB
서울시 환경상, 환경백서, 환경관리인 교육, 자연환경

보전실적,환경관련단체
시

국가정책지원DB 시설물정보, 경유자동차 정보(부과자료) 시, 구

오염방지DB 한강수질관리 시

배출업소DB
배출업소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배출업소(대기, 비산먼지, 수질)
시, 구

배출차량DB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매연여과장치부착 시, 구

배출시설DB 배출사업장시설(수질, 대기, 비산먼지, 소음) 시, 구

배출업소

현황DB
배출업소 마스터로부터 추출 데이터 시

매연여과장치DB 매연여과장치 부착내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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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연계방안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표 III-93] 오염관리를 위해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한 업무

             부 서 명  

  자 료 명
 환경부

하수계

획과

홍보담

당관

교통관

리실 

상수도

본부
자치구

보건환

경(연) 

환경단

체

환경백서 ◎ ◎ ◎ ◎

환경홍보 및 교육자료 ◎ ◎ ◎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 ◎ ◎

배출업소 ◎ ◎ ◎ ◎ ◎

배출시설 ◎ ◎ ◎ ◎ ◎

배출차량 ◎ ◎ ◎ ◎ ◎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 ◎ ◎

 공동활용가능 자료

[표 III-94] 오염관리를 위해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

업무명 공동활용자료명 주 요 내 용
활용

주기

입수

기관

제공

기관

환경행정

지원시스템
환경기초자료DB

시,군,구,에서수집된 환

경기초자료
수시 환경부 자치구

국가환경

정책지원
국가정책지원DB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

수(시설물,자동차)
수시 자치구

오염방지

및 배출원

관리시스템

오염방지 DB

배출업소 DB

배출시설 DB

배출차량 DB

배출업소관리(대기,수질,

소음,비산먼지), 각종 통

계현황

수시

환경부

자치구

교통관리실
자치구

 시스템 연계 및 활용방안

◦ 환경 정책의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한다.

◦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도구로 이용한다.

◦ 환경정보의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

◦ 보다 진보된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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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환경행정의 과학화․고도화

◦ 환경관리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 신속․정확한 정보검색 및 이용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환경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민간의 환경정보수요 충족 및 환경문제 해결 동참유도

◦ 환경분야에 대한 일반시민과 환경단체의 정보수요 충족 및 각종 환경 문제의 해결

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

 대내외 국가 경쟁력 제고

◦ Green-Round 대두, OECD 가입 등 무역과 환경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환경산업의 육성으로 국내환경 역량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7.5 환경 데이터모델링

7.5.1 업무기능분해

[그림 III-23] 환경관리 업무기능 분해도

환경관리

녹지조경관리

오염관리

폐기물관리

환경정보관리

생태계관리

대기보전관리

수질보전관리

배출물관리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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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프로세스정의

 녹지조경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95] 녹지조경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녹지조경

관리

도시공원의 계획수립 및

조정

도시공원의 신규조성 및 재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조

정

공원 및 임야 재산관리
국립공원․유원지 계획 및 관리, 각종 공원 및 국․공

유임야 재산관리

산림보호 산사태 예방,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보호

공원개발계획 공원이용활성화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조경계획 수립 및 조정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녹지조성 및 녹화관리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 및 공

용지등 각종 공공시설 녹화에 관한 사항

보호수 지정․관리 작종 보호수목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업무

수경시설 계획수립 옥상조경․실내조경 및 수경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녹지조경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96] 오염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환경정보

관리

서울의제 21의 추진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실천강령에 기

반한 환경보전을 위한 서울의제 21의 수립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

립, 조정

서울의제 21에 따른 녹색서울만들기에 기반한 중장기 환

경보전계획의 수립

환경정보의 관리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계 자원, 오염정도,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정보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시설의 각종 오염도를 측

정,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환경

평가

유관단체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

과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관리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오염물질배출자가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

경투자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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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생태계

관리

생태계보전계획의 수

립, 조정
자연생태계를 보호․보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조사의 실시와 이에 따른 지

정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생태계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제도개선

도시림 관리 도시림 조성 및 푸른숲 가꾸기

생태계서식지 관리 소생물권․동식물서식지의 조성과 생태계복원 관리

대기보전

관리

대기보전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대기의 질을 보전하기 위한 전반적 계획의 수립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

대기의 오염정도를 자동측정, 오존경보제에 연관하여 시

민안전 관리

환경기준 설정 지역환경기준이나 지하공간, 실내 대기질 관리기준 설정

연료 관리 청정연료의 보급․지도 관리

오존경보제 관리
오염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일반시민에 위험성을 알리는

경보제 운영․관리

단속반 관리 광역상속단속반의 운영 및 관리

수질보전

관리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수질관리을 위한 상수원의 보호 및 오염배출 관리를 위

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의 조정

상수원 관리 팔당상수원의 수질측정 및 감시활동 등 광역상수원 관리

수질오염측정망 관리 수질오염정화를 위한 수질오염측정망의 관리

오폐수 관리 분뇨, 정화조 오니의 처리와 이의 관리

유독물 관리 수질을 오염시키는 각종 유독물 관리업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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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조경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97] 폐기물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폐기물 처리와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폐기물관리을 위

한 종합대책의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폐기물처리 관리
폐기물의 운반과 소각, 중화, 파쇄, 매립 여부의 결정과

대행업자의 등의 관리

자원재활용시설 관리 재활용품을 만드는 시설 관리

재활용업자 관리 재활용품을 만드는 업자의 관리와 육성․지원

청소자원 관리 청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관리

수도권매립장 관리 폐기물의 최정처리시설로 입지선정과 유지․관리

배출물

관리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 수질, 토야에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과 관리

배출시설관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관리

배출업소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유지하는 각종 업소의 관리

배출부담금 관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여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초

과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관리

오염정화시설의 관리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여부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지

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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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엔티티정의

[표 III-98] 환경관리 엔티티

     엔 티 티   엔  티  티  정  의

서울의제 21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실천강령에 기반한 서울의제 21 수립

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환경시설 배출시설, 오염정화시설, 오염측정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자가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는 환경투자재원 확충정보

생태계보전계획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보전하기 위한 대책수립

생태계자원 자연생태계의 각종 동식물 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원

생태계보존지역 우수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정 및 관리

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

배출업소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유지하는 업소의 각종 정보

배출부담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비용부과 정보

지도단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정기, 수시로 지도단속하는 정보

담당공무원 지도단속 공무원의 각종 이력에 관한 정보

오염정화시설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게 하는 시설물 정보

오염측정시설 수질, 대기, 토양 등의 오염수준을 측정하는 각종 시설물 정보

수질 환경보존 시설로 오염측정의 대상이 되는 수질에 대한 정보

대기 환경보존 시설로 오염측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에 대한 정보

토양 환경보존 시설로 오염측정의 대상이 되는 토양에 대한 정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선정과 처리시설 관리 등에 대한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정보

폐기물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의 처리 정보

용역업자 폐기물 처리의 대행업자에 대한 각종 이력정보

자원재활용 환경보존을 위한 효율적 자원활용과 절약에 대한 정보

재활용시설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 정보

재활용업자 재활용제품을 만드는 업자에 대한 각종 이력정보

수도권매립장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로 입지선정과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

쓰레기처리 청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쓰레기처리 정보

청소자원 청소에 소요되는 인력, 시설물, 차량, 장비 등의 정보

민간환경단체 여론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및 보존을 위한 유관 관련단체에 대한 정보

시민 환경보존의 주도적인 주체에 대한 정보

교육홍보 시민에 대한 환경보존의 상시적 교육과 홍보에 대한 정보

오염피해구제
행정기관의 민원해결차원 또는 당사자 개인적 해결방식과 사법적인 재판

절차 이외에 행정기관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정보

공원관리계획 공원의 운영, 보호,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공원 소재지, 이름, 종류, 규모, 구역, 연역 등 공원정보

공원대장 설계도, 평면도, 위치도, 면적 등 이력정보

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를 책임진 사무소관련 정보

사업자인허가 점용면적, 위치, 용도, 평면도 등 공원기능을 유자하기 위한 인허가 정보

공원내사업자 공원내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정보

유지관리 공원시설물 및 녹지, 조경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상태 정보

가로수/녹지대 구간별, 수종별 현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보

녹지조경사업 녹지조경사업의 연역, 추진현황, 설계도면, 용역업체 정보

조경공사 공사에 투입된 인력, 장비, 비용, 구역, 기간 등에 관련된 정보

녹화사업계획 가로, 공원, 도로변, 하천 등의 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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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RD

[그림 III-24] 환경관리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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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재분야 정보화계획

8.1 추진목표

 재난에 대비하여 위험시설물 및 환경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전자정보화하고 재

난발생을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방재정보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

도록 DB를 구축하고 유무선 연결정보망을 확보한다.

 도시개발정보화와 연계하여 주요 시설물과 구조물 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경보 및 대시민 정보제공을

적시에 하도록 한다.

 인명피해시 재해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환자후송체계

를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GIS를 활용하여 도시생명선(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

방지 및 사고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의 방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DB를 구축한다.

8.2 시스템 구축방향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의 원인, 유형, 규모에 따른 재난대비계획을 도출해 내

고 이에 적절한 컴퓨터 도상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재난의 사후수습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이 통합된

상설 상황실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재난별, 유형별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방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재유형

을 정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방재의 유형에는 크게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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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9] 도시방재 유형분류

   구  분      도 시 방 재 유 형               부 속 방 재 유 형

자연재해
홍수 관련 홍수, 태풍, 설해 등

지진 관련 지진

인위재난

도로 관련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기타 도로시설물 등

건축물 관련 1․2종 건축물 등

지하철․철도관련 선로, 교량, 터널, 역사, 지하철, 철도 등

하천 관련 하천시설물, 수문, 제방, 댐 등

지하매설물 관련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가스, 통신 등

토목시설물 관련 대형건축, 토목공사장, 축대․옹벽 등

환경 관련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등

기타 시설물 궤도, 삭도, 유기시설, 유․도선 등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의 접수로부터 상황종료시까지의 진압활동

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히 지원할 수 있는 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설구조물의 안전화를 위해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과 재해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해 축대, 절개지, 아파트, 연립주택, 노후건축물, 교량, 도로시설물,

대형 공사장, 어린이 놀이터, 가스유류공급시설, 화재위험시설, 수방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복구를 위한 장비와 인원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복구지원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재난발생시 관리 및 공사책임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과 피해보상 등 효율적 행

정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적인 정보이외에도 동적인 정보의 주기적인 실사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통해 각종 안전시설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의 경우 교통정보, 환경정보, 의료정보, 소화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무선으로 완벽한 연결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난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화상데이터의 관리 및 전송이 가

능하도록 대용량․초고속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형 재해에 대한 연구 및 지원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적인 도시방재관리시스템을 구

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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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단위시스템 추진계획

8.3.1 정보화의 필요성

 도시방재계획의 배경

◦ 도시의 팽창 및 고밀도 이용으로 도시내 인구가 증가하고 건물이 수평적, 수직적으

로 집적함에 따라 작은 재해라도 그 파급효과와 피해는 전 도시로 미칠 수 있다.

◦ 기상이변에 의한 장기 계속 강우, 국지성 호우 등과 저지대 급경사지의 도시개발,

하천의 송수조절 능력 부족, 수문 및 펌프장 등 방재시설 부족, 시민의 자율방재의

식 결여 등으로 시가지 지역의 풍수해 피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침

수는 특히, 고층건축물 지하층의 기계설비나 전기설비의 피해를 유발하여 침수에

따른 1차적 피해 뿐만 아니라 2차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효과적인 재해예방과 방재활동을 위해서는 방재관리의 정보화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재해정보시스템과 실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복구대

응기관과의 연락 등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 등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컴퓨터로 처리된 피해상황자료와 재해현장 상황 등을 신

속히 파악할 수 있다.

◦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다.

◦ 방재에 관련된 인원, 장비, 시설물, 차량 등에 대한 자원 현황의 DB를 통해 좀더

적절한 방재활동을 펼 수 있다.

◦ 주요 관공서 및 교량, 철도, 도로 등 주요 시설물과 위험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예방과 취약지역 관리를 할 수 있다.

8.3.2 시스템 구축현황

 소방지령전산화 현황

◦ 각종 도시형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각종 재해신고의 접수로부

터 출동지령 및 현장상황 종료시까지의 진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

히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재난현장에서 119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가 지도와 함께 화면에 나타

나고 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판단되면 제일 가까운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나

구급차에 자동으로 출동이 지령되어 최단시간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한 조

치가 이루어진다.

◦ 주변도로 상황, 건물도면, 교통정보, 현장인근 병원의 병상수와 전문의 배치현황 소

화전 위치 등 각종 정보가 무선 팩시밀리를 통하여 소방서와 소방차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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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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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S/W HUB Rou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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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망

1
Router

2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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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 정보시스템 구성도

각 소방서방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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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b)

(10 Mb)

(56Kbps)

◦ 재난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서나 기관을 동시에 연락하여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고 현장모습을 화상전송장치에 의해 소방본부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

어 원격지휘가 가능해 진다.

◦ 1998년도에는 종로구, 중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전구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추가장비 구입 및 응용 S/W 개발업무를 실시하였다.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추진연혁

◦ 1991년 12월 시장방침 제 828호에 의해 소방지령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다.

◦ 1992년 12월 소방행정 주전산기(Tolerant 1대)를 도입하였다.

◦ 1993년 6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소방대상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총 79,053

건의 대상물 자료를 입력하였다.

◦ 사업명칭을 소방지령자동화사업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사업으

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였다.

 행정망 및 지령망 구성도

◦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용 및 지령용 네트워크 구성은 아래 그

림과 같다.

[그림 III-25] 행정용 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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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6] 지령용 정보시스템 구성도

8.3.3 소방구조구급관리

1) 목적

 천 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24시간 지키기 위하여 다원화된 각종 상황실을 통합, 첨

단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재난․재해상황은 서울종

합방재정보센터에서 신고접수와 동시에 자동대응체계로 이어지는 선진화된 도시방재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2) 현 실태와 문제점

 재난유형별로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의 병립과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재

난관리의 비능률성을 야기한다.

 재난발생시 현 개별대응체제는 상호신속한 정보제공 등의 협조가 미흡하여 현장활동

에 차질을 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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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부서별로 각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 및 기종간

호환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19신고망과 재난관리분야별로 중복신고체계를 갖추고 있어 신고지연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역할 및 체제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도시안전망 역할을 한다.

 방재관련 정보와 자료의 DB화, 재난예방 및 수습역할을 한다.

 119로 일원화된 통합신고정보망을 구축하고, 재난․사고의 접수처리를 한다.

 다중통신망에 의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한다.

 유관기관의 공조․동원 등 방재활동의 총사령탑 역할을 한다.

4) 종합방재센터의 주요기능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방재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상황정보의 119일 원화 및 출동지령 전산체제를 구축한다.

 재난․재해예방 및 현장수습의 필요정보망을 구축한다.

 다중통신망을 활용하여 현장을 지휘한다.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종합방재센터에 연결하여 활용한다.

 도로․교통․기상․의료 등 관련부서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재해정보시스템, 지진피해판독시스템, 화재확대예측시스템, 상수피해예측시스템 등 재

해유형별 대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해관리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며 관련DB를 입력

하고 활용한다.

 긴급구조 및 시민안전 자동신고망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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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위험물관리

1)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1) 추진배경

 대형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한다.

◦ 지하매설물은 지상시설물에 비해 관리가 어렵고 특성상 도시기능의 마비나 가스폭

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잠재력을 안고 있다.

◦ 시설물 위치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이 미비하다.

◦ 지하매설물의 관리는 현재 노후화 되었거나 부정확한 도면을 사용하고 있어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매설물 관리업무체계의 다원화와 관리주체별 정보화추진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발

생한다. 즉 서울시는 상․하수도, 전기(한국전력), 통신(한국통신), 가스(한국가스 공

사 및 5개 가스 회사), 난방(지역난방공사)는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실업 고용창출과 도시정보화 인프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정확한 지하매설물 지도제작은 지하탐사와 현지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많은 인

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 단순 취로사업 등에 의한 일시적 고용창출이 아니며, 향후 도시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될 것이다.

(2) 목적

 안전사고 방지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최첨단 관리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관리로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작업과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대규모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실시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제고

한다.

◦ 사업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탐사작업이다.

◦ 이 작업은 간단한 기본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단순 사무직에 의한 수행이 가능하므

로 서울시 차원의 사무직 실업대책으로 적합한 대안이 된다.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관리체계의 확립에 의한 중복투자 방지와 무분별한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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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자료의 재정비 및 전산화를 이룬다.

◦ 서울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원

시 자료의 재정비와 도면의 관련 대장들을 전산화한다.

(3) 현 실태와 문제점

 서울시 지하매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방안이 미비하다.

 현 보유 도면의 관망 위치가 부정확하다.

 지하매설물 관리기관들이 상이하다.

 도시 안전관리의 불감증이 존재한다.

 관리기관별 독립적인 시스템 개발에 따라 중복투자가 발생한다.

 시설물 통합정보화를 위한 공통도면의 사용과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화가 부족하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설득력 부족 및 정보화 마인드가 미비하다.

(4) 사업목표

 지하탐사와 현지조사에 의한 정확한 지하매설물 지도의 작성과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IMF 실업대책에 대한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한다.

◦ 본 사업의 약 50-60%가 단순 사무직에 의해 수행이 가능한 전산자료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 및 탐사작업에 투입이 가능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매설물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표준화된 기본도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통한 관리주체간의 정보공유로 통합관리체

계를 확립한다.

 현재 관리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각종 도면과 대장 등의 원시자료를 전산



III. 도시기반정보화
━━━━━━━━━━━━━━━━━━━━━━━━━━━━━━━━━━━━━━━━━━━━━

- 340 -

화에 의한 적합한 형태로 재정비한다.

 관련되는 각종 지하시설물 대장과 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지하매설물 행정관리 업

무 수행을 지원한다.

(5) 구축방안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단계

◦ 추진협의체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연구원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

한다.

◦ 추진협의체는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적 절차 및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화와 통합탐사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운영단계 : 운영협의체에 의한 통합정보화 및 관리체계 확립한다.

◦ 서울시는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통합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정보화를

주도한다.

◦ 운영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긴밀히 연계되며, 통합매설물 정보화와 안전사고 예방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도로굴착시 통합도면 사용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중복공사

를 방지한다.

2)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정보체계 확립

(1) 추진배경

 각종 도시형 재난의 원인 중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안전도가 특히

높고 재난발생빈도도 높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잇따르고 있

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목적

 대형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물 관리를 건설관리단계, 유지관리단계 및 해체

관리단계 등 유형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모든 요소를 관리하여

건축물에 의한 도시재난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현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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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축물을 포함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하다.

 공사시행시 안전수칙 미준수 및 무면허 시공,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무리한 공기단축

관행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실공사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

이 상존하고 있다.

 공사시공자나 일반시민 전체가 안전불감증 등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4) 구축방안

 건설관리정보체계

◦ 건설관리정보체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재․자원 등의

파셋으로 분류한 건설정보분류체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요소를 추출하여 정리․보

완한다.

 유지관리정보체계

◦ 건축물의 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진단을 통하여 결함을 점검 및

평가, 조치하는 등의 유지관리과정상의 업무관련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구축한다.

◦ 그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정보는 점검․진단, 결함의 종류, 결함의 원인, 조치 등

4개의 하위단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도면 및 자료관리정보체계

◦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축물 계획 및 설계에서 현재까지 생성된 도

면, 공사내역서, 시방서, 사진, 시험결과 등에 대한 정보관리체계이며, 기록․저장

된 문서나 이미지 형태의 자료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8.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방재관련 업무 및 기관의 통일로 위기발생시 즉각적인 행정기관의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복구를 통해 재해 이후에도 적절한 도시개발정책을 유

지할 수 있다.

 유형별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이나 지하매설물의 탐사 등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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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MF실업에 대한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기관간 통합 DB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연계와 정보의 공유, 활

용을 통해 중복투자나 자원낭비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종합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방재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민 행

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8.5 방재분야 데이터모델링

8.5.1 업무기능분해

[그림 III-27] 방재관리 업무기능 분해도

방재관리

지하매설물안전관리

재해관리

구조구급관리

소방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구조구급관리

위험물관리

대형건축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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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프로세스정의

 소방구조구급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100] 방재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종합방재

계획

종합방재계획의 수립 재난․재해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각종 긴급상황에 대비 상설상황실을 둠으로써 방재관

련 자료의 DB와 효율적인 대응 등을 통해 도시안전망

확보

종합방재정보 관리
재난/재해 사고의 유형별 정보와 현장영상정보 및 투

입자원 등의 방재관련 종합정보 관리

종합방재자원 관리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복구와 구조구급, 소방활동에

투입될 장비, 인력, 시설물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재해관리

재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에 의한 각종 사고를 유형별로 나누어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재해예측정보관리

자연재해의 유형에 따라 기상, 상수피해, 화재, 지진

등에 대한 예측정보 및 실시간 진행시뮬레이션 정보

등의 관리

재해사고 관리 자연재해에 의한 각종 사고에 대한 정보관리

재난/재해의 정보전달체

계의 구축

자연재해에 대한 각종 예측정보를 사고현장의 상황실

이나 주변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조구급

관리

구조구급 기본계획의 수

립, 조정

재난․재해 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의 구조구급의

전반적 계획의 수립과 조정

구조구급기술관리 구조구급 기술의 연구와 현장적용 관리

구조구급대 관리 구조구급대의 전반적 운영 관리

구조구급대원 관리 긴급상황에 대비한 정기적인 소방대원 교육훈련 관리

구조구급활동 관리 구조구급의 실적과 이에 대한 심사분석

관련기관 협력관리 구조구급에 관련되는 각종 기관, 단체와의 협력관리

현장활동 보호장비 관리 현장에 쓰이는 각종 장비와 시설의 안전관리

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

템 관리

종합방재계획에 따른 방재활동 전체 요소간의 전산정

보화 구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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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프로세스
하위프로세스 프 로 세 스 정 의

소방관리

소방관리종합계획의 수

립, 조정

소방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소방시설물 및 안

전관리 건축물 관리, 소방활동에 대한 대책수립

소방공무원 관리 소방공무원의 체력 검정 및 화재진압 기술의 관리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방용수시설의 위치 및 유지 관리

화재 관리 화재의 원인 및 화재피해의 조사

화재자료 관리 화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조사사료 수집

화재감식반 관리 화재감식반의 운영 및 화재조사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장비 관리 소방장비의 연구개발, 조작기술, 안전관리 지도․감독

소방유관기관 관리 소방항공대, 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 등의 운영

민방위

관리

민방위계획의 수립, 조정 민방위 자원, 시설의 편성 및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

위대 검열

민방위시설 관리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민방위대원 관리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등의 관리

만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민방위 훈련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경보를 통한 시민 안

전경계통보 관리

 위험물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표 III-101] 위험물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 위 프 로 세 스 프 로 세 스 정 의

위험물

관리

건축물안전관리계획 수

립, 조정
각종 안전건축물의 관리계획 및 안전유지 대책방안 수립

재난사고 관리
지하철사고, 지하공간, 고층빌딩, 매립지 등에서의 재난사

고의 예방과 사후관리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재난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위험물제조소 관리
노후 건축물, 가스시설, 위험물저장탱크 등의 인허가 및

지도관리

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및 정기 소방점검

가스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조정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반적 관리를 위한 계획

가스관련 업소의 관리
가스업소, 검사기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

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위험물탱크 관리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 및 감독

이동위험물질의 안전관

리
유해화학물, 화약류, 독극물 등의 위험물 이동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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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엔티티정의

[표 III-102] 방재관리 엔티티

엔 티 티 엔  티  티  정  의

종합방재계획
재난․재해별 구조구급 및 소방관리와 민방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 수립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재해 유형별의 첨단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상황실을 통합 운

영함으로써 유사기능의 통합과 책임한계의 명확하게 관리

종합방재정보
각종 재난사고 및 재해에 대한 유형별 정보와 현장영상정보 및 유관

기관의 위치 등에 관한 재해관련 종합정보

GIS정보 효율적인 방재대책수립과 사후 대책을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

종합방재자원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복구와 구조구급, 소방활동에 사용될 각종 장

비 및 인력, 시설물에 관한 정보

재난사고
지하철사고, 지하공간, 고층빌딩, 매립지 등의 도시재난 대한 규모 및

각종 통계정보

위험시설물 위험관리 대상 시설물로 각종 위험물 저장탱크 및 가스시설

시설안전점검결과 시설물 관리․점검 계획에 의한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점검결과

시설관리
대상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물 관리정보로 시공회사, 공사

기간, 공사금액 등을 포함

건축물안전관리계획 각종 안전건축물의 관리계획 및 안전유지 대책방안 수립

건축물안전관리자원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시설, 인원

안전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시민의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

재해관리종합계획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 및 사후대책을 재난과 별개로 수립, 조정

재해예측정보
기상, 상수, 화재, 지진 등의 재해유형에 따른 각종 예측정보 및 진행

시뮬레이션 정보

재해사고 자연재해에 의한 각종 사고에 대한 정보

구조구급계획 재난․재해 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의 구조구급 계획수립

구조구급대책 각종 긴급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구조구급 대책

소방관리종합계획
소방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소방시설물 및 안전관리 건축물

관리, 소방활동에 대한 대책수립

소방자원 소방활동에 대비한 인원, 차량, 시설에 관한 정보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 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보

구조구급대 관할 구역별 구조구급대의 인력상황

소방교육훈련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정기적인 소방대원의 교육

의료유관기관 관할 구역내의 의료기관 위치 및 응급구급정보 지원

치안유관기관 각종 사고의 범죄 관련시 치안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조

자원봉사대 재난․재해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 및 임시 자원봉사대 관리

건축물소방검사 도시내의 각종 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민방위관리계획 민방위 자원, 시설의 편성 및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민방위자원 민방위 인력현황과 시설에 관한 정보

민방위시설 민방위 자원의 각종 교육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

민방위경보통제 민방위 훈련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경보를 통한 시민 안전경계 통보

시민 재난․재해 사고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 모든 방재관리의 제1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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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RD

[그림 III-28] 방재관리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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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생활정보화

제1장 개념 및 목표

1. 개념

 21세기 정보사회는 지식기반경제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

고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의 창의적인 능력이 지역경쟁력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국가경

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IT)이 시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어 정보통신기술의 활

용능력은 이제 불가피한 시민적 소양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정보화 기반을 사회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

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교육위주의 교육(schooling)에서

벗어나 국민의 평생학습(education)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정

보통신분야의 민간기관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와 통

신강좌 등 각종 정보화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체계적

인 계획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간의 상호조정, 민간 중

심 교육 프로그램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지원,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의 정보화 교

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틀을 체계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청소년 및 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적인 수요를 지원하는 지역적인 차원

의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복지, 윤택한 문화생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그

리고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시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밀려 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정책

적인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경제가 IMF라는 미증유의 체제를 맞

이하여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성장신화가 멈추고 대량실업과 내핍을 감내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증대를

보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을 통한 금융구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

정 여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과 삶의 질 수준 사이에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지역적

통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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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는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

며 한편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행정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부문 예산집행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보건․의료․교육․환경․문화․교통, 사회

복지 등 지역사회부문의 정보화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요컨대 생활정보화란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 즉,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생활전반에 있어서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교육, 정

보문화확산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구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생활정보화는 일상생활의 정보화와 정보의 생활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포함하

는 것이지만 개념적으로 이를 나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의 정보화는 언제 어디서

나 누구나(anytime, anywhere, anyone)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구현하여 시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충실도를 제

고하는 것이다.

◦ 정보의 생활화는 시민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화의 재정비를 의

미한다. 지금까지의 경제효율성에 우선한 정보화와 새로운 첨단산업으로서의 정보

산업육성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생활인으로서의 시각을 도입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

하는 것이 생활정보화의 핵심이다.

2. 목표

 생활정보화의 목표는 정보화의 주체가 행정기관이나 산업체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

다는 관점에서 시민에게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인간적인 정보화,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사회의 구현으로 정한다. 서울정보화의 목표 자체가 서울

이라는 지역사회의 관점과 연령별, 성별, 소득수준별, 직업군별 등 여러 계층으로 구

분될 수 있는 시민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시민생활과 열린 지

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는 것이라 할 때 생활정보화는 서울정보화의 중요한 핵

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추진목표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체계의 수립

◦ 서울시민의 정보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 지역내 IP 및 전문기관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 사용자의 확대를 위해 유인방안 및 가입자망의 정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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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도식화하여 목표체계도를 그려보면 [그림 IV-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IV-1] 서울생활정보화의 목표체계도

2.1 인간적이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정보화(접속가능성 극대화)

 서울시의 생활정보화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정보화,’ 그리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보

화’를 지향한다. 시민에게 정보화 자체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과 결코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 깊게 뿌리내린 전화와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

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미지화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citizen friendly)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 새로운 정보서비스 시스템이나 DB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부

분이 바로 접속가능성이며, 아울러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정보환경을 더욱 시민에

게 친숙하게 하는 정보교육 및 문화의 정착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히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같은 장애인 같은 경우 정보화에 소외되

기 쉬우므로 이들에게도 정보화 편익이 돌아 갈 수 있는 기술개발,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개발, 그리고 생활정보센터의 확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풍요롭고 인간적인 정보생활풍요롭고 인간적인 정보생활

-교육 정보서비스

-문화 정보서비스

-보건/의료 정보서비스

-사회복지 정보서비스

-서울포커스 고도화

서울싱글페이스 구축

-노인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문화의 확산

-정보서비스 수단의 다양화 및 사용자 

접근성 제고

접속가능성 극대화

-시민의 실제수요를 충족시키는 성과중

심의 정보서비스 확충

-국가 및 자치구, 그리고 민간이 제공하

는 서비스의 틈새 보완 및 상호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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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정보화로 정보의 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접속의 어려움이나 정보화에 취약한

것 때문에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계층간의 정보자산의 편재를 시정하고 언제, 어디서

나,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한다.

 시민생활정보화가 시민이나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던 주된 원인은 정보

화 담당부서에서 시민생활의 정보화와 정보의 시민생활화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했었

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시민생활정보화란 단순히 기존의 시민생활관련 정보들을 전자자료화(digitalize)하

여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공급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오히려 방대한 양의 정보

를 실제의 시민생활에 적용시켜 사용하게 해 주는 아키텍처와 마인드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생활정보화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친화적

(user-friendly) 환경 확충, 광범위한 정보화교육, 민주적인 정보시스템 접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등의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삶의 질 향상(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교통, 환경정보를 비롯한 일상생활정보, 교육 및 문화정보, 보건 및 의료정보, 사회복

지와 관련한 DB,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화교육, 재원확보 등 정보화

기반요소(information infrastructure)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들을 생활정보화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대량의 정보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생

활에 필요한 개인주변의 정보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제적인 생활의 충실도를

제고한다.

 나아가서 국가의 정보화 사업추진(교육정보화, 보건복지정보화, 문화정보화 등), 자치

구의 사회복지정보화 사업, 하이텔․천리안 등 기존의 공중망 또는 민간단체에서 제

공하는 생활정보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급의 입체적인 융합과 보완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계의 기본 의도는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감적인 생활

정보화기본계획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2.3 생활정보 통합시스템

 하위부문 생활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 우선 전산화 및 DB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핵심적인 생활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장기적으로는 서울싱글페이스를 구축한다.

 본 계획에서는 생활정보화의 하위 부문으로 교육, 문화, 보건/의료, 사회복지로 구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문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를 중

심으로 정보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복지부문은 실제적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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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의 정보화계획과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과다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하다.

 생활정보 기반의 고도화

생활정보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다시 이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쌍방향 통신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생활의 정보화, 정보의 생활화

를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는 인터넷환경을 정비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키오스크 형태의 생활정보센터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등 기반구조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3. 분석틀

 생활정보화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2010년까지의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한다.

[그림 IV-2] 생활정보화 기본계획을 위한 분석틀

 우선적으로 생활정보화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정보화의 토대를 정립한다. 그

생활정보화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생활정보화의 수요분석

서울시의 역할을 탐색
중앙정부의 관련분야

정보화 추진현황

타 시․도 및 민간의

정보화추진현황

생활정보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탐색

세부업무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

대상사업별 우선순위 도출

(1, 2 단계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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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중앙정부의 관련분야 정보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역할

을 탐색한다. 이 때 타 시도 및 주요외국, 그리고 민간의 생활관련 정보화 추진현황

을 검토한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관련분야 정보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상

의 문제점을 도출해 낸다.

 향후 중장기 생활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상사업을 일별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렇게 하여 2002년까지를 1단계, 그리고 2010년까지를 2단

계로 하는 단계별 사업을 결정한다.

 생활정보화는 풍요롭고 인간적인 정보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인

서비스 즉,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정보화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의 구축을 중심으로 본 편을 구성하고, 접속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정보교육 및 문

화의 확산, 생활정보센터의 구축,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은 제7편 추진체계 및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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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사례

1.1 국가정보화 현황 및 계획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수요에 맞춘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수요기반이 미흡한 정보화 초기단계에서는 정보기반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정

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산업의 초기수요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위험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

폐하여 민간업체들이 정보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정책수

립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투자를 통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여 정보망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

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광

케이블을 중심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함께 기존의 전화망․CATV망․

위성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이 특성과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한 정보망의 고도화를 추진

하는 균형잡힌 인프라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정보화 부문에는 보건복지정보화, 문화정

보화, 교육정보화 등이 포함된다.

1.1.1 보건․의료정보화사업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의 정

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 삶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고속통신 관련사업으로 기존의 원격의료시스템의 개선 외에 응급의료정

보시스템, 통합외래진료예약시스템, 혈액유통정보관리시스템,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의

1단계개발이 완료되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부족과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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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외에도 의료보험, 식품위생, 지역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민

간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1.2 사회복지분야 정보화사업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국가정보화의 방향은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으로 이를 위한 통

신망 접근 측면에서 지리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보편적 설계와 보조기기의 개발

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 현재 고속(33.6～56Kbps)의 통신서비스는 대도시에만 고속접속 포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외접속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대도

시지역보다 훨씬 더 비싼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서비스,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기기

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일상적인 정

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보조장치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

는 기기를 말한다.

◦ 국내에는 보편적 설계를 강제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기기의

개발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정보통신제품은 보장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1.3 문화정보화 사업

 종합문화정보시스템구축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한국문화공간 종합안내 시스템

전국의 문화공간,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약 17,000여 개소에 대한 기본시설정

보, 이용안내정보(약도, 교통편, 공연/전시/행사일정 등) 등을 멀티미디어 DB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 사이버문화관 구축

문화정보화의 중요성 및 홍보확산을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문화정보화운동

(culture net)의 일환으로 전국의 문화관련기관․단체 24개소를 선정, 보유정보의

DB 구축, 표준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초고속통신망의 연결, 홈페이지구축

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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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정보시스템

1995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시범과제로 선정되어 구축한 문화재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문화재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재 광파일시스템 및 설계도

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체육정보시스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체육정보망 통합홈페이지, 체육문헌자료관리 DB,

레포츠정보 홈페이지를 구축․서비스하고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스포츠백과 및 대

회정보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올림픽공원조각작품 DB 및 체육시설물

DB, 그리고 한국마사회를 통해 경마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청소년정보시스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PC통신을 통해 청소년정보마을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

해 청소년수련활동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및 단체정보관리 DB,

자원봉사기관 정보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전자도서관

◦ 지적재산인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공유와 통합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8년 2월에 가상대학 시범과 실험운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간의 호환성

이나 정보공유 등의 문제는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1.4 교육정보화(추진주체: 교육부,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

 교육정보화는 교육정보화기반구축,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 정보기술활용교육의 강

화, 교육행정정보화 기반조성, 학술․연구정보 기반구축, 학술정보유통체계 구축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교육정보화기반구축

◦ 초․중등학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전산망구축, 지역교육청에 멀티미디

어 교육실 구축, 지역정보교육모델학교 시범운영, 열린 학교 시범사업, 그리고 교

육정보화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3개년 계획(’97～’99)에 따라 ’99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 1교2실습실 설치를 목표로 전국의 각 학교 컴퓨터실습실과 실업계

고교의 멀티미디어교육실에 학생실습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99년까지

모든 교실에 컴퓨터, TV, VCR, 실물화상기 등의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보급하는데

초점을 둔 교단선진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교육용 컴퓨터의 총 보유량 중 실업계

고교의 보유비율(평균적으로 교당 약 100대 보유)이 높은데 반해, 초․중․일반고

교는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교육정보자료의 개발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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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용 DB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EDUNET(교육정보종합서

비스시스템)을 1996년 9월 1일 개통하여 정보교환서비스,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DB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기술활용교육의 강화

◦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컴퓨터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정보교육 담당교원

의 양성 및 연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기능을 충분히 교육에 활용하는 것과

는 거리가 있다.

 교육행정정보화현황

◦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한 각종 학사관련 업무전체를 전산처리하는 학교종합정보관

리시스템을 개발해 ’98년 3월 현재 150개의 고등학교와 18개의 연구시범학교에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기반의 고도화와 대학 내 LAN구축지원, 학술정보 DB구축(첨단학술

정보센터운영), 대학도서관 정보화지원, 가상대학 등에 지원하고 있다.

◦ 교육기관간의 정보유통 기반을 구축해 교육․연구 전산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학

술교류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전산망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3년부터

’97년까지 교육전산망에 313개 기관(대학 174개, 전문대 51개, 교육행정기관 등

39개, 초․중등학교 66개)이 연계되었으며, 망은 해외망(서울대↔미국 스프린트

사: T3[45Mbps])과 근간망(9개 지역: T1[1.5Mbps])으로 구성되어 있다.

1.1.5 일상생활의 정보화사업

 정보화 진전에 따라 행정기관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정보통신인프라의 구축을 토대로 행정정보의 범국가적인 공동활용촉진을 위해 우선

적으로 인터넷 ‘정부대표홈페이지서비스’와 PC통신 ‘열린 정부서비스’를 각각 ’96년

7월과 ’96년 9월에 개설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욕구

를 충족시키고 있다.

 ’80년대 초반까지 은행 본지점간의 온라인구축한데 이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초

반까지는 은행간 금융정보망이 구축되면서 CD/ATM네트워크, 타행환, 한국은행 금

융결재망 등이 가동되었다. 여기에 한걸음 나아가 ’90년대 중반부터는 대고객 정보망

이 본격적으로 구축되어 펌뱅킹, 홈뱅킹, PC뱅킹,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인점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러한 전자적 지급결재수단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이버쇼핑이라 불리는 인터넷 홈쇼핑과 CATV 홈쇼핑은 정보산업의 어떤 분야보다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과 CATV 가입자를 모두 고객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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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 특정계층을 집중 공략하는 장점이 있어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 PC통신을 통해 호텔, 관광, 병원, 연극, 영화, 열차와 고속버스승차권 등을 예약하

고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호텔의 경우 호텔예약서비스, 병원예약은 삼성

서울병원, 한림대학부속병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건양대학교 병원 등 각종 대

학병원과 클리닉의 다양한 병원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차승차권예

약정보의 경우에는 철도청홈페이지에서, 각종 교통, 레저시설은 각 민간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예약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2 광역자치단체 생활정보화 계획

 지역정보화사업은 처음에는 정보화추진이나 정보이용과 관련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1994년부터 시․군단위 지역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정

보통신부가 추진주체로서 지역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정보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가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후 지역정보화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각 시도별로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도 1998년에 서울시정보화촉진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생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근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그리고 생활정

보화 부문에 집중적으로 치중한 전라남도의 사례를 참조하기로 한다([부록 IV-1]부

터 [부록 IV-3]까지 참고).

 시도별 생활정보화 기본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위해 [표 IV-1]에 이를 정리

하였다. 비교준거로는 정보화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수요조사, 현황분석의 특

징,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기준, 그리고 시사점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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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시․도별 생활정보화 기본계획 비교표

구 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목표/추진

전략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촉진

o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o 지역 내 분야별 정보서비

스센터 설립

o 정보화교육 및 문화확산

o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o 지역 균형개발로 생활수

준향상 및 풍요로운 삶

제공

o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전

달 및 활용

수요조사
708명 방문조사, 지역별 할

당추출

300명 전화 및 방문조사

(PC통신 이용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250명, PC에 대

한 관심도가 높은 주부집단

50명)

미조사

현황

분석의

특징

국내외 현황분석

인천광역시 현황분석(서비

스수준 및 종류)

기술동향

수요조사

청주, 인천, 강원도, 제주

지역정보시스템 소개

중앙부서 정책을 중시

국내외 사례

도내지역정보센터현황

사업

우선순위

설정기준

o 사업선정기준

․국가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성(10)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30)

․정보수요분석결과 반영

(30)

․타 시도/해외의 생활정보

선진사례(15)

․고위층 / 실무부서 추진

의지(15)

o 단계별 우선순위 기준

․파급효과 / 생활의 질

․수요반영

․시간적 긴급성

․기술적 타당성

전화면접, 주부집단 및

인터넷서비스 요구에 대한

점수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부여

o 평면적인 사업의 나열

o 교육연구정보화와 생활정

보화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특징 및

시사점

o 광역종합정보센터와 연계

한 지역 내 전문기관 및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단위정보센터를 구

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

고 내실과 효율성을 강화

하는 역할을 수행함.

o 2단계 구상(1998-2002,

2003-2007)

정보서비스센터는 경기도가

주관하여 초기개발 및 투자

비용을 전액 부담함.

- 운용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중소기

업과 주민이 부담하는 것

을 원칙

시범사업으로 관광안내 및

문화재정보시스템을 단계별

(97.5-98.4, 98.5-99.4)로

구축

1.3 공중통신망의 생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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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의 생활정보서비스

보건․의료
생활/여성

의학/건강 : 의학, 건강진단, 전문의 코너 등

교육

취업/교육 진학/유학

외국어/번역

강좌/산업교육

도서관/사전

학술/문헌정보

온라인 학교

클럽텐 : 10대만을 위한 서비스

캠퍼스 시티

에듀넷 문자 서비스(TELNET)

종합 취업정보

입사/자격증/수험

해외취업정보센타

'98 온라인 취업박람회

문화

문화/스포츠 영화/비디오

공연/예술

문학/소설

사진/취미

 하이텔의 시민생활서비스

보건․의료 생활/가정 건강/의학

교육

교육/취업 학습/진단

외국어/유학

교육기관/강좌

교육일반/학술

취업/자격증

온라인학교

모교/동문회

문화

문화/레져 스포츠/레져

여행

영화/비디오

공연/예술

오락/만화

퀴즈/복권

문학

미팅정보

- 하이텔 웹서비스

Special Report : 사이버 컬쳐 논평

Culture.net : 영화, 음악, 전시회/공연, 애니메이션, 서적 등 문화평론

People.net : 인터뷰, 문화탐방 등

Fun.net : 온라인 게임, 만화, 유머, 광고, 패러디 등

Best.net : 인터넷 서핑 가이드

Netwider Forum : 하이텔 소식, 게시판 등

1.4 생활정보분야 민간부문 서비스 현황

1) 민간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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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IP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생활관련 종합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

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이브 밸리(Save Valley) http://www.save.co.kr

생활정보서비스 세이브 밸리(Save Valley) 홈페이지로 음식점, 술집, 카페, 커피, 숙박, 차량, 카

센타, 정비소, 주유소, 오락, 노래방, 비디오방, 피부, 미용, 목욕, 사우나, 스포츠, 레저, 학원, 도서

관 등의 개인사업자 광고와 쿠폰을 발행하며 부동산 정보, 자동차 매매, 구인/구직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생활 정보 사이트

ISnet(이즈넷) http://www.isnet.co.kr

이즈넷의 홈페이지로 생활정보 서비스, 상품 구매와 개인 홈페이지 제작자들을 위한 Free Image

제공 사이트, 결혼잡지 쉬즈브라이드와 웹매거진 예스, 웨딩, 웨딩 관련 매장소개 웨딩몰, 웨딩

관련 사진 Photo Gallery, 멀티미디어-툴북, 컴퓨터에 관한 중앙정보처리 주식회사 등이 소개.

인포시티 홈페이지 http://infocity.co.kr/

도시에서 사는 도시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모든 정보와 함께, 관광, 유머, 글방, 아이디어 상품

등의 서비스 제공

(주)제이드 정보 http://www.jade.co.kr/

1996년 11월에 문을 연 (주)제이드 정보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사이버 마케팅, 생활

편의 서비스, 자동차 서비스, 여행서비스, 콘도 네트워크를 이용한 콘도 서비스, 사이버레포츠,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쇼핑 및 생활정보를 제공.

사이버 타운(Cyber Town) http://www.cyberland.co.kr

(주)사이버랜드는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펼치는 회사로서, web관련사업과 인

터넷을 회사업무에 이용한 인트라넷 구축을 하고 있으며, 또한 web 종합 서비스인 사이버 타운

(Cyber Town)을 운영 중임. 사이버 타운은 인터넷 교육 슬라이드, 사이버 BBS, 서울생활정보서

비스, 교육센터, JAVA광장, 인터넷 길잡이 등으로 구성.

인터넷 전화번호안내 서비스 http://114.co.kr/

서울지역 업종 및 상호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우편번호 지역번호, 생활정보, 이름풀이,

게시판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 전국서비스와 인명서비스도 준비중.

하나로 온라인 생활 서비스 http://www.hanaro.co.kr

하나로 정보(주)의 메인 사이트로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사이트. 분야는 매매/교환, 구인/구직, 하숙/자취, 미팅, 먹거리, 자동차,

부동산, 광고, 게시판 등 많은 풍부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음

남대문 홈페이지 http://www.namdaemun.co.kr

국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World trade Web의 웹페이지. 베스트셀러와 쇼핑백관리, 정보서비스

(유행정보, 관련사이트링크, 재래시장, Fashion Clip), 상가정보(분양정보)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

와 패션, 쇼핑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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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게시판

자유게시판

제언한마디

컴퓨터 도움방

소식/행사/번개

행사 및 소식

- 재활기관 단체의 행사 및 소식

정부게시판

알뜰시장

- 장애인 관련용품과 일반용품 매매게시판

교육

지역포럼

단체포럼

- 운영정보제공

온라인대학

- 평생교육원(9급 공무원시험 준비과정, 종

사자 재교육과정), 전문대학

자료실

자원봉사자료실

- 교육교재, 논문, 단행본, 보고서, 사례

집, 자료집 등

사회복지자료실

컴퓨터 및 일반 자료실

지역포럼 자료실

- 각 지역 협의회의 자료실

단체포럼 자료실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청소년 자원봉사

단 푸른 나눔, 삼성사회봉사단, 대학사

회봉사협의회의 자료실

정보시책DB

법규DB

민간서비스 및 프로그램DB

재활기관주소록DB

재활요원정보DB

세계의 장애인 복지정책DB

도서정보

- 재활전문도서, 점자 및 녹음도서정보

연구자료실

통계청

- 장애인 및 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

시사정보

제공

자원봉사정보

- 시설기관정보, 활동프로그램, 신문스크

랩, 해외정보, 자원봉사동향 등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복지정보

- 사회복지프로그램정보, 관련법, 용어해

설, 사회복지동향, 신문스크랩, 해외정

보, 사회복지신문 등에 관한 정보제공

주간신문

장애의 이해와 에티켓

- 장애예방과 진단 및 치료 등 장애의 이해

를 돕는 정보와 상황별 장애인에 대한 응

대요령 등

재활영역별 활동

- 각 재활영역별로 관련정보공유

해외재활계 동향

동호회 동호회, 회원봉사실적
장애인동호회

재활계 종사자 동호회

기타

자원봉사자요청

자원봉사활동신청

강사인력은행

- 자원봉사 관리자교육, 자원봉사 일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

역사회, 보건의료, 환경․교통, 문화․

예술․여가 등 각 주제별 강사추천

유관 사이트 링크

재활행정실

-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간의 문서전달 등

행정편의 도모

재활상담실

- 장애인의 재활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료,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공

개 또는 비공개로 상담요청가능

구인/구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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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비영리복지재단의 정보화현황

삼성사회봉사단 http://www.samsung.co.kr/community/

삼성그룹이 기업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삼성이 설립한

각각의 재단과 그룹내의 계열사별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교육, 환경보전, 국제교류, 자원봉사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홍보. 또한 이를 정리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와 사회공헌활

동백서를 제공

파라다이스복지재단 http://www.wkwf.or.kr

특수교육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구)우경복지재단의 홈페이지로서, 사업계획, 복지재단 소개,

특수학교 주소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관련 사이트 링크 등의 기능을 제공

양백재단 http://www.chollian.net/~dngyb

대농그룹이 설립한 재단의 홈페이지. 장학사업 등 사업내용을 소개

운경재단 http://www.woonkyung.or.kr/

운경재단을 소개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경기념관, 운경장학회, 운경상, 연도별 사회사업 내역의 소

개, 국내외 도서관 사이트를 링크한 학술정보 등을 제공

한국복지재단 미아찾기서비스 http://www.missingchild.or.kr/

한국복지재단이 만든 홈페이지. 미아찾기종합센터의 활동상황, 미아찾기, 실종자(일반)찾기, 미아제

보, 미아발생신고, 미아예방, 상봉사례, 사랑의 손길(후원자 결연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국어린이육영회 http://www.yukoung.or.kr/

육영회 소개, 육영회활동과 관련한 이 달의 새 소식, 교구교재보급사업, 교육/지원사업, 육아교육정

보, 부설유치원과 육영동산 등 운영기관의 운영내역, 회원활동 현황 및 회원가입 안내 서비스 제공

삼정복지회관 http://samjong.welfare.net/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삼정복지회관의 홈페이지. 삼정복지회관의 각 과별 활동상황, 자원봉사자 모

집(자원봉사 신청), 후원자모집(후원 신청), 삼정복지신문, 삼정노인대학 소식지, 복지관련사이트 링

크 서비스 등을 제공

한국척수장애인 사이버센터 http://www.kscic.or.kr

수레바퀴선교회에서 척수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홈페이지. 척수장애에 대한 정보 및 사이버센터에

대한 소개, 의학정보, 생활정보, 관련 기관/단체, 척수장애인을 위한 재활용품 벼룩시장, 장애인 구

인/구직 게시판, 자원봉사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가흥종합사회복지관 http://soback.kornet21.net/~hljwa/

경북 영주시 가흥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복지관으로 복지관 소개, 사업, 프로그램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추천사이트 등을 제공

강동종합사회복지관 http://members.iworld.net/kdswc/   

복지관 프로그램, 재가복지 프로그램, 후원사업, 강동복지소식지, 실직자쉼터(취업정보 사랑방), 자

유게시판 등으로 구성

나우리 정신건강센터 http://bleu.net.co.kr/~service/mental   

부부갈등, 가정폭력, 부모교육, 정신적 압박과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아동정서장애

및 성학대, 알콜 및 약물 오․남용, 도박, 학교, 직장 및 대인관계 부적응, 실업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등의 상담을 제공

복지인마을 http://maeul.welfare.net   

각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자료실, 사회사업정보목록, 사회사업포럼, 한국의 사회복지관련 법령, 사

회복지뉴스그룹 운영, 사회복지사를 위한 Office Tower 등 사회복지 종합정보를 제공

YMCA흰돌종합사회복지관 http://soback.kornet21.net/~heendol/

지역주민 복지기관으로 가정,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재가복지 사업소개

와 일산구 재활용품 녹색센터, 취업정보센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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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시 생활정보화에의 시사점

 행정이나 산업정보화와 달리 국내 사례분석에서 생활정보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

급되어 왔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공중망이나 민간업체 또는 비영리단

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접속가능성을 높여 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각 부문별로 국가와 공중망의 정보서비스가 어떠한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중복의 정도는 어떠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

◦ 교육부문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주요 내용

교육부 천리안, 하이텔 등 공중망 서울 포커스 기타

교육전반
국문 및 영문

소개
국내외 대학 연감

사회교육

프로그램 관련

게시판

관련제도

및 기관

․교육부 소식

․대학,

직속기관 및

추천사이트

링크

․EDUNET 링크

․학원/강습 정보

․진학/유학, 편입학 정보

․도서관 검색 및 전자사전 기능

․온라인 학교

․외국어/번역

․강좌/산업정보

문화관광부

-영어로 한

국어 학습

민원 묻고 답하고

정보

자료실

교육통계연보

다운로드 가능

학술 문헌 정보

◦ 문화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주요 내용

문화관광부 천리안, 하이텔 등 공중망 서울 포커스 기타

문화전반

․한국문화공간

종합안내시스

템

․한국지역축제

안내

․월드컵 문화방

․문화관광부 소식

․문화행사안내

․서울문화

-서울행사안내

․서울관광

-서울명소소개

관련제도

및 기관

․문화 정보망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링크

․온라인 서점

․고속버스, 철도, 항공 티켓 예약

․문화/레포츠 웹사이트 링크

․동호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트 링크

민원
민원 도우미

-상담 전화번호

정보

자료실

열린 자료방

-국외수집자료 ,

저작권안내 등

․도서정보

․관광정보 데이터 베이스

․영화 안내

문화행정

-관련시책, 행

정정보, 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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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및 의료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천리안, 하이텔 등 공중망 서울 포커스 기타

보건․의료

전반

고시/공고, 면허,

정책 등 안내
의료기관종합정보 오존정보

관련제도

및 기관

․법령 정보

사이트 링크

․마약 관련

사이트 링크

․함께 하는 사회

-관련제도 안내

․의학 및 간호학 논문 검색

․삼성서울병원 진료예약

민원

․민원처리안내

․민원 및 자격증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정보

자료실

법령, 통계,

문헌정보

․건강진단/상식

․전문의 코너 - 각 질병별 정보

◦ 사회복지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서울 포커스 기타

사회복지

전반

․복지부소식

․복지부소개
․복지관, 복지시설, 복지단체소식

관련제도

및 기관
․이용시설안내 ․법령정보, 시설정보

민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안내

․후원결연안내

정보

자료실

․정책자료

․자료실

-연금보험, 사회

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지금까지 국가정보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정보화, 공중망, 비영리민간단체의 생

활정보서비스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시민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형성이 미흡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이나 DB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매우 미진하다.

◦ 자료DB의 지속적인 갱신이 부족하다.

◦ 각 분야별,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단위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가 상당하다.

◦ 자료발생기관간의 수평적 연계채널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

화가 크게 미흡하다.

◦ 장애인이나 노인 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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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정책의지가 부족하다.

◦ 따라서 생활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면

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DB를 구축하되, 정보문화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정책, 정보교육의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정보화 정책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국외사례

2.1 일본 동경의 생활정보화

 동경도에서는 1992년 11월에 발표한 동경도의 지역정보화 10개년 계획에서 인간에

게 친근한 정보환경 동경넷(Tokyo Nets)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설정하였다.

 동경도에서는 생활 속의 정보환경을 재조명하여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생활이 가능

하게 하는 정보화를 슬로건으로 제창하였다.

◦ 다양한 업무를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정보네트워크의 정비

◦ 다양한 지역사회를 양성하는 지역 내 또는 지역간의 의사전달의 촉진

◦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 동경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네트워크 건설

 이러한 목표 중 생활정보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보정책은 다음과 같다.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균등하게 얻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정

보시스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경도의 보유 통신망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보통

신망을 정비한다. 또한 각종 도시형 CATV와 같은 뉴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미디어

를 활용한다.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구조를 형성하는 환경정보관리시스템, 주택뱅크

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을 정비한다.

◦ 도민의 소비생활,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정보제공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

거점시설로서의 생활종합정보센터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화

를 추진한다.

◦ 지역에서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민이 자주 이

용하는 공공시설, 상점가, 역 등 생활권에 편리한 장소에 정보의 교류가 가능한 활

동거점의 정비가 필요하다.

◦ 도민의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의 참가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시

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각종 도립시설의 예약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 고도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도민의 소비생활의 풍요가 가능하도록 정보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생활종합센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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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음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사

회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복지와 보건 및 의료 등에 관한 정보서비스의 충실화

◦ 긴급 시 연락과 보건/의료체제 충실화를 위한 정보네트워크의 강화

◦ 노인과 장애자들의 취업지원강화,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환경정비

◦ 복지인재 정보센터의 활용

◦ 도민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보교육의 강화

◦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정보기기의 도입 및 이용방법의 개선 및 이용료의 저렴화

2.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생활정보화

 호주의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를 포함하는 주정부가 뉴사우스웨일즈이다. 우리가 알

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시드니시의 행정구역은 상주인구 15,000명, 면적 7

평방km의 매우 작은 상업지구도시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러한 시드니시보다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바 생활정보화계획 역시 주정부의 계획에

서 서울시에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정보기술과 통신의 빠른 진보가 호주사회 전체

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관리 및 기술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계획설정의 배경에서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의 발

달은 주민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에게 정보화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대응적인 서비

스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전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정보화투자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은 비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중복된

자원들과 기관들간에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대한 장벽으로 작용했다.

◦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관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것과 자

원을 공유하는 개방형 네트워크(open network)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통합된 전체로서의 정부에의 접근(coordinated 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은 정부의 각종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지역사

회의 수요에 대응하는데 적절하고,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이며, 나

아가서 지역의 복지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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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홈페이지에는 900개 이상의 링크가 제공되어 있으며 산하의

190개이상의 기관이 web site를 갖고 있다.

◦ 생활정보화와 관련된 서비스부문에는 알파벳순서대로 모두 15개의 분류가 있는바

산업(business), 지역(community), 문화 및 여가(culture & recreation), 교

육(education), 긴급서비스(emergency service), 취업(employment), 환경

(environment), 행정(government), 보건/의료(health), 주택(housing), 법률

(law & order), 농촌지역(rural), 교통(transport), 전기/가스/수도(utilities),

청소년(youth)으로 구성된다.

 현재 사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의 예로는 지적(토지타이틀)정보, 즉 지적검색, 이미

지요청, 견인차량정보, 원격교육 수강정보, 전문직업교육 수강정보, 경마베팅, 낚시면

허신청, 제세공과금 납부 등이며,

◦ 새로이 제공하려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는 자격증의 등록 및 신청, 교통벌과금 납

부, 시정서비스, 토지세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문 및 지불, 서비스 예약

(재택간호, 식사배달, 폐기물처리 등), 서비스 요청이나 취소 등 등록(가스, 전기)

등으로 파악된다.

 통합된 서비스전달을 위해 정부의 단일창을 통해 지역사회나 주민 등 고객들은 단일

창구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얼굴을 가진 정부라는 것은

인터넷, 정부정보센터, 전화센터, 가판대, ATM,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TV, 이동

통신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다.

 호주의 생활정보화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증진시켜 지식확장

에 기여하고, 지식을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에서 탈피시켜, 농촌이나 원격지 주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생활의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 미국 뉴욕시의 생활정보화

 뉴욕시의 생활정보화는 뉴욕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정보 및 자원, 그리

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

◦ 뉴욕시가 직접 개입하여 DB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기보다는 민간부문에

서 구축된 DB를 연계(link)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아래의 site map은 뉴욕시가 제공하고 있는 생활관련 정보의 내용이다.

◦ site 명칭(Attractions and Events)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지역의 소

모임, 관광명소 및 문예단체 및 장소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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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시 생활정보화 사이트 맵

뉴욕, 뉴욕, 뉴욕
(NYC Photo Gallery)

뉴욕을 소재로 한 사진 및 동화상 제공

지역사회별 중요 정보
(Neighborhoods)

뉴욕시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이트들을 선별하여 제공

관광정보
(Tourist Resources)

관련기관, 시 안내정보, 호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사이트를 링크

최근 행사안내
(Current Events)

관련기관, 연중 행사력, 문화행사 소개, 영화, Dance
Hall, 토크쇼 입장권 구입방법, 날씨정보 등 제공

종합안내
(General Guides)

뉴욕 및 도시 소개 전문 사이트 연결

교통 안내
(Getting Around)

관련기관, 시 및 관광 노선도, 주소를 통한 지도안내,
지하철 및 지상운송 수단간 연계안내 등에 관한 정보

가 볼만 한 곳
(Major Attractions)

뉴욕시 명소 소개

먹거리 소개
(Food and Drink)

음식업소안내(식사, 음주 등 구분), 업소찾기, 예약 등
에 대한 정보제공

박물관, 도서관, 화랑 안내
(Museums, Libraries, Gallaries 

and Organization)
뉴욕 소재 박물관, 도서관, 화랑 등에 대한 정보제공

공연 및 극장 안내
(Music, Dance, and Theater)

관련기관, 공연상황, 극장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정보
(Educational Resources) 교육관련기관, 통계자료 등 제공

지역사회와 행정기관
(Community and Service 

Organizations)
행정기관 및 지역단체 연결

과거 속의 뉴욕
(Old New York) 뉴욕의 옛모습을 소재로 한 사진 및 동화상 제공

스포츠 정보
(Sports) 뉴욕을 연고지로 하는 각종 운동경기별 팀을 소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정보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초․중․고등학생 관련 단체 및 대상 정보 제공

대학정보
(Colleges and Universities) 뉴욕소재 대학 사이트 연결

아동을 위한 정보
(New York Kids) 아동 관련 단체, 아동 대상 정보 및 문화행사 정보

2.4 싱가포르의 생활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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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활용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또한 보편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1997년 3월까지 55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

7,500만달러가 투입되었다.

◦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분야 세부사업명 내       용

교육

Acceleration the Use of IT

in Primary Schools (AITP)

초등학교에서의 언어나 수학교육 등 교육과정속에서

컴퓨터 응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Student's and Teacher's

Workbench (STW)

Singapore ONE을 활용하여 중등학교의 수업에 강

의자료나 리포트 등에 있어 컴퓨터 활용시스템

JCNet
초급대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인터넷 활용을 가능

토록하는 프로그램으로 1996년부터 도입

Singapore Polytech

Virtual College
가상대학

Internet Mirror Site

for Education (MirrorS)
교육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을 종합

도서관

및

정보서

비스

Timely Information for All,

Relevant and Affordable (TiARA)
세계최초의 전자도서관 시스템

Business Information

Locator (BIL)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관련 정보를 출판물이나 전

자정보 형태로 찾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Singapore Memory 싱가포르의 역사와 전통을 멀티미디어 형태로 구축

Singapore InfoMap
1997년 3월 현재 837 사이트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619개는 비지니스나 금융관련임

Singapore Inc Web Site
싱가포르의 비지니스 환경을 제시하고 싱가포르에서

비지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정보 제공

사법

Law Practice 2000 전자법률정보 시스템

Integrated Criminal

Justice System (ICJS)
사법행정의 전산화사업

의료

보건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환자기록의 전산화사업

A&E Clinical Support System 응급체계의 전산화사업

Teleradiology Pilot 원격진료시스템

Ambulance-Physician

Data Link (APDL)
응급차와 병원간의 데이터전송시스템

Central Appointment and

Referral System (CARES)
진료예약시스템

관광

오락

Online National Arts and

Entertainment Calendar (ONAC)
문화예술관련 종합서비스시스템

Singapore Travel Exchange

1997년까지 약600개의 여행사가 가입하는 관광종합

시스템으로 여행사들의 면허갱신, 각종 여행사나 여

행정보 제공함.

Super-Conventions Service 컨벤션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정보화 문화의 확산

◦ IT2000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보화 교육이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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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세부사업명 내       용

정보화

마인드

확산

Computer Roadshows
쇼핑몰, 도서관, 지역회관, 학교 등 여러 장소에서

‘IT at Home'이라는 모토하에서 정보화 비전 소개

IT Mascot (MITY -- Make

IT Yours)
정보화 마스코트 제작 홍보

Computer Playgrounds
5세-12세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놀이방 개설

Learning Centres 성인들을 위한 정보화 접근시설

IT POWER
IT POWER21, IT POWER Basic 등 사무실직원들

에 대한 기본교육

Cybertime IT 4U 정보화의 이점 등에 대한 TV 공영광고

Scout IT Badge
스카웃회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컴퓨터 능력

을 갖춘 회원에게 배지 수여

2.5 서울시 생활정보화에의 시사점

 우선 일본 동경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치구와 서울시, 국가와 서울

시, 그리고 민간과 서울시의 연계 및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역정보

화사업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사업주체로 지정되어 서울시는 조

정의 역할에 그쳐야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지역간 정보격차의 시정과 적극적인 시

스템의 개발 등 서울시가 사업주체로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 있다.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각각의 독

립된 시스템의 구축형태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상호의 연계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자원

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정비한다.

◦ 주변의 생활정보와 지역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정보

시스템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하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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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접

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내부의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통합된 정부로 시민에게 다가

가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은 여기만 통하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이 바라보는 정부는 각 실국이 아니라 서울시정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개방형네트워크 형태의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한계의 설정이다.

뉴욕시는 홈페이지에서 명확하게 이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문의는 당해 정보

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생활정보화 분야는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이므로 민과 관의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자원(인력, 예산, 정보기반)은 매우 귀중하며

희귀한 자원이기에 이를 효율적이면서 공평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공급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 분야(예를 들어 홈쇼핑 등)에는 정부의 역할을

단지 연계수준으로 그치고, 보다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정보화를 촉진하여야 하

는 부분(예를 들어 복지종합정보 등)은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보편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정보화를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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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생활정보화 현황분석

1.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정보서비스제공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활정보 및 민원 등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부록 IV-4]의 서울시 홈페이지 사이트 맵 참고).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

서울시의 홈페이지는 1996년 7월 개설되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신속하게 갱신(update)되고 있고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서울뉴스와 같은 부문에서는 시민이 궁금한 시정정보를 동화상정보의 형태

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부문의 전체적인 통합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초기단계로 하위단위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거나 아직 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 많으며 쌍방향통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센터 개소 및 소비자종합정보망 운영

◦ 서울시 소비자 보호센터가 1998년 10월 1일 시청민원봉사실내에 설치되어 한국

소비자연맹, YMCA, 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원이 상

주하며, 24시간 전용신고전화와 팩스를 통해 소비자문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또

한 소비자 종합 정보망 서비스(http://econo.metro.seoul.kr/ci)를 산업경제정보

통신망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물가정보, 소

비자 피해 구제정보를 비롯한 각종 소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

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정보화는 행정관리나 도시기반, 또는 산업경제 분야에 비해서 정보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실정으로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 우선 교통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차량등록, 주정차관리 등 일부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수치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교통소통, 운행정보, 첨

단신호체제관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환경관리부문은 쓰레기종량제 등 극히 일부분만이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환경오

염문제, 한강관리, 에너지절약 분야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정보시스

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등 병원의 원무정보시스템 등 의

료분야의 일부분, 장애인복지과가 주체가 되는 장애인편의시설집계시스템, 아동상

담소를 주체로 하는 보호아동관리, 구청 사회복지과가 시행부서가 되는 의료보호대

불금관리시스템 정도가 전산화되어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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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홈페이지 요약도

서울스케치

서울포커스
생활백과

링크페이지

서울광장

서울문화

여론광장

행정자료실
서울뉴스

시장실

민원실

상징물

GIS

역사

포토갤러리

청소년 서울탐방

자유토론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의견

국내

국외

이달의 문화행사

문예단체

문예인물

문화공간

서울문화재

전통문화

문화행정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주택

생활속의 119

사회교육프로그램

사회교육정보

쓰레기분리배출요렁

지하철안내

오존정보

보육정보

재난과 안전

서울구경

문화유적

놀이공간

축제

쇼핑

스포츠

공연․전시장

공원

서울근교

숙박

서울지도

추천합니다

행정조직

행정기구

청사위치도

행정구역도

행정정보

시정주요일

시의회의원

전화번호안내

통계

자치법규집
약력

말과글

시민과의 데이트

시장에게 바란다

역대시장

시정게시판

청소년게시판

서울시청뉴스

안녕하세요서울

입니다

월간서울

월간푸른소식

입찰공고

입법예고

도시가스

날씨

교통

감사청구센터

시민신고센터

규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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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사회복지관련 제 분야의 정보관리를 통합한 사회복지종합전산망, 그리고

하위체제로서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복지, 노인복지, 부랑인․실직자보호, 요보

호여성관리 및 복지, 요보호아동관리 및 복지, 사회복지시설관리, 보육원 및 어린

이집 정보시스템 등은 향후 구축하여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복지관리시스템이며 보다 필요한 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종합정보이다.

◦ 요컨대 현재 서울행정망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시민생활과 직결되

는 부문은 병원전산화, 보호아동, 장애인편의시설집계, 의료보호대불금관리의 4종

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나마도 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행 생활정보서비스는 극히 취약한 상태로 풍요

롭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활정보분야의 시스템구축 및 이의

활용을 위한 정보교육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시행계획이 뒤따

라야 한다.

2. 서울시의 생활정보화 1998～1999년 사업계획 및 진행현황

 1998년 사업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5종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4종이

개발 추진되고 있다.

 복지종합정보시스템

사업부서 사회과

사업예산 200,000천원

추진기간 `98～2000년

사업개요

사회복지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상담시설 및 각 복지정보센타에 정보를 제공하

고 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 1단계(’98) : DB개발 및 메인시스템 설치

- 2단계(’99) : 기본자료입력, 네트워크 설치

- 3단계(2000) : 서비스실시, 타정보망과 연계

◦ 위와 같이 계획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액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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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아동상담시스템

사업부서 아동상담소

사업예산 191,086천원

추진기간 `98～`99년

사업개요

- 상담소내 근거리통신망 구축 - 그룹웨어 도입

- 현재 10대의 PC에서 분산 입력하고 있는 PC용 아동상담시스템을 LAN환경의

C/S 시스템으로 재개발

 서울 문화정보 DB 구축 운영

사업부서 문화과

사업예산 20,000천원

추진기간 `98. 1～11

사업개요

- 문화정보 홈페이지 구축

- 구축대상 : 문화예술단체/문화인명, 문화프로그램, 문화시설, 문화관광, 문화정책

- 구축유형 : 문자, 소리, 영상, 동화상 등

- 제공방법 : 인터넷, PC통신

 박물관전산화

사업부서 시립박물관

사업예산 186,000천원

추진기간 `98. 1～12

사업개요

- 그룹웨어 도입

- LAN 구축

- 사이버박물관 운영

 대학종합정보화

사업부서 서울시립대학교

사업예산 4,056,029천원

추진기간 `98～2000년

사업개요

- 1단계(’98) : 정보인프라구축, 전산교육센타 설립운영, 교내전산망 보완확충,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학생교육실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자

도서관 설립운영

- 2단계(’99) :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3단계(2000) : 가상캠퍼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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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전산화사업예산이 반영된 생활정보부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     업 예 산 액

시립기능대학 학생행정 전산화 장비구입 4억 5,613만원

시립은평병원 Y2K 해결 550만원

시립아동상담소 시립아동상담시스템 인터넷 연결 9,650만원

문화과 서울문화정보체계망 구축 3억 7,500만원

관광과 서울종합관광망 구축 3억원

의약과 시립보라매병원 전산화 1억 5,000만원

의약과 정신보건전산시스템 구축 1억 4,665만원

시립대학교 종합정보화 29억 7,7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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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생활정보화 수요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서울정보화의 중요한 핵심인 생활정보화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생활정보화의 목표가 인간적이고 삶의 질을 높여 풍요로운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 정보화의 기초는 당연히 시민들의 정보화실태 및 수요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과 관련한 정보실태와 수요조사를 1998년 9월부터 10월까지 2

개월에 걸쳐 서울특별시 모든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방법: 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조사

◦ 조사기간: 1998년 9월～10월(2개월)

◦ 조사지역: 서울특별시

◦ 조사대상: 서울시민 500명

◦ 표본설계: 계층별 할당추출법(노령자 100명, 대학생 100명, 가정주부 100명, 직

장인 100명, 자영업자 100명)

2. 설문의 개요

 설문의 크게 다음과 같은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보화 인지도 및 만족도: 시민의 정보화 수준 및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의 정보서

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파악

◦ 정보수요: 서울시민의 정보 수요구조 및 정보습득의 방법파악

 설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 IV-5]와 [부록 IV-6] 참고.

3. 분석결과

3.1 서울시민의 정보화인지도

 현재 가정이나 직장(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모뎀의 기종을 묻는 질문에는

먼저 가정의 경우 생각 외로 많은 가정이 최신의 기종, 586이상(44.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45%가 586이상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돼, 하드웨어로 판단한 정보화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인터넷이나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인 모뎀의 경우는 가정에서는

모뎀이 없는 경우가 36.9%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55.1%가 각종 모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도 모뎀이 없는 경우가 33.5%로 가장 많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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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는 LAN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 사용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파악되었는바 양극화현상이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단순한 문서편집은 물론이고, 통신이나 인터넷의

경우도 가장 많은 비중의 응답이 ‘사용하지 않는다’(각각 28.3%, 50.4%, 49.6%)로

나타난 반면에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하루에 한번 이상’(각각 26.9%, 19.3%,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서울시의 정보화수준이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소외계층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

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주관적으로 판단한 본인의 컴퓨터활용능력, 즉 정보화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32.5%가 보통으로, 29.5%가 매우 낮은 편으로, 28.9%가 낮은 편으로 응답해 전

반적으로 서울시민의 정보화수준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서울시의 정보화여건은 하드웨어적인 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정작 정보의 사용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의 정보능력은 취약한 실정이다.

3.2 서울정보서비스의 이용현황

 우선 서울시 홈페이지(서울포커스)에 대한 접속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5.5%

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11.8%만이 접속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대

표홈페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4.1%가 무경험인 반면 13.1%만이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PC통신의 "열린 정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이 85.3%가 무경험,

12.0%만이 접속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으로 서울시의 시민생활

정보화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교육에 초점이 두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접속경험하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부대표홈페이지, 그리고 PC통신 열린 정부간의 만

족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경우 불만과 매우 불만의 응답자수나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수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나 정부대표홈페이지나 PC통신

열린 정부의 경우는 불만이나 매우 불만의 응답비율이 2～3배 많게 나타난

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의 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도 결과의 이면

에는 전혀 접속경험이 없다는 85% 수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소외계층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한정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한편 지역정보센터(간단한 컴퓨터사용법의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

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곳으로 정의)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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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동사무소(27.5%)를 꼽았고, 다음이 지역도서관과 사회복지관이 공히

19.7%의 응답자를 기록해 공동 2위 후보자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각종 단위학교

(15.7%), 구청(12.9%)의 순서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외로 현재 중앙정부에

서 지역정보센터로 전환하려는 정책방침을 천명한 바 있는 우체국의 경우는 3.0%만

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정보수요현황

 정보수요의 전반적인 관심의 순위는 문화/스포츠(34.5%), 교육/취업(32.9%), 행정

/경제(16.5%), 보건/복지(12.4%)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통

(2.2%)과 환경정보(1.2%)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문화/스포츠분야에서는 여행안내정보(34.1%)가 가장 관심의 대

상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예술/연예/공연 등 문화행사의 안내정보(28.9%)로 나타

났으며,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낮지만 이어서 스포츠안내정보(15.5%), 문학/도서정보

(14.1%), 사진/취미정보(7.4%)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관련 정보서비스의 선호는 단연 평생교육정보(32.1%)와 자격증관련정보

(28.3%)에 대한 관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높지 않지

만 그 다음 순위는 사회문제/청소년상담정보(12.7%), 해외연수정보(11.2%), 가상

학교정보(9.2%), 사회봉사정보(5.6%)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관련 정보서비스의 선호는 창업정보(31.9%)가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다음이 유

망직종 안내정보(26.5%)로 나타났고 이어서 각종 수업정보(16.5%), 구인정보

(11.0%), 직업훈련정보(7.0%), 구직정보(4.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강/의료관련 정보서비스의 수요는 단연 건강상식(41.0%)이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

이 의료상담(27.3%)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응급처치법(14.9%), 의료시설 예약정

보(6.0%), 의료시설정보(5.6%), 의료보험정보(5.0%)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후생관련 정보서비스의 수요구조는 상당히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바, 연금정

보(23.1%), 여성복지시설정보(22.1%), 노인복지시설정보(20.7%)가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 및 취업정보(13.5%), 아동복지시설정보

(10.2%), 시민/노인대학정보(9.6%)의 순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행정관련 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단연 민원행정정보(35.5%)가 수위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법률정보(21.5%)와 공공기관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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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세무정보(16.1%)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치안/재해관련정보(5.6%)에 대한 수요는 미

미했다.

 경제/금융관련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단연 물가정보(29.5%)가 관심의 대상 중 수위

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홈쇼핑정보(19.1%), 부동산정보(17.5%), 기업정보

(13.9%), 홈뱅킹정보(10.2%), 증권정보(9.0%)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고른 선호도

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저조한 교통과 환경관련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구조는 각각 고

속버스/철도/항공기예약정보(41.4%), 재활용정보(40.4%)가 수위의 관심도를 보이

고 있으며, 이어서 각각 정체구간정보(22.9%), 지하철이용정보(18.5%), 시내버스

노선정보(16.5%)의 순서 및 수질오염정보(19.3%), 대기오염정보(18.1%), 환경관

련 신고정보(13.5%), 오존경보관련정보(7.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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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생활정보화 기본계획

1. 사업선정의 기본방향

1.1 사업선정기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생활정보화의 목표에 따라 접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

화확산 및 보편적 서비스확충과제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요자 중

심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음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 첫째, 현재 530개의 동사무소를 구조조정이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생활정보센터로

개편하여 보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및 문화

의 확산기점으로 활용한다.

◦ 둘째, 주민의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교육 및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 셋째, 주민의 질병에 대처하는 보건 및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산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

연계하여, 각기 세부목표에 따른 해당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한다.

◦ 다섯째, 서울시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울싱글페이스를 구축한다.

 생활정보화 추진과제

◦ 생활정보화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접속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동사무소의 생활정보센터로의 전환을 통한 정보

화 교육 및 홍보, 문화확산을 위한 각종 분야별 및 계층별 지원프로그램과 캠페인

을 기획하는 과제를 설정한다.

◦ 다음으로 생활정보와 관련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선택을 위하여 관

계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DB 및 시스템을 망라하여 열거한

것이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의 확대․보완프로그램에서는 민원행정정보 등 32개 정보, 교육/문

화분야에서는 유아놀이방 및 유치원정보 등 31개 정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원

및 병원시설정보 등 11개 정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여성복지정보 등 20가지 정보

로 도합 94개의 정보DB 또는 시스템의 집합이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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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생활정보화 추진과제

분야
목표 일상생활 교육/문화 보건/의료 사회복지

접속
극대화

주민1인당
1ID갖기운동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기지원

텔리포트 건설

평생교육을 위한
정보컨텐츠 개발 및
지원

정보화를 통한
진료예약문화확산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민원행정정보

공공기관 시설정보

법률정보

세무정보

치안/재해관련정보

물가정보

홈쇼핑

홈뱅킹

부동산정보

기업정보

증권정보

도시가스․전기통신,

정보공개,

정보소재정보,

사안별 담당자정보,

공공제안,

고충처리,

민간감시,

고객모니터링,

119구조,

홍수․화재․지진

재난구제장비정보
인력동원,

범죄신고,

민방위,

안전사고

가정문제상담

고속버스/철도/

항공기 예약

정체구간

재활용정보

수질오염

대기오염

유아놀이방 및
유치원정보,

청소년종합정보,

청소년상담정보
열린초중고학습정보,

학생교육원․과학원
정보,

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

시민대학․개방대학:
평생교육정보

가상학교,

교육기자재 및 S/W
공동활용,

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책 및
입시정책,

해외연수정보

사회봉사정보

학원 등 방과후교육

유망직종안내

창업정보

각종수험정보

직업․훈련정보

구인․구직정보

스포츠안내

사이버박물관,

전자도서관,

예술/연예/공연

컨텐츠/예약정보,

문화재정보,

공원정보,

문화․교양강좌, 각
구청 및 도서관
문화행사,
사이버시장,

시민단체정보,

여행안내

의원 및 병원시설
정보,

보건소 및 약국정보,

입원예약,

가상병원,

지역보건의료정보

원격진료,

응급진료체계,

의료전문가시스템

의료상담

응급병원정보,

응급처치법,

건강상식

의료보험정보

여성복지정보,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모자복지

사이버상담센터,

사회복지자원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장애인복지 및

취업․재활정보,

노인복지정보,

시민/노인대학

연금정보

자원봉사관리,

대안학교정보,

생활보호대상자정보,

사회복지단체정보

후원자관리

의료보호

위생인허가

장례식장

매장 및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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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선순위 결정

1.2.1 우선순위 결정기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음은 각각의

선정기준과 가중치 분포이다.

 각각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IV-3]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지표

선정기준 배점 높음 ◎ 보통 ○ 낮음 △

국가정보화사업과의 연계정도 20 20 15 10

외부효과(공공성) 20 20 15 10

정보수요분석결과 20 20 15 10

전문가 전망 20 20 15 10

기술적 난이도 20 20 15 10

 국가정보화사업과의 연계정도

◦ 생활정보화사업은 보편적인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삶의 질과 직결

되는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업분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였을 때 생성된 정보나 시스템이 국가정보

화사업(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과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여 공동활용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결정기준이 된다.

 외부효과(공공성)

◦ 서울시의 재원은 곧 주민의 세금이므로 이러한 공적 사업의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민간에서 공급하게 되면 과소공급이 일어나 효율적

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정보화는 민간부문에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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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을 확보하는 분야와 같은 사업에는 서울시가 굳이 정보자원을 투자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

◦ 시스템을 활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바 시민서비

스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시스템의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정보수요분석결과

◦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시민들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 물론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보면 시민들의 수요라는 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직업이

나 연령층에 따라 다양하므로 우선순위의 가중치가 적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

도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활용되는 서

비스의 공급이므로 전문가의 전망과 같은 비중을 부여한다.

 전문가 전망

◦ 생활관련분야의 세부영역들의 특색은 상호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포

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역별

로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분야별 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교육전문가, 문화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의 미래

전망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기술적 난이도

◦ 시스템개발이 가능하려면 현존하는 업무프로세스가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관의 예산, 인력 등 개발능

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요구되는 기술수준 및 전체적인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시스템 기능의 난이

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여러 부서에서 구축되는 많은 양의 정보와 다양한 처리기능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DB 활용이 가능한 후기단계에 구축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시민생활과 관련한 전문시스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는 문자, 숫자자료 또는 그래픽자료를 단순가공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시민서비스 측면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업무

- 2순위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소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복

잡성이 요구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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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우선순위 결정결과

[표 IV-4] 생활정보화 우선순위 결정결과

상위시스템

       선정기준

          (배점)

하위시스템

국가정보

화 사업 

연계정도

외부효과

(공공성)
수요분석

전문가

전망

기술적 

난이도
판정

20 20 20 20 20

교육
청소년종합정보 ○ ○ △ △ ○ 3

평생교육정보 ○ ○ ○ △ ○ 3

문화

전자도서관 ○ ○ △ △ △ 3

서울문화정보 ◎ ◎ ◎ ○ ◎ 1

서울관광정보 ◎ ◎ ◎ ○ ◎ 1

보건/의료
지역보건정보 ◎ ◎ △ △ ◎ 2

지역의료정보 ○ ○ ○ ○ △ 3

사회복지
복지종합정보 ◎ ◎ ○ ◎ ◎ 1

복지행정정보 ◎ ◎ ○ ◎ ◎ 1

 결국 통합된 생활정보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으로 교육, 문화, 보건/의료, 사회복지의

4개 부문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들 상위시스템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 환

경, 민원행정, 법률 등 일상생활정보에 관련된 각종 정보시스템(제공주체는 서울시의

행정정보를 비롯해서, 국가, 민간을 망라한다)을 연계하여 서울싱글페이스를 통해 서

비스되는 것을 상정한다.

1.3 단계별 사업계획

 단계별 사업계획 : 위의 우선순위 결정결과에 따라 총점 90점 이상은 1단계 중에서

초기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 80점 이상은 1단계 중에서 중반기 이후, 그리고 나머지

는 2단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하였

다. 실제로 생활정보화 분야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이 지극히 미진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시스템, 한국사

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며, 1998년 현재 문화정보, 관광정보, 시립박물관 LAN환경, 시립대학교종합정

보화의 시작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생활정보화 기본계획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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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는 1999～2002년으로 ‘생활종합정보시스템의 기반구축단계’로서 부문별 단위

업무시스템들을 연계하고 업무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업에 중점을 둔다.

◦ 2단계(2003～2010년)는 ‘생활종합정보시스템의 완성단계’로서 ‘인간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생활정보화 구현’을 목표로 국가통신망과 서울시 행정정보통신

망, 그리고 시민 개인에까지의 연결을 통해 개인, 생활정보센터, 자치구에서 서울시

를 거쳐 중앙부처에 이르는 모든 삶에 필요한 정보가 물 흐르듯이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모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며,

시스템간의 연계와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표 IV-5] 단계별 생활정보화 추진사업계획

단  계

분야 및 단위사업

1단계

(1999～2002)
2단계

(2003～2010)
1999 2000 2001 2002

교육
청소년종합정보

평생교육정보

문화

문화정보

관광정보

전자도서관

보건/의료
지역보건

지역의료

사회복지
복지행정정보

복지종합정보

서울

싱글페이스

구축

생활통합전산망

고도화

2. 추진사업

2.1 서울 싱글페이스 구축

1) 사업개요

 사업 정의

◦ 정보화시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생활정보의 특징인 접근성 및 종

합성의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개개인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구성원들간에 원만한

정보사회에서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정보시스템환경을 구축한다.

◦ 장기적으로는 각 가정에 광케이블이 깔려 신속하고 정확하며 충분한 쌍방향 정보교

류가 이루어질 것이나 계획기간에는 이러한 하부구조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을 통하거나,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정보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

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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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이 필요한 정보, 외국인이 서울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싱글윈도우,’

즉 서울의 얼굴인 본 ‘싱글페이스’를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추진목표

◦ 시민생활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날씨, 물가

정보 등)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서울지역의 IP업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활종합정

보와 연계하는 개방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시민이 궁금해하는 민원행정정보(행정정보시스템의 하위구조)와 연계하며, 교통 및

환경과 관련하여 정체구간정보 및 재활용정보시스템, 방재정보시스템(도시기반구조

시스템의 하위구조), 산업 및 전자상거래망(서울산업 One-Stop Mall) 등을 연계

한다.

◦ 교육, 문화 및 관광정보망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 법률, 세무 등 전문가상담을 위한 생활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 장기적으로는 생활정보분야를 망라하여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항목별로 DB를 구축

하거나 중앙정부, 산하단체, 지역의 민간 IP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

공한다.

◦ 정보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민원에 대한 행정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서비스, 문화정보, 교육/취업정보, 교통/환경정보 등과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이나 세무와 같은 전문가 생활상담 서비스의 제공 등 시민

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안내 및 검색지원서비스, 그리고 서울시민이 상호 의

사소통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2) 서울시 홈페이지 및 소비자정보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1996년부터 ‘서울포커스’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생활백과라는 제

목으로 다음과 같은 각종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주택: 주택마련종합안내, 임대차보호안내, 분양안내, 주택정책, 관련용어사전

◦ 생활 속의 119: 방재본부 안내, 화재예방요령, 소화기/소화전사용법, 응급처치, 통

계, 민원, 소방서위치

◦ 쓰레기 분리수거요령: 재활용센터 등 각종 쓰레기분리수거요령

◦ 지하철안내: 지하철운행안내, 역세권 문화공간소개

◦ 재난과 안전: 신고전화안내, 사고현황, 대처요령

 이밖에도 시장실, 행정자료실, 서울뉴스, 민원실, 여론광장, 서울문화, 서울스케치,

서울관광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서울뉴스정보로는 시정게시판, 청소년게시판, 서울시청뉴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

다, 월간 서울, 월간 푸른소식, 입찰공고, 입법예고, 도시가스, 날씨, 교통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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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있다.

◦ 그리고 민원실에서는 감사청구센터, 시민신고센터, 그리고 규제개혁신고센터가 설

치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 개통된 소비자보호망은 산업경제망의 하부망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

의 하부메뉴로 생활정보(수질정보, 식품정보, 교통정보, 대기정보, 기상정보가 제공되

고 있는 실정이다.

◦ 수질정보에서는 월별로 조사한 한강 수질오염도정보를

◦ 식품정보에서는 식품의 위생검사, 약수터수질검사, 농산물 안정성검사정보를

◦ 교통정보에서는 교통정보센터, 한국교통정보시스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

통정보를

◦ 대기정보는 월별 측정소별 조사정보를

◦ 기상정보는 기상청, 중앙일보제공, (주)웨더넷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망의 하부메뉴에 장바구니물가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서울장바구니물가정보로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생활필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정보

◦ ‘야! 심봤다코너’에서는 권장소비정보를 소비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99년 상

반기 서비스 예정

◦ 농수산물종합정보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곡물, 채소, 양념

류 등에 대한 연계정보

◦ 대규모점포현황에서는 서울시소재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대형할인점, 전문상

가 등에 대한 현황정보와 재활용센터 이용안내정보

◦ 가격정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공하는 공공요금, 서비스부문, 물품부문, 업종별

가격정보

◦ 가축/축산물가격에서는 ARS서비스를 함께 제공

◦ 농산물상설판매장, 축산물 판매장, 수산물직판장 현황 소개, 사이버물물교환장 서비

스는 1999년 1월부터 서비스 시작

 문제점

◦ 그러나 이러한 생활정보 및 민원행정정보, 소비자정보, 그리고 법률정보 등간의 연

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갱신과

깊이 있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록 IV-4]에 도표

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이트 맵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시민이 이용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서울포커스의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도록 고도화시키고, 사용자가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 및 연계를

혁신하며, 이에 더하여 민간 및 중앙정부, 그리고 산하단체에서 제공하는 생활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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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내용

 서비스 정의

◦ ‘서울싱글페이스’의 생활정보서비스는 기존에 서울포커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정보서비스 항목별로 서비스 정의,

서비스항목에 따른 IP 현황 및 DB 구축항목을 설정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정

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서울시 ‘서울싱글페이스’상의 생활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의

정보서비스 내      용

민원/행정정보

법령정보

산업정보

전자상거래

긴급 구난

주택정보

교육정보

청소년정보

보건

복지정보

문화/레저

관광정보

교통정보

환경정보

도시기반시설

시민게시판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민원 및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서울시의 조례 및 규칙, 그리고 중앙정부 및 행자부의 공통 법령정보제공

직장인, 사업자, 중소기업별로 필요한 산업 관련 정보제공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자거래에 필요한 종합정보제공

각종 치안관련 신고접수 및 재난관련 정보제공

시민의 주거 관련 정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제공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정보지원

청소년이 건전한 교내 외 생활을 영위하는데 유용한 정보지원

지역보건소 및 병원 등 보건 및 의료관련 정보지원

시민이 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유용한 정보지원

문화중심지로서의 서울지역소개 및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

내국인 및 외국인 등이 서울을 관광하는데 유용한 정보지원

서울시 전지역의 정체구간에 대한 시간별 안내정보 등 교통관련 정보제공

시민의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환경관련 정보제공

시민의 생활 속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관련 정보제공

다양한 정보를 시민간에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공간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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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시스템 세  부  항  목

민원/행정 서울뉴스, 공공기관 안내, 민원안내․상담 및 접수, 시민제안, 고발 및 고충

법령
법제처 법률정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규, 서울시 조례 및 규칙정보, 세무정

보

산업
중소기업관련 상담, 지원안내, 창업관련 인허가 신청지원, 점포정보, 자격증

관련 정보, 유망직종안내, 직업훈련안내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제품 및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긴급 구난 119구조, 홍수․화재․지진 등 재난구제정보, 인력동원, 민방위, 범죄신고

주택 부동산정보, 이사관련 정보

교육 교육전산망 연계, 학습정보, 진학/수험정보, 시민대학, 학점은행, 가상대학정보

청소년 청소년보호, 각종 행사정보, 단체정보, 시설정보

보건 지역 보건소 및 시립병원 안내, 진료예약, 보건정책

복지 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복지정책

문화/레저 문화정보, 문화재정보, 생활체육정보, 여행안내

관광 서울시 지도, 관광교통, 숙박업소 및 음식점 안내, 관광지 정보

교통
정체구간 및 공사구간정보, 지하철노선 및 연계시스템, 버스노선, 주차장정보,

역세권정보

환경 쓰레기 재활용, 수질오염, 대기오염, 환경관련 신고

도시기반시설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

시민게시판 전자우편, 동호회, 알뜰시장, 지역사회단체정보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산업정보망 연계, 도시기반시스템 연계, 시청

과 자치구간의 통합민원상담 및 처리, 교통정보시스템 연계, 환경정

보시스템 연계,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연계 등

관련기관

중앙정부
생활관련 정보DB 연계서비스 지원(법령, 세무, 날씨, 경제, 치안, 교

육 등)

관련시민단체 시민정보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지역내 IP 각종 유․무료 생활관련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도화를 통한 싱글페이스구축사업은 1단계(2002년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본적으로 1단계 단위생활정보시스템(교육/문화/보건/의료/

사회복지)의 완성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현재와 같이 외부개발업체를 선정

하여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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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시민의 활용도의 수준이 서울싱글페이스 구축을 통한 생활종합정보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바, 시민의 정보화수준 및 생활부문의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

육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

◦ 가정의 PC는 당분간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하되 장기적으로는 광

케이블을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직접 가정에 연결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초고속통신망사업과 병행하여 가입자망 통신기술의 고도화를 통

해 서비스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동시에 가정에서 PC를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화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동사무

소, 사회복지관, 지역도서관 등을 생활정보센터화하여 여기서 동등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중망, 서울지역의 IP 또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자료의 중복

을 피하면서 이들과의 효과적인 연계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민서비스

를 제공한다.

◦ 정보의 확대로 삶의 범위가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커짐에 따라 이전에는 불가능했

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단절된 생활에서 열린 생활로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해

진다.

2.2 교육정보

 교육정보화 추진개념도

2.2.1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시스템 정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정보화달성

국가(교육부)가 구축하는 교육정보화가 

교수학습의 선진화,

학술연구정보활용의 고도화,

교육행정정보화를 담당하므로 이에 연계하여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종합정보 및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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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시민대학, 서울지역 대학의 사회교육원, 평생교육관련 민

간학원, 가상대학 뿐만 아니라 복지관, 구청,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

취미교실, 교양교실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수요에 맞는 학습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학습에 관한 적절한 안내와 상담, 그리고 직업훈련에 대한 안

내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추진목표

◦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단위의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평생교

육의 장을 안내한다.

◦ 연령․성별 등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

교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정보화시민을 육성한다.

◦ 21세기 고도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시설과 공간의 제약없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기관과 연

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정보수요를 충족한다.

 현황
◦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

학교의 전산화를 통해 가상대학을 2000년에는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

도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대학교 또는 대학교연합에서 가상대학 프로그

램을 시범(실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1999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본부를 두어 운영될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사회교육훈련기관의 수많은 학습과정에 대한 관리와 관련 학

습정보제공 및 안내가 가능할 전망이다.

◦ 현재 서울시에는 수많은 사회교육교실이 정보화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

고 있다. 도서관, 구청문화관,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추진방향

◦ 지역내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점은행제 및 가상대학 프로그램, 사

회교육프로그램을 소개

◦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용

◦ 가상강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대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

◦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과목을 on-line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

◦ 시민들에게 원하는 경우 ID를 제공하여 가입자망을 정비

◦ 시민대학과 가상대학 프로그램,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가상강의과목

선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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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과목을 확대 편성

◦ 현행 시민대학의 정보화를 통해서 추진체계를 일원화

 서비스 정의

정보서비스 내      용

평생교육소개

사회교육안내

직업훈련

수강생등록

강좌안내

전자도서관

강의실

각종 연락방

평생교육 새소식

FAQ

학점은행연계

가상대학연계

사회교육기관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및 안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직업훈련에 대한 소개

서울시민으로 ID를 부여받고 개설된 강좌에 등록

수강가능한 과목에 대한 소개

수강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

수강과목에 대한 학습내용 제공

학생간 동호회 또는 평생교육관리자와의 의사소통 경로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수강생들에게 공지하는 내용

학습과목 또는 관리차원의 질문과 대답

교육부 학점은행시스템과 연계

전국의 가상대학시스템과 연계

서울시내 사회교육기관의 시스템과 연계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종합정보센터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기관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중앙정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본부의 연계지원

관련대학 가상대학강좌를 운영하는 대학과의 연계지원

 추진계획

◦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은 2단계(2003.1～12)에 추진하며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시

민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추진계획에 의하면 1999년 중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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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성되고, 또한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몇 대학의 가상대학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며,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산화가 오는

2000년에 완성이 되며, 종합적인 계획을 2001년에 수립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DB와 시스템을 구축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 교육부와 정보공유를 위해 망을 연계하고, 서울시립대학교와도 정보공유망을 연계

한다.

◦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강좌, 사설 사회교육원과도 연계하는 형식으로 구축하

되, 유지 및 보수까지 개발업체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21세기를 풍요롭게 살아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시민의 평생교

육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은 교육 및 시공을 초월한 교육의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및 가상대학 및 사회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의 다양화 및 수시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요

자 중심의 커리큘럼 설계를 필요로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시민대학의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 추진체제가 이루어질 평

생교육정보시스템은 실효성 있고, 기존의 정형화되어 있는 대학교육의 틈새를 보완

하는 적극적인 추진이 긴요하다.

◦ 정형화된 대학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학습수요와 지식욕구를 충족시킴으

로써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킨다.

2.2.2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시스템 정의

◦ 서울시내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며, 청소

년간의 정보교류의 공간을 제공한다.

 추진목표

◦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항 즉,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여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청소년의 일상생활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1세기 정보사회의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한다.

◦ 서울시내 청소년들간의 정보교류와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는 가상공간을 제공한다.

 현황
◦ 현재 전국적인 청소년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로는 오는 1999년에 한국청소년개발원

이 구축하려는 청소년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 여

행, 연구, 해외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 정보 등 영역별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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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청소년단체별 사업활동보고서, 단체총람, 회원단체

안내서 등 보유자료의 DB화를 통해 청소년단체정보를 디지탈화한다.

◦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는 청소년상담전략정보시스템을 기 개발 운영 중인 상담정보

시스템을 웹서버와 연동으로 사이버상담을 확대 추진하려는 계획을 1999년에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담당조직

◦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복지차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국

에 청소년과가 속해 있으며 업무분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비행․폭력예방 및 선도

-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 보호

- 근로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청소년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

- 청소년사업관 운영의 지도․감독

-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 시설아동의 선도보호 및 자립 지원

- 시설아동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아동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관련 기능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업무가 서울시가 아닌 별도의 자치단체인 서울

시교육청의 사무로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나 청소년관련 업무 중 상당히 중요한 부

분은 복지차원 보다는 교육․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 청소년과를 보건복지국 산하보다는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중복 서비스의 구축방지 및

서비스내용의 충실화, 그리고 지역 내 IP 및 전문기관간의 서비스연계방안을 구축

하여 청소년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용자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사용자 유치방안 및 가입자망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웹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진내용

◦ 청소년층을 구성하는 학생 및 근로청소년의 정보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생활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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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학교중심의 교육정보화(EDUNET 포함) 및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종합정

보서비스, 청소년단체정보서비스, 청소년상담전략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서비스 실시

하여 예산규모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서비스의 경

우는 신규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정의 및 내용

정보서비스 내      용

청소년종합정보

청소년단체안내

청소년상담

봉사활동

청소년문화정보

자료실

청소년소식

각종 연락방

수련활동등 시설정보

서울 및 국내외 청소년 단체소개

또래 집단의 고민상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정보

청소년층의 여행, 문화생활관련 정보제공

교육정보로 제공되는 EDUNET연계 및 관련 자료제공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관련 소식정보 제공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가상공간 제공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종합정보센터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기관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제공하는 소식, 청소년봉사활동 안내정보

-지역 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

-지역 내 청소년단체관련 정보제공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종합정보망연계

교육부의 EDUNET연계

관련단체 각종 청소년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관련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진 후에 틈새를 조사

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2단계(2003. 1～12)에 추진하며 역시 외부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DB구축, 시스템구축,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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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청소년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정보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서비스 사용

료의 책정이 필수적이며, 가정에 PC가 없는 경우에도 접속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단

위학교의 컴퓨터실습실을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청소년대화의 광장,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각기 지역별 기구

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연계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정부계층

간의 청소년업무개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상담실 등 각 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중

복사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보수집 및 교류의 통로가 확보된다.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정보화 마인드

가 제고되고 건전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정착시킨다.

2.3 문화정보

 서울시의 문화정보화 추진방안은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구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서울문화정보시스템은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정보관리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종합

문화정보서비스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 문화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는 각 분야별로 특화된 자료와 공통자료를 선별하여 공통

DB를 구축하고, 세부정보시스템에서 구축된 DB에 대한 소재안내시스템을 구축하

여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를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종합적인 문화정보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추진한다.

◦ 각 부문별 시스템 구축 시에는 분야별, 기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 단계

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한다.

◦ 이미 구축된 DB 정보와 앞으로 구축예정인 DB간에는 호환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

여 추진한다.

 전자도서관구축: 국가문헌정보종합목록 DB와 영상 및 음향자료를 포함한 주요 자료

의 본문내용을 디지탈화하는 중앙정부차원의 전자도서관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 내 도서관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민 개개인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생활할 신지식인으로서 필요한 정

보를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의 교육 및 문화와 관련한 시스템을 연계하고 독자적인 서

비스가 필요한 부문은 개발․구축한다.

2.3.1 전자도서관

 시스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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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국립, 시립, 구립 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을 연계하여 일반시민들이 단일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on-line으로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을 의미한다.

◦ 문헌정보종합목록 DB와 영상․음향자료를 포함한 주요 자료의 본문내용을 디지탈

화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추진목표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정보의 제공

◦ 사용자들에게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자료의 검색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의 전자도서관구축과 연계하여 지역도서관 자료의 디지탈화

 현황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실이 본문정보DB를 구축 운영 중이며, 디스켓정보자

료의 CD-ROM제작 및 서비스, VOD 서비스, 영상자료 복각을 위한 DVD-R 시

스템, 멀티미디어 DB 개발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G7 프로젝트 중

전자도서관구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범세계적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

축 및 정보화계획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자도서관 원격시범 사업계획을 확

정하여 이미 ’97년 7월에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98년에도

국회도서관, 학술진흥재단, KAIST 과학도서관 등 각각 구축한 DB를 공유하는 체

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있다.

◦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의 전산화를 비롯한 각 대학의 전자도서관

화가 추진 중이나 주요 도서관과의 역할 분담과 연계, 디지탈화 된 도서의 지적소

유권, 저작권의 문제 등 아직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본적인 문헌정보의 공동활용

을 위한 표준화 등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이 미흡하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정독도서관등 22개 도서관이 운영 중이

나 아직 전자도서관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진방향

◦ 서울시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전자도서관시스템 제공

◦ 사용자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유치방안 및 가입자망의 정비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과 전자도서관사업의 성과를 최대

한 활용하여 비용효율화 도모

◦ 대학이나 일반전문도서관 등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공급원을 포함하여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자료정보서비스 제공

◦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정보서비스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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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정의

정보서비스 내      용

전자도서관안내

이용방법

전자게시판

신간안내

자료검색

외부DB검색

외부사이트연계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체계소개 및 안내

서울시민으로 ID를 부여받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안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홍보

새로 입수한 자료의 목록과 개요설명 자료제공

전자자료실 소장 자료검색

다른 전자도서관이나 DB의 자료검색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유관 사이트 안내 및 접속경로제공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종합정보센터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기관

서울시
- 문화과에서 제공하는 도서관관련 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 정보

- 서울시민의 전자도서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 서울지역 내 자료제공업체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전산망 및 전자도서관시스템연계

관련단체 각종 도서관 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전자도서관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관련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진 후에 틈새를 조사

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2단계(2004. 1～12)에 추진하며 역시 외부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DB구축, 시스템구축,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를 위탁한다.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자

자료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선결과제

이다.

◦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도서관화하고 있는 서비스를 가

능한 한 연계하여 제공하고 틈새를 서울지역단위 도서관소장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서 보완하는 방식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 및 도서의 경제적이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

내 지적자산의 공유가 가능하므로 자원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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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문화정보망 고도화

 시스템 정의

◦ 서울시 지역문화자산의 유지 및 보전과 활용에 관한 관리 및 생활문화, 생활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관리정보와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등 각종행사의 안내정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 구축 되어 있는 서울포커스 체제하의 문화정보에서 한 단계 고도화시킨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로서 충실한 문화정보

 추진목표

◦ 문화재원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문화재의 이미지와 속성정보가 연계되어 멀티미디어

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현

◦ 생활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안내 및 전자예약시스템 구축

◦ 지역 내 문화재, 행사, 단체 및 시설정보를 연계하여 전국적 홍보기능 구현

◦ 문화재, 시설, 행사, 각 분야별 DB를 구축하여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고, 각종 통

계 등 보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문화정보 현황

◦ 현재 개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울문화 정보코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달의 문화행사, 문예단체열거, 서울문화재소개, 전통문화소개

및 행정과 통계에 대한 문화행정의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밖에도 생활백과항목에 세종문화회관 및 시립예술관소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스케치 항목에 청소년문화탐방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21세기의 문화와 고도정보의 시대에 시민들의 문화정보 수요를 충족하기에

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 한편,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전국 문화공간에 대한 각종 정보를 멀티미디어 DB

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문화관련 기관의 소장자

료 정보화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문화관 구축지원사업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추진환경이 열악하여 국민의 다양한

문화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및 초고속정보화시대에 맞는 정

보시스템 구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체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한국문화공간 종합안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사이버문화관 구축지원사업의 형태로 전국의 문화관련 기관․단체 24개소를 선

정하여 보유정보의 DB 구축, 표준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초고속통신망

의 연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문화재정보 통합서비스시스템을 통한 관련정보의 지속적인 자료확충의 차원에서

문화재관리대장 및 관련자료의 내용정리, 설계도면 수집 및 정리를 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자화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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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문예진흥원 등을 통해 예술단체 DB, 전국의 문

화공간들의 공연물, 전시물, 문화교양강좌 등에 대한 안내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하고 있다.

 추진방향

◦ 문화재의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데이터가 포함된 DB 구축

◦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이용안내 및 예약의 온라인처리 및 시

민들이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해서 손쉽게 문화정보를 이용하여 수준 있는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체육과 생활문화정보가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시스템을 구

축한다.

◦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제반 코드의 설정 및 표준화를 이루고 이미지정보를 쉽고 빠

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재, 관광 등의 정보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 구조가 상이한 시스템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다양한 유관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부

터 DB에 온라인 접속, 원거리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원거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

이스를 지원하고 문화관광부 및 관련 산하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정보연

계 등을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 시민문화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정보에 대해 문자, 화

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고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문화관

광부 문화정보화추진계획과 연계하고, 자치구, 문화시설, 문예단체 등 정보발생기관

들과 정보교환 및 공유체제를 구축해서 인터넷, PC통신, 키오스크 등에 쌍방향 터

치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첨단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정의

◦ 문화종합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여덟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구축하고 각종 서비스 정

보들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하여 정보서비스

를 제공한다.



Ⅳ. 생활정보화
━━━━━━━━━━━━━━━━━━━━━━━━━━━━━━━━━━━━━━━━━━━━━

- 404 -

정보서비스 내       용

문화행사

문화행정

문예체육단체

문예체육인물

문화시설

생활문화

문화재

생활체육

공유정보

공연, 전시, 행사 등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정보, 일정관리, 공연관리

서울시의 문화시책, 행정, 통계자료 서비스

문예체육단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문화․예술․체육인의 소개 및 설명자료제공, 커뮤니케이션

소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공간

생활문화강좌 소개

각종 문화재 정보, 유지보수, 이용안내

각종 체육시설 및 관련 정보

자치구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관 사이트 안내 및 접속경로제공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시

-문화과 및 문화재과에서 제공하는 문화관련 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문화․체육정보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 내 문화․예술․체육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관련기관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의 문화종합전산망과 시스템연계

관련단체 자치구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체육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종합문화정보시스템은 이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문화관광부의 문화

정보화추진계획(’97～2010)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1단계

(1999. 1～2000. 12)에 추진하며, 1999년에는 기반구축 및 시범실시하고 2000

년에는 확산하는 형식을 취한다. 연차별로 자치구 및 문화시설, 단체 등 각 기관들

과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인터넷 등 첨단매체를 이용한 문화관광부, 자치구, 문화시설, 문예체육단체 등과 각

종 문화예술체육정보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문화정보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팩스, 우편 등 형태의 수동적 정보관리체계에서 첨단매체를 이용한 문화정보체계확

립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문화예술체육종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쌍방향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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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으로써 생활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

◦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각 분야별로 특화 된 데이터

와 공통 데이터를 선별하여 공통 DB를 구축하고, 세부정보시스템에서 구축된 DB

에 대한 소재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 단체간 정보를 공동활용하도록 하

는 종합적인 문화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미 구축된 DB 정보와

앞으로 구축 예정인 DB간의 호환성과 연계성이 중요하다.

2.3.3 관광정보망 고도화

 시스템 정의

◦ 서울관광정보망이란 서울을 관광하는 잠재적인 관광객(내․외국인)에게 서울을 소

개하고 관광명소 및 음식, 숙박시설, 쇼핑시설 및 지도와 교통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안내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추진목표

◦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ASEM,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

여 서울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을 초월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한 서울관광 이미지를 제공한다.

 관광정보 현황

◦ 먼저 종합적인 관광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다양화 및 고급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업계,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

◦ 현재는 관광정보(숙박, 음식, 쇼핑정보, 주요관광지 종합 여행안내정보, 사진 및 지

도정보)가 텍스트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채널도 PC통신을 통한 문자정보서

비스와 인터넷 등 이중서비스로 인한 자료의 중복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

광관련 기관 및 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도 홈페이지에 서울광장 코너에서 서울구경, 문화유적, 놀이공원, 축

제, 쇼핑, 스포츠, 공연․전시장, 공원, 서울근교, 숙박, 서울 지도 등에 대한 내용

이 텍스트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1998년에는 서울관광자원의 분류체계도(diagram)를 확립하였고, 서울 관광

안내 전자지도 58장을 제작하였으며, 분류체계에 의한 세부정보를 작성하고, 문자

정보 입․출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추진방향

◦ ASEM,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서울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굴뚝 없는 서울형 산업의 활성화차원에서 추진

◦ 서울을 관광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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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수요자를 유치하는 활동 강화

◦ 관광정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서울의 관광 이미지 개선

◦ 고급 실업인력을 정보화사업에 참여시켜 미래 정보화사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추진내용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가공하여 체계적으로 DB 구축

◦ 주관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약관리시스템, 관광불편 신고관리,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관광사진관리, 여론조사관리 등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어, 영어로 된 홈페

이지 구축

 서비스정의

정보서비스 내     용

예약관리

관광불편신고

자원봉사자 등록

관광명소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지도

교통안내

연결서비스

음식점, 숙박시설, 문화시설, 관광명소의 안내 및 예약정보

관광객들의 불편신고 접수 및 사후관리, 시민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여론조사관리

자원봉사자의 신청 및 사후관리

관광명소를 프로그램별로 유형화하여 소개, 멀티미디어 형태로 지원

먹거리에 대한 유형별 소개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소개

서울시민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도 안내

서울시의 교통편별 상세 안내정보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유관 사이트 안내 및 접속경로제공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시
-관광과에서 제공하는 관광관련 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 및 관광객의 관광정보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 내 관광사업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관련기관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의 관광정보시스템과 연계

관련단체 다른 지역 및 한국관광공사의 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영어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정보시스템 역시 이미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는 사업이므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진흥10개년 계획(’97～2006)과 연계

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1단계(1999～2000년)에 추진하며, 1999년에

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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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는 이를 실용화하는 형식을 취해 유지․보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각종 이

벤트 코너를 마련하고, 일어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언어권을 확대한다. 이후에도

연차별로 관광사업체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관광 관련단체 및 사업체간의

인트라넷를 통한 정보공유를 민관합동의 형식으로 추진한다.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인터넷 등 첨단매체를 이용한 문화관광부, 자치구, 관광시설, 관광사업체 등과 각종

관광정보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관광정보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유인물(팜플

렛) 형태의 수동적 자료관리체계에서 첨단매체를 이용한 관광정보체계확립으로 시

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각종 관광종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함으로써 생활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

◦ 국내․외 관광객의 서울에 대한 빠른 관련 정보 습득 및 이용편의 제공으로 관광산

업의 발전에 따른 서울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2.4 보건/의료정보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유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4.1 지역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정의

◦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응급처치 정보를 제

공받음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적정병원을 선정함으로써 중복검사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Web

Service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지역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래진

료예약, 최신의료정보제공, 의료기관 안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추진목표

◦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의료정보화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정보서비스

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 지원

◦ 서울시 지역의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한 지리정보서비스(GIS)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의 이송 및 병원진료의 적절성 확보

◦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자료를 통해서 효과

적으로 전달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Ⅳ. 생활정보화
━━━━━━━━━━━━━━━━━━━━━━━━━━━━━━━━━━━━━━━━━━━━━

- 408 -

 지역의료정보현황

◦ 서울시의 GIS구축현황이 현재 19개 자치구가 완료하였고 오는 ’99. 12월이면 25

개 자치구 전역의 1/1,000 축척 수치지도의 제작이 완료되며 서울시 홈페이지 내

에 생활 속의 119코너에서 119구급대와 구조대, 그리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이

소개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 소재 응급의료기관(76개

소)과 전용선 또는 공중망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과 혈액유통정보시스템 등 유

관정보시스템간의 물리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정보의 1일 2회 입

력으로 인해 정보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 병상정보, 수술실 사용여부 등 변동이 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용선 등에 의한 실

시간 입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 시내 대형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서는 웹을 통해 각종 의료관련 정보 및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방향

◦ 119, 129간 응급환자 신고, 이송체제의 일원화에 따라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하되 방재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한다.

◦ 응급처치정보와 병원정보제공을 위한 Web Service 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예약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정의

정보서비스 내       용

응급환자진료정보

당직의료기관진료정보

응급처치정보

독극물정보

진료예약

의료시설정보

최신 의료정보

유관연계정보

이송을 요하는 응급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처치서비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계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처치정보

독극물과 같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특수분야에 대한 정보

외래진료예약서비스

병원, 의원, 보건소 정보제공

최신 의료소식(기술동향) 및 의료산업정보제공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사이트 안내 및 접속경로제공

 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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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종합정보센터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기관

서울시

-보건위생과 및 의약과에서 제공하는 병원관련 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응급의료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

관련단체 각종 의료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지역의료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관련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진 후에 틈새를 조사하

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2단계(2003. 1～12)에 추진하며 역시 외부개발업

체를 선정하여 DB구축, 시스템구축,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한다.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에 국고지원 6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정보서

비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시스템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서울시민에 한정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

축․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국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배송 및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Web

Service를 통한 시민의 의료정보제공 및 예약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

활을 지원할 수 있다.

2.4.2 지역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정의

◦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업무의 표준화된

보건정보서비스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공보건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보건사업 및 위

생관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추진목표

◦ 지역보건분야 종사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

정보시스템 개발

◦ 지역 내 보건기관간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역보건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지역주

민의 개인 평생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정보서비스 제공

◦ 위생관련 행정전산화 및 관련정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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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및 자원 등 지역보건의료자원 DB

가 구축되어 있고 보건소 내 진료 및 진료지원, 수납 및 청구업무 등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당초 ’98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용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 중심의 기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화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준화의 미비로 정보화의 조기정착이 어려움에 따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정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보건의료기관간의 정보공유와 데이터교환을 위한 정보통

신망이 없는 상태이다.

◦ 위생관리 및 보건소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보화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추진방향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화를 추진한다(시

립병원 포함).

◦ 중앙정부에서 기 개발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보건의료정

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보건사업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민간의료

기관과 연계한 정보의 공유로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서비스정의

정보서비스 내      용

보건민원

보건소 정보화

시립병원 정보화

보건정보

위생관리

게시판

보건의료기관간 정보연계

보건증,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등 관련 민원정보

서울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정보 및 진료안내,

진료내역정보

서울시 시립병원의 진료예약 및 진료내역정보

서울시 각종 보건 관련 통계 및 현황정보, 보건관련 종사자의

현황 정보

서울시 위생/청소관련 행정지도 및 통계 등 각종 관련행정정보화

보건업무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서비스

보건복지부 등 여타기관 및 지역간의 정보공유서비스

 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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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종합정보센터 사업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기관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지역보건의료업무의 표준화방안 등 정책수립

-서울시민의 보건관련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 홍보 및 교육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정보화시스템과 연계서비스 지원

관련단체 서울시 보건관련 단체 현황자료 제공

 추진계획

◦ 지역보건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관련 시스템구축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므로 제1단계 후반기(2001～2002년)에 추진하며 서울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업

체를 선정하여 DB구축, 시스템구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우선 보건소, 시립병원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보건소/시립병원 직원 및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정보화교육 및 마인드 함양이 선

행되어야 한다.

◦ 지역보건기관간 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한 통신망이 정비되어야 하고, 아울러 보건소

업무의 표준화추진이 시급하다.

◦ 지역보건업무의 전산화로 보건요원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된다. 수작업 위주의 기존

업무를 전산화하고 각종 정보의 DB화로 필요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공공보건

기관 내 관련업무간 정보의 공유로 보건업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 지역주민의 건강정보 DB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서비스의 제공

이 가능해지며 위생관련 행정의 정보화로 관련 인허가업무 및 행정지도 등의 민원

처리가 신속해진다.

2.5 사회복지정보

 서울시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정보화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정보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들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사

회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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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장애인, 영세민, 노인, 모자 또는 부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서울시 또는 다른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이들

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복지정보는 크게 유형의 복지자원과 무형의 복지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본 시

스템에서는 시설과 같은 유형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복

지서비스를 포괄한다.

◦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의 하위부문으로 복지정책, 복지대상자별 복지서비스, 사회

보험, 복지자원시스템이 구축된다.

◦ 아울러 이들 사회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한다.

2.5.1 복지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정의

◦ 사회복지 대상자 즉,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노인, 장애인, 모자, 아동,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관리 및 복지수혜를 전산화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소외계

층인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들 관련 복지시설의 관리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추진목표

◦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시설정보화, 장애인재활정보화,

아동보육종합정보화, 생활보호관리정보화 등을 연계하고 시민의 중요한 부분을 구

성하는 이들 복지수요자 또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관련 행정의 과정개혁

(BPR)을 단행하고 이를 통한 복지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

◦ 복지사업의 경우 대상사업별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를,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인

별 대상자관리카드로 통합하고, 인별로 대상자에 대한 유형별 종합관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작업기간의 단축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적기에 수행한다.

◦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보호 및 선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로

대상자 수요에 부응하며, 보호비 지급시기의 일치 및 지급절차의 단축으로 통합급

여에 의한 적시지급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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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방향

◦ 주민전산망,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자치구와의 정보연계로 신원조사 및 자산조

사를 신속하게 하고 복지대상자의 심의단계 축소 및 전자심의제도 도입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을 개선한다.

◦ 현행 복지사업별로 관리되던 대상자관리를 신청서/조사표/관리카드의 표준화․DB

화에 의하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보호비 지급시기 일치 및 보호비의 지급을 위한 대상자추출, 예산배정 및 지급을

자동화하여 지정일자에 통합지급한다.

◦ 실적보고 및 정산처리를 자동화하고 복지실적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현황
◦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에 대해서는 복지관 주소록 형태이며 개별 복지관 정보는

간단한 사업소개와 기초정보(주소, 전화번호, 약도, 교통편 등)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외 게시판 기능으로 정보를 표현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가 불편한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고 있으며 주로 기관 및 단체의 홍보와 학술적인 자료로 홈페이지가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 정보서비스의 수준도 상당히 초기단계로 삼성복지재단

에 주전산기를 설치 운영하던 것은 실제 운영부서인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하였으

며 인터넷서비스실시 등 접속방법 및 경로의 다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장애인재활정보DB의 구축,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도서관 운영,

통신망을 통한 취업알선 및 동호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7. 12)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회계의 표준화,

후원 및 결연DB를 구축한다.

◦ 1,000여 개의 아동보육시설에 PC 및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는 등 초보적인

정보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의 사회복지대상자관리의 정보화는

구상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아직 대부분의 복지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화는 고사하고 전산화,

표준화작업도 가장 낙후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수혜자의 선정과정에 부정이 개재되

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 따라서 관련 서식의 표준화 및 전산화가 선결과제이다.

 사회복지시설현황

◦ 서울시의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기능별, 종류별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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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시설현황

종  류 현  황 종  류 현  황

사회복지관 76 노인요양시설 7

사회복지상담시설 4 양로시설 6

부랑인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6

정신질환자훈련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12

정신요양시설 1 치매요양시설 2

장애인이용시설 22 선도미혼모시설 5

장애인수용시설 28 여성교육시설 3

자활지원센터 3 모자원 7

영아원 2 성폭력상담시설 4

육아시설 37 성폭력보호시설 2

아동상담소 2 여성복지상담소 20

입양기관 5

청소년시설 22 총계 280

◦ 시설종류별 시설현황

종   류 내    용 현    황

이용시설별

사회복지관(76)

장애인복지관(22)

노인복지관(6)/재가노인센터(12)

청소년복지관(22)

자활 및 교육센터(6)

144

수용/

보호/

요양시설별

부랑인수용시설(3)

부녀자수용시설(14)

장애인수용시설(28)

정신요양시설(1)

영야 및 육아시설(39)

치매요양 및 양로시설(15)

100

상담시설별
종합상담시설(4)

아동상담 및 입양상담시설(7)

성폭력 및 여성복지상담시설(24)

35

훈련시설별 정신질환자 훈련시설(1) 1

총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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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별 상세내역

시설종류 항목 상  세  내  용

사회복지관

사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재가복지, 장애인복지의 6 가지

복지분야에 관한 설비이용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 취미활동사업, 기능훈

련, 취업/부업알선사업, 의료지원, 가사보조, 결연후원, 자립지원의 10 가지

사업분야로 구분

자료
사업(프로그램)명, 대상자, 기간, 비용, 사업설명, 이용인원(총/현재/대기),

진료과목 등 기재

장애인복지관
사업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사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순회재활사업, 점자사업의 8 가지 사업분야로 분류

자료 이용대상, 이용절차, 이용시간, 이용비용, 이용인원(총인원/현재/대기)

노인복지관

사업
기능회복사업, 가정봉사원사업, 주간보호사업, 사회교육사업, 정서함양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자료 이용대상, 이용절차, 구비서류, 이용비용, 이용시간, 이용인원(총/현재/대기)

재가노인센터

사업
가정봉사원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 경로식당, 노인의집(거택보

호자 공동주택)

자료 이용대상, 이용절차, 구비서류, 이용비용, 이용시간, 이용인원(총/현재/대기)

여성교육시설/

여성발전센터

사업 공공직업훈련, 일반기술교육, 생활문화교실

자료 이용대상, 이용절차, 구비서류, 이용비용, 이용시간, 이용인원(총/현재/대기)

저소득

자활센터

사업
취업알선/상담, 공동사업(공동작업장, 용역협동사업, 가내 부업장), 창업지

원, 생업융자의 4 가지 사업분류

자료 자격조건, 참여방법, 구비서류

청소년복지관

사업 문화교실, 사회체육, 상담진학지도, 지역봉사의 4가지로 사업분류

자료 이용대상, 이용절차, 구비서류, 이용비용, 이용시간, 이용인원(총/현재/대기)

정신질환자훈련

사업 훈련교육

자료 이용대상, 이용절차, 구비서류, 이용비용, 이용시간, 이용인원(총/현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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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수용/보호시설별 상세 내역

시설종류 항목 상   세   내  용

부랑인/부녀자/정

신질환자/성폭력보

호자수용, 영아(육

아)원, 요양, 양로

시설 모자원

사업 수용생활보호

자료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서류, 입소비용, 입소기간, 입소가능인원

(총/현재/대기), 입소재등록조건, 1실당수용인원, 입소후프로그램,

시설현황(의료시설 등), 인적구성(보조원위주)

장애인수용

사업 수용보호,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의 4 가지 사업구분

자료 상동

치매요양시설

사업 치매상담, 치매가족간호교육, 치매자조그룹운영

자료 상동

선도미혼모시설

사업 안전분만, 일시보호, 사회복귀도모

자료 상동

◦ 상담시설별 상세 내역

종    류 항목 상   세   내  용

종합상담

사업

상담내용별 전문상담분야(법률, 신경정신과), 인생문제, 가족문제,

부부문제, 이성문제, 사회문제, 신체건강, 성문제, 정보문제, 자살문

제의 10가지로 분류

상담형태별 전화상담, 방문상담, PC통신상담의 3가지로 분류함

자료
전문상담연결기관정보(의료, 법률 등), 상담인원(총인원/1조인원),

상담가능시간

아동상담/입양상담
사업

일시보호(위탁보호), 종합신고센터(가출, 미아, 학대 등),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치유, 전문인력재교육, 입양상담, 장학사업의 6가지

로 분류함

자료 입소대상 및 자격, 입소절차, 입소서류, 상담인원, 상담가능시간

성폭력상담
사업

상담내용별 성폭력

상담형태별 전화상담, 면접상담, 출장상담, 집단상담, 출장교육의 5

가지로 분류

자료 관련기관정보(보호시설 등), 상담시간, 상담인원(총인원/1조인원)

여성복지상담
사업

윤락여성상담(개별, 집단), 부녀자상담(일반, 가출), 모자가정상담,

요보호여성상담, 시설수용의뢰상담의 5가지로 분류

자료 관련기관정보(보호시설 등), 상담시간, 상담인원(총인원/1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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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상세 내역

복지분야 사업분야 상세 프로그램

아동

복지사업

놀이시설 놀이시설이용 어린이방

교육사업

부모교육 방과후학교 캠프

미술/피아노/수영 영어/수학 종이접기

글짓기 컴퓨터 영화관람

체육대회

청소년

복지사업

상담 약물상담실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육 영어/수학 컴퓨터

취미활동
음악감상 영화감상 독서실

PC통신 댄스교실 피아노/미술

문화교실 동아리활동 캠프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가정

복지사업

상담 자녀/건강/취업상담 법률상담

교육 한글교육 교양교육

기능훈련
피부미용 이미용 요리/제빵

컴퓨터 서예 주부영어

가사보조 시간제탁아방

취업/부업

설비이용 예식장 장묘

노인

복지사업

상담 노인문제상담

교육 노인대학 한글/산수교실

생활지원
무료급식소 결연사업 노인잔치

밑반찬서비스 경로관광

의료지원 재활센터(물리치료)

재가

복지사업

가사봉사
매일전화방문 이동목욕서비스 무료이미용

무료세탁 소년소녀가장학습지도

김장서비스 성묘

의료지원 물리치료 순회의료서비스

결연후원 후원

자립지원

상담 재가대상자 상담

지역

복지사업

주민교육 무료도서대출 한글교실

시설이용 체육관(탁구장) 편의시설제공

의료지원 통원치료

장애인

복지사업

교육
조기교육 언어개별교육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의료

취업알선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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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구분 상세프로그램 내용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의료진단 물리치료 전기치료

언어치료

교육재활사업
조기교육 점자교육 수화교육

개별교육 부모교육 문맹교육

기능교육(제빵/수영 등)

사회재활사업
수련회 가족캠프 사회적응훈련

견학 지역지도자육성 재활정보서비스

직업재활사업
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보호고용

지역사회조직사업 자원봉사자 주민계몽운동 후원자개발

주간/단기보호사업 중증장애인보호사업

순회재활사업
가정봉사원운영 방문순회진료 및 치료 이동목욕서비스

공동생활가정 가사보조

점자사업 도서녹음 및 컴퓨터입력

 추진방향

◦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및 기타로 분류하고 이들 별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 DB를 구

축하고 복지행정관련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관안내 및 프로그램 DB연계를

통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앙정부 및 관련 단체의 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서울시가 구축하여야 하는 대상자

DB 및 네트워크 구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검토항목 및 요건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해 신청서식의 표준화, 통합관리카드, 통합조사표보완, 통

합급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복지대상자의 특성상 사용자의 컴퓨터사용능력이 취약한 노약자, 저소득층이 많으

므로 사용자 편리성을 충분히 배려하여 개발

◦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 등 각종 사업지침의 변경 시 프로그램 및 DB변

경에 대한 유지보수의 편리성 고려

 서비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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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내      용

장애인복지정보

노인복지

여성복지

모자복지

생활보호대상자정보

의료보호대상자정보

요보호여성정보

요보호아동정보

입양정보

장애인 보조수당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

노인수당 및 시설 등 복지 정보

여성복지 관련 정보

모자 또는 부자복지 관련 정보

대상자선정 및 지원, 취로사업

대상자선정 및 지원, 의료보호대불금관리, 병원관리

부랑부녀자의 관리정보 및 새로운 삶관련 정보

부녀보호소 및 의료보호지정병원, 시립병원등의 정보화

가정형편상 의뢰된 아동의 관리 및 정보화

국내 입양관련 정보화

 DB 구축내용

DB명 구  축  내  용

사회복지대상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생활보호, 모자, 부자, 의료보호 등 대상

자 인적사항, 지원사항, 생활보호자 인적사항, 결정내역, 지원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수용시설, 의료기관 현황, 사회복지법인 등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시설 현황

대상자 편의시설 각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대상자 예산보조관리
장애인, 생보자, 의보자, 노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대여 및 보장구 교부

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 계획 및 취로사업

현황 등

의료보호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진료내역, 대불내역 및 부당이득금내역

입양아동 DB
시설보호소의 수용아동에 대한 입양경로 및 입양가정환경이나

절차내역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추진주체 서울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예산, 시설,

단체, 대상자관련 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대상자관련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대상

자의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 내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관련기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재활정보화, 장애인복지시설정보화, 아동보육

정보화시스템과 연계

관련단체 각종 협의회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정보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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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제1단계 전반기(2000. 1～

12)와 후반기(2001. 1～12)를 걸쳐 추진하며 사회복지과에서 개발업체를 선정하

여 DB구축, 시스템구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공의 전제조건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 대상자관련 행정정보의 신속한 흐름으로 시민의 복지수혜 욕구를 이음새

없이(seamless) 신속하게 충족시키고,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 및 투

명성 제고, 그리고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전산망을 통한 장애인 등 대상자관련정보 DB구축으로 복지업무의 체계를 확립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예산 및 인력) 및 정보의 신속한 검색을 통한

사회복지기관, 단체의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중복처리방지로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재활정보센터 및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역보

육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자원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의 주민전산망 및 경찰전산망, 교육전산망과의 연계도 본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

인이 된다.

◦ 대상자관리는 행정전산망의 일환으로 철저히 개인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 업무기능분해도(FDD)

사 회 복 지 행 정

복지서비스

- 보조금 지원

    (국고, 시비)

  - 사회보험지원

복지자원관리

- 사회복지시설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복지단체

  - 보육시설

복지대상자지원

- 노인

  - 여성

  - 아동보육

  - 장애인

  - 생활보호대상자

  - 의료보호대상자

  - 부랑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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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프로세스 정의

상위

프로세스
하위프로세스 프로세스 정의

복지

자원관리

사회복지

시설관리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재가노인센터,

여성교육시설/여성발전센터, 저소득자활센터, 요양/수용/보호시설, 상

담시설, 훈련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접수 및 내역, 교육관리

후원자관리 후원자 접수 및 내역관리

복지단체

관리
민간복지단체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보육시설

관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관리

복지

대상자

지원

노인복지 노령자 관련 보조금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서비스

여성 관련 보조금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서비스

아동보육 관련 보조금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서비스

장애인 관련 보조금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서비스

생활보호

대상자
관련 보조금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서비스

의료보호

대상자
관련 보조금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서비스

부랑인 보호 관련 보조금 및 편의시설, 입소시설, 재활정보서비스

복지

서비스

국고보조금

관리
대상자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사회복지지출의 관리

시비보조금

관리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지출관리

사회보험

관리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관련 서비스

 엔티티 정의

엔티티명 식별자 엔 티 티 정 의

복지수혜대상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부랑인

복지단체(법인)

복지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사업소

국고보조금지원

시비보조금지원

복지기본계획

종사자교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시설등록번호

시설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조합번호

사업소번호

보조금사업 일련번호

보조금사업 일련번호

기본계획번호

교육일련번호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

공공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복지서비스관련 후원을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의 수용능력 등

보육시설의 수용능력 등

부랑인 성명, 인적사항 등

복지법인의 구성, 활동목적, 내용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 인적 사항

보육교사의 인적사항

의료보험조합의 소속 및 등록내용

국민연금 지역사업소의 등록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지출내역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지출내역

복지정책의 주요방향 및 내용

복지종사자의 교육 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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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D

복지법인

보육시설

복지기본계획복지시설

후원자자원봉사자복지종사자

부랑인내역

시비보조금지원

교육

교육

보육종사자

국민연금사업소

복지수혜대상자

의료보험조합 국고보조금지원

2.5.2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개념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 민원창구: 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시민복지

통합 민원창구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네트워크: 복지서비스 제공자 상호간의 교류와 업무협조, 지

식공유를 촉진하고 서비스의뢰 및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복지활동 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네트워크: 자원봉사·후원·결연 등 적절한 복지활동에

참여하고, 복지시책 및 서비스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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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시스템정의

◦ 복지정책 및 상담정보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생활인,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의 서비스

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구축목표
◦ 일방적, 시혜적 복지제공에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복지로 전환한다.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생활, 문화, 여가, 체

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사업과 연계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보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효율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정비한다. 다시 말해서 one-stop, non-stop, any-stop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현재 복지사업별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시설의 통합관리 및 자치구․보건복지부와

시설정보를 공유하고,

◦ 복지시설 및 각종서비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프로그램 및 정책을 인터넷, ARS,

PC통신, ATM, 키오스크, 생활정보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제공한다.

◦ 민간에서 사회복지대상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의 연

계서비스를 제공한다.

3) 사회복지정보화현황

 사회복지종합정보화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서울시민의 복지부문 정보화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종합민원실

◦ 전용민원 접수․상담 창구 및 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인 행정서

비스의 제공을 통한 민원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종합적․능동적 민원사무체계를 구

축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이 방문 또는 전화상담 시 해당업무

를 보고 그 곳을 떠날 때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민원실 직원이 총괄하여 안내․

상담하고 처리를 점검하여 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도운용

◦ 보건복지부 종합민원실의 한계: 주로 정부의 보건복지 시책에 관계된 민원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고 민간의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거나 의뢰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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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종합상담 서비스

◦ 종합상담실 및 전화안내시스템(ARS)을 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시설의 설립․운영․설치업무

-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등의 임직원 고충사항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기관․단체․시설안내

-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시설운영 관련 법률문제 민원사항

-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상담안내

- 사회복지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기획․운영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

- 백혈병․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지원

- 수용보호 노인결연․후원사항

- 자격증 발급 관련사항

- 기타 사회복지관련 각종 애로사항 등에 관한 상담안내

◦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상담실의 한계: 민간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서비스 의뢰나 사후관리의 행정력이 수반되지 않는다.

 기타 사회복지 분야의 정보통신 서비스

◦ 사회복지정보원의 사회복지 인터넷 종합서비스: 사회복지자료실, 복지법령 데이터

베이스, 주요일간지의 사회복지관련 기사를 클립핑해주는 사회복지 맞춤신문, 사회

복지전문 검색엔진 복돌이, 일한번역 서버, 사회복지인의 평생 전자우편 주소를 발

급하는 메일서버, 전문분야별 단체별 전자토론 그룹활동을 지원하는 뉴스서버 및

메일링리스트 서버와 채팅서버, 복지기관들의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하는 웹호스팅

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www.welfare.or.kr).

◦ 자원봉사전산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가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복지관련 전산망이다. 이름은 자원봉사전산망이지만 사실상 사회복지의 종

합정보, 종합포럼을 제공하는 복지종합전산망이다. 사회복지신문과 문헌DB를 비롯

하여 사회복지시책과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및 기관DB (온라인 접수), 각 지역별,

직능별, 대학별 포럼, 자원봉사단체별 포럼, IMF복지정보 등 방대한 정보 서비스

와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www.vtnet.org).

◦ 곰두리통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 시책, 서비스, 프로그램 DB, 장애인복지기관 DB, 장애 종류별 서비스 영역

별 전문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동호회, 재활기관포럼, 시도재활정보센터, 전문

대학, 사회교육원, 직원훈련원, 도서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www.ksrd.or.kr).

◦ 보육종합통신서비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중앙보육정보센터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료서비스이다(02-701-0356).

◦ 여성종합정보: 한국여성개발원이 인터넷과 Hinet-P에서 운영하는 공공정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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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여성관련문헌정보, 여성계동향정보, 상담사례, 신문기사색인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www.kwominet.or.kr).

◦ 넓은 마을: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재활공학센터가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BBS로

서 각종 녹음도서 파일, 점자자료 파일,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첨단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www.tech.or.kr, 02-934-7561).

 기존 유사사업들의 문제점

◦ 서울시의 대민 복지정보상담의 공식창구가 아니다.

◦ 각종 복지행정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없다.

◦ 자치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복지시책 및 행정서비스까지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서울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민간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통제력이 없다.

◦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다.

4) 사업내용

 서비스 정의

정보서비스 내      용

복지정책

복지대상자별 복지서비스정보

사회보험

복지자원

복지정책안내, 복지기준, 복지사업실적정보, 예산, 연구자료,

통계

생활보호대상자지원, 부랑인보호, 노인복지, 여성복지, 영유아

복지, 아동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보호 시설 및 서

비스

의료보험, 연금 등

인적, 물적 자원, 법인,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복지재단

등 각종 단체 및 활동

 위에서 복지자원정보는 보건복지부, 각 자치구 및 사설 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

원을 통합하여 일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원, 사회

복지종사자, 복지법인, 후원자, 복지재단 등 각종 단체 및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 사회보험정보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정

보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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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구축내용

DB 명 구 축 내 용

사회복지단체DB
-복지단체의 내역 및 사업내용

-복지단체 일반정보안내

-각 분야별 복지단체안내 및 서비스이용안내

자 원 봉 사 DB
-자원봉사자 접수 및 내역

-자원봉사자 교육내역

-자원봉사대상자 접수 및 내역

후 원 자 DB

-후원자 접수 및 내역

-후원대상자 접수 및 내역

-후원자 결연현황

대상자별 복지서비스DB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일반복지서비스 내역 및 안내

 시스템 구축방안
◦ 24시간 복지정보의 one-stop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정보센터(복지정보종합정보

센터)를 설립하여 복지정보의 계획, 창출, 생산, 수집, 배분, 확산과 처리를 위한 거

점으로 활용하고 설립후 사회복지협의회 등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자원정보, 자치구의 시군구행정정보망의 하부구조인 복지정보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화교육을

병행하며,

◦ 유관기관 및 단체의 포럼구축을 지원하고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운영하는 재활정보망,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가 운영하는

보육정보망 등과도 적절히 연계한다.

◦ 자원봉사자 정보활용 등에 있어 행자부의 지방행정전산망을 연계하여 활용한다.

◦ 전산망은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자용과, 일반시민용으로 이원화하여 구축하되,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전용선과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민들은 인터넷, PC통신을 함께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

해 생활정보센터, ATM, Kiosk를 설치한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수단확보를 위해 재난119, 민원안내120과 같은 사회

복지 대표 전화번호 마련으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ARS(자동안내시스템), ACS(자동연결시스템)설치로 복지시설과 non-stop 연결체계

구축

◦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인터넷 정보제공과 사회복지전용 검색엔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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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정보제공과 자료제공범위 확대를 위한 복지관련시설에서 직접입력체제를 구축

한다.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역할

추진주체 서울시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시설, 단체,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련

새소식, 새로운 서비스 안내정보

-서울시민의 복지자원관련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서울지역내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관련기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련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정보의 연계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은 하위시스템으로 복지정책,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으로 제1단계 전반기(2000년)에 추진을

시작하여 후반기(2001년)에 확대․보완하며 사회복지과에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DB,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공의 전제조건과 기대효과
◦ 사회복지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사회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검색을 통해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정보

망 구축으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 사회복지전문기술 및 지식의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가능하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보건복지부, 그리고 수많은 민간단체가 관련된 사업이므로

이들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가 중요한 바 기능의 중복배제를 위한 표준화노력이 긴

요하다.

◦ 시민이 필요한 사회복지자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으로

써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시민의 활용도가 복지종합정보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정보취약계층인 사

회복지대상자의 정보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

과 동시에 사회복지관 및 동사무소를 생활정보센터화하여 이곳에서도 any stop 서

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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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복지 대상자의 정보수요를 최신정보로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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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산업정보화

제1장 개념 및 목표

1. 개념

 산업정보화는 ‘과거 오랜 기간동안 있어온 제반 경제활동을 합리화하고 기업의 업무수

행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정보통신기술의 응용과 정보통신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자원획득과 생산, 유통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의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관련 정보의 창출과 유통 및 소비과정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산업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경영체제의 확산 등 국

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모든 산업정보를 개발하

고, 이를 연계하여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의 실현 등을 통해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부문간 균형있

는 발전, 그리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약된다(정보통신부, 1998).

 산업정보화의 내용은 통상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의 산업화’로 요약되고 있다.

◦ ‘산업의 정보화’는 기본적으로 산업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로서의 정보의 투입량이

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기술 자체가 생산요소로 투입됨은 물론 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투입량이 늘어가는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정보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정보화 기반조성과 기업의 정보화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

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산업의 정보화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한국전산원, 1998).

- 기업내에서 정보시스템과 업무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내의 정보를 공

유, 유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인 기업의 정보화

- 기업이 외부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와 문서를

교환하는 EDI/CALS 등의 조직간 정보화

- 인터넷의 확산으로 기업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과도 연결되어 정보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EC) 등의 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

◦ ‘정보의 산업화’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으로써 정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

또는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같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식기반 경제사회

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의 창출과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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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및 추진전략

2.1 비전과 기본방향

 서울 산업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기함으

로써 서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속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산업정보화의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 산업관련 정보개발과 유통체계의 확립

◦ 서울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기반조성

 서울 산업정보화는 서울시 산업경제계획과 조화되도록 한다.

◦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서울 시민의 생활기반으로서의 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자의 경우 서울 시민이 소비하는 일상용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

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후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기술을 개발․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서울형 산업의 육성이나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활동의 보장, 유통기능의 효율성 제고, 정보산업의 진흥, 그리고 관광산업의

육성 등이 서울 산업경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 산업정보화는 서울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도록 한다.

◦ 서울시 산업정보화 정책의 대상은 제조업만이 아니라 유통업, 관광업, 개인서비스

업 등 각종 서비스업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 산업정보화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한다.

◦ 중소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제고가 크게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업환경과 정보화 마인드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비해 정보화 수

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공부문의 지원이 특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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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산업정보화의 비전과 추진목표

원활한 정보유통, 세계로 열려 있는 서울의 기업환경

추 진 과 제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기반조성

◦중소기업 ERP 도입 지원

◦자영업체 정보화지원

◦중소기업 관련단체 정보화지원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정보이용시설의 확충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산업정보 DB 구축 및 연계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연계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목표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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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전략

 중앙부처나 타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정보화 관련사업들의 내용, 서울 산업

정보화의 현황분석, 수요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들의 산업경제 관련 정보화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서울시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산업관련 DB의 제공이나 중소기업정보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추진되는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과의 긴밀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보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경우 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이트들을 연계하

는 종합적인 One-Stop Mall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 창업에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의 전체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 내부적인 지원사업관리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이러한 평가 및 심사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지속적인 현황 및 수요분석을 통하여 정보화 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이 어떠한 지원

을 필요로 하는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서울형 산업 등 특정 선도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제공되는 정보의 내

용에 있어서는 서울의 산업경제환경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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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중앙부처의 산업정보화 추진현황

1.1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산업정보화

 ’96년 1월부터 발효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이용촉진, 정보화추진시책 추진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

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18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의 정보이용능

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조

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96년 6월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요소를 확보하며, 또한 고도정보사회의 기반조성에 있어 핵심적이

고 2000년까지 실현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 한편 이러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보화촉진5개년계획’으로 보완되고 있는데, 부문별로는 경제구조 혁신을 위한 정

보화, 고객지향적 전자정부 구현, 지식정보사회 인적자원 양성,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 등 4가지의 정책과제로 요약하고 있다.

 정보화촉진5개년계획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보화는 산업정보망의 구축과

산업정보 관련 DB개발, 전자상거래(CALS/EC)의 촉진, 산업인력정보화 등이 추진

되고 있으며, 종합물류정보시스템 등의 사회간접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화와

금융부분 강화를 위한 정보화 등이 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1.2 산업자원부의 산업정보화 추진 사업

1.2.1 산업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개요

 산업정보화의 기본목표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

다.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산업정보의 공유 및 유통체제의 확립과

CALS/EC 실현으로 산업부문간 균형 있는 발전 및 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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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보화 사업내용

- 전기, 전자, 섬유, 기계, 철강 등 산업별로 특화된 DB의 지속적 개발 및 보급

- 산업부문별 정보의 고도화 촉진 및 산업정보 유통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CALS/EC) 체계 도입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현

-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및 발명가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 산업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석유․유통․지역 등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체계 실현

 단계별 추진목표

단  계 추  진  내  용

1단계

(’96～2000)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준비기)

- 산업정보 공동활용체제 조성

- 산업부문의 정보화촉진 기반구축

- CALS/EC 체계 도입촉진 기반마련

2단계

(2001～2005)

산업정보화 확산

(서비스 확장기)

- 산업정보의 One-stop service화

- 산업부문별 정보화 활성화 및 상호연계

- CALS/EC의 확산 및 발전 모색

3단계

(2006～2010)

산업정보화 구현

(성장기: Total 서비스)

- 산업관련정보 활용의 고도화

- CALS/EC의 실현

- One-stop, Total service 제공

 CALS/EC의 단계별 도입전략

단계 기간 세 부 추 진 전 략

도입 ’93～’96
- 무역분야의 EDI 개시와 전자문서 개발

- 종합계획 수립 및 CALS 시범사업 시작

확산 ’97～2000

-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 CALS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 CALS 체계 도입 촉진 및 실증

-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업종별 전자상거래 추진 및 표준개발 강화

-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응

본격서비스 2001～ - 업종별․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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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계획(’99 산업정보화촉진시행계획)

1) 산업정보 DB 개발 및 산업정보망 개설

 ’97년에 산업정보망 전산센터 구축 및 인터넷 접속환경을 마련하였으며, 민간부문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와 전기 등 9개 분야의 DB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업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부록 V-1] 참조).

◦ 산업부문별로 특화된 신규 DB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과제 공모

및 심의과정 등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 및 정보수요에 부합하는 DB를 개발한다.

 산업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무역협회,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청 등 기존

산업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하여 산업정보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한다.

◦ 산하기관 및 업종별 단체 등 기존 정보보유 및 서비스 기관을 종합적으로 연계하

며, 산업자원부내의 업종별 정보망(특허정보망, 무역협회정보망, 석유정보망, 지역

정보망 등)과의 우선적인 연계를 ’99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 Web 상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하이퍼링크를 통한 연계서비스를 제

공하며, PC통신망 및 전용에뮬레이터를 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는 웹서비스 연동을 위한 Gateway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산업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

 기업종합정보서비스(Inno-Net)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유통정보화 실현을 위한 표준화 기반확대 및 관련설비 보급 확대

 무역자동화 촉진을 위한 무역EDI의 보급확산

 산업기술정보 지방유통촉진을 위한 지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DB연계 Telnet과 Web 서비스 연동을 위한 Gateway 시스템 구축 등 산업정보 응

용 및 연계서비스 환경 구축

3) 전자상거래(CALS/EC) 활성화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 시장기능 중시 및 민간주도

◦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 확산 유도

◦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global marketing을 지향

◦ 정부내 부처간, 정부와 민간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입체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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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 전자거래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

-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 관계 확립

- 전자거래의 안정성 확보

- 공인인증기관의 운용

- 전자거래 촉진 시책 추진

-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CALS/EC 확산을 위한 지원 및 실증적 모델사업 전개

◦ 전자업계 실증모델사업(ELECTROPIA) 추진

◦ 전력산업의 CALS/EC 체계 구축으로 전력가상기업의 실현

◦ 섬유산업 신속대응시스템(QRS: Quick Response System) 구축(’98～2002)

◦ 업종별로 민간위주의 CALS/EC 시범사업 추진하고 소요자금 일부를 정부지원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대지정 및 운영

-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술지원 및 설비자금 융자지원

-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전문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지원

- 전자상거래센터(ECC)에서 전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관리․감독 및 연계강화

◦ 범정부적 전자상거래 추진 정책조정 및 국제논의에 대응

4) 중소기업의 정보화

 중소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중기청과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간의 중소기업용 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영지원

및 판로확대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품의

카탈로그 개발 확대

 정보망을 이용한 애로해결 및 경영안내 서비스체제 구축

 지역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지역별 특화DB발굴 및 개발

 정보화표준모델 및 공통업무 표준 S/W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기

반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5) 특허정보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DB보완 및 장비확충

 의장도면 검색을 위한 시스템 개발

 특허정보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위한 인터넷 부가서비스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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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부문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Y2K) 해결 지원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해결 추진

 산업자동화 등 민간부문의 문제해결 촉진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지원

◦ ‘중소기업Y2K 대책협의회’ 구성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

◦ 기술지원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으로 애로상담센터 설치 등

7) 산업부문 정보화교육 강화로 정보이용능력 향상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관련기

관 주도로 교육을 진행하되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홍보강화를 통한 산업계의 교육참여 마인드 제고 등 활성화

1.3 기타 중앙부처의 산업정보화 관련 사업

1.3.1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산업인력정보화촉진시행계획)

 노동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의 추진목표를 산업인력의 양성․개

발, 배분, 보존, 재생산 등 전 과정을 망라한 종합적인 산업인력정보화를 추진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근

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에 두고 있다(주요 내용에 대해서

는 [부록 V-2] 참조).

 산업인력정보화의 ’98년도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피보험자, 기금 및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관리시스템의 지

속적인 보완 등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을 내실화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실

업자의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인력의 적기충원을 지원

◦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격직업훈련시스템의

확충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문제의 출제, 검정, 답안판독 및 자격증관리 등 업무의 전산

화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원활히 공급

◦ 산재발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산업재해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정책의 수립과 산업안전보건 기술정보의 대민서비스를 확대

하여 인력손실의 방지와 건강한 노동생활의 영위를 지원

◦ 산재요양 및 보상 등 근로복지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산재보상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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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과학기술정보화 사업(과학기술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과 관련 생산분

야의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신기술 혁신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표 V-3] 참조).

 ’99년도 과학기술정보화사업의 주요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정보촉진 제도정비 및 정책의 체계화

◦ 국내의 이용자들이 세계의 과학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

통망 및 서비스체계 구축

◦ 초고속 정보망과 연계하여 기존 연구전산망의 고속화․대용량화

◦ 원격공동연구, 실험시스템 및 고학문화 멀티미디어 DB 개발

1.3.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계획(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발전목표

◦ 정보화촉진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연계하여 21세기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산

업국가로 부상한다.

-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으로 정보통신산업

의 공급능력 확충

- 확대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여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소수 공

급자 그룹에 선착

 추진전략

◦ 수요측면에서의 정보화촉진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정보통신 산업육성대책을 연계하

여 상승효과 극대화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충하고 산․학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

◦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에 대한 산․학․연․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종합적․효율

적 해외진출 추진

◦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정보통신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확대와 규제완화 추진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촉진

◦ 2001년까지 기술자립기반을 구축하여 G7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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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추진함.

◦ 주요 추진내용

- 국책기술개발사업으로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개발

-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사업

- 초고속정보화 공통 S/W 기술개발

- 국책연구소의 운영효율화와 개발기술의 보급․확산

-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융자사업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추진목표로서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며, 인력양상을

위한 산․학협동 강화로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주요 추진내용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 정보통신분야 우수 대학원 지원 및 지역거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신설 지원

- 대학기초연구 지원

- 대학연구환경 구축 지원

-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표준 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 정보통신분야 전문대학,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시범학교 선정 지원

- 정보화 인력 저변 확대

- 정보통신 전문인력 DB 구축․운영

- 정보통신장학사업 추진

- 여성전문인력 활용방안 강구

 정보통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 추진 목표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이 쉽게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

- 창업에 성공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주요 추진내용

- 창업투자자금의 공급 확대 및 창업지원시설 확대

- 장외시장 활성화 추진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지원

- 유망한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굴 지원

-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 지원

- 중소기업의 정보제공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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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점 육성

◦ 추진목표

- 창업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S/W산업체의 자립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지원을 통해 S/W산업 활성화 기반 확충

◦ 주요 추진내용

- S/W 지원센터, S/W 창업지원센터 등 S/W산업 지원시설 확충

- S/W 공제사업을 통해 불법복제 방지활동 등을 추진

- 멀티미디어 컨텐트 진흥센터 설립 등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육성 지원

- 불법복제단속이나 계몽 등을 통하여 S/W 내수시장 활성화

- 소프트 엑스포 개최지원

1.4 서울시 산업정보화와 관련한 시사점

 산업관련 DB 개발이나 전자상거래 지원,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등 정보화

기반조성,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 서울시의 산업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중점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보화촉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이와 연

계하여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 개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와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분석이 철저히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

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있어 표준화 문제가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2.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정보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시장개방 등 세계시장의 환경변화 속에서, 규모나 경영상

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획득이나 전자상거래

등 제반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한국전산원, 1998).

◦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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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조성과 홍보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의 EC를 활성화시킨다.

◦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파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들은 [부록 표 V-4]에 요약

되어 있다.

◦ DB개발과 중소기업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EC/CALS) 기반조성

◦ 정보화 자금지원 및 교육 등 기타 지원사업

2.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2.2.1 DB 개발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중소기업용 정보유통체제 구축

 중소기업용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지

원 및 판로를 확대한다.([부록 V-5]～[부록 V-7] 참조)

◦ 우수 중소기업이나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과 DB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분야별 단체의

관련 DB 개발을 지원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2.2.2 전자상거래(EC/CALS) 기반조성

 전자상거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산업정보

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제도적 정비, 수요

기반 확충, 요소기술 개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종

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지

정하여 그 추진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ECRC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전자상거래도

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도록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전자상거래전문교육, 홍보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3곳이

ECRC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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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CALS/EC 인프라 구축을 위

하여 CALS/EC 관련 지도․연수․정보제공․조사연구․홍보․해외교류 사업 및

연계생산 지원사업과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CALS/EC 종합지원센터이다.

◦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전문인력 양성
기업내 CALS/EC 추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초과정에서

전문가과정까지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

지도․정보제공 EDI, ERP, BPR, 기업간 네트워킹 등 CALS/EC와 관련된 무료 지도

조사․연구개발
중소기업형 CALS/EC 모델 개발․보급과 선진국의 CALS/EC 추진

사례 조사연구

홍보․해외교류
CALS/EC 관련 세미나와 워크샆 개최,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 해

외유관기관과의 정보와 기술교류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수출촉진을 위한 주문관리, 지불관리, 인

증관리, 배송관리,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품

인증 등

2.2.3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자금지원 확충 및 정보화지원 서비스 강화

◦ 공동정보화사업을 통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 지원

◦ 정보화 우수업체 지정사업을 통하여 분야별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중소

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함으로써 시범업체로 육성

◦ 정보화지원업체 육성으로서 중소기업의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각종 설비나 S/W 등

을 설계․제작․개발하는 중소기업이 경영개선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도록 육성

◦ 중소기업 정보화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독창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통신회선, 소프트웨어 등

을 무상으로 희망기업에 임대함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실시(연간 5,000명), 정보화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도 실시(98년 1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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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자치단체의 산업정보화 추진현황

3.1 인천시

3.1.1 산업정보화의 개념과 목표

 산업정보화의 개념을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개인이 정보통신 기술

을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것

으로, 인천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인천시 경쟁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의 산

업화로 구분하고 있다.

◦ 산업의 정보화는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

로 하는 정보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내부의 정보화 및 기업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산업 지원, 또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망을 통합하여 산업정보화 기반을

고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의 산업화는 지식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유치 촉진, 인터넷 신

규 비지니스 창출을 위한 신규지식사업의 적극적 발굴 보급, 지역정보화와 연계한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포함한다.

 인천시 산업정보화의 추진방향은 기업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및 신규 비지니스 창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신기술(CALS/EC/EDI)의 도입 지원 등과 같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두고 있다.

3.1.2. 사업의 선정기준

 국가의 정보화 정책과의 연계성이 있는 업무

 인천지역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천지역 정보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체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타 시도 및 해외의 산업정보화의 선진사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여 가시적

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

 인천지역내 비제조분야의 산업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정보화사업을 균형적으로 확산

시키기 위한 측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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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인천시 산업정보화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단 계 사 업 명 추  진  사  항

1단계

(1998～2002)

산업정보시스템1)
산업정보 DB 구축, 인천지역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

축, 홈페이지 무료이용 가입, 사어버쇼핑몰 구축

인력은행정보시스템
전문가정보, 자원봉사자정보, 고령자정보, 장애자정

보 등 인천지역 인력DB 구축과 알선시스템 구축

사어버인천광장
숙박업소 홈페이지 구축, 숙박․교통 예약 시스템,

지역특산물 판매 시스템, 사어버인천관광DB 구축

2단계

(2003～2007)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CALS/EC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과 시범사업 모델

을 적용하여 산업분야 보급 추진

중소기업 ERP

구축지원

ERP의 지원을 위해 시범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중소기업에 지원

물류종합정보시스템
물류와 관련된 신고 및 허가업무 등의 정보DB구축

과 전자문서 교환시 데이터 보관 체제 구축

농수산정보시스템
농수산관련 기관/단체 등을 IP로 하여 최신정보제

공 및 농수산정보센터의 시스템과 연계서비스 제공

관련단체 정보화지원
관련단체/기관들의 홈페이지 구축지원과 특화정보

를 DB화함으로써 정보공유

주 1) 산업정보시스템의 주요내용은 [부록 V-8]에 요약되어 있음.

3.2 강원도

3.2.1 산업정보화의 개념

 산업정보화를 ‘정보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기술을 활용함으

로써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의 활동에서 거시적으로는 산업전체에 이르기까지 구입,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업과 산업의 활동 및 구조에 있어서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산업정보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정보기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또는 산업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EDI, CALS 등을 통

한 전자정보교환 및 전자거래, 인터넷 등장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기업과 일반

인과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들고 있다.

3.2.2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기준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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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지역산업의 발전전략 측면(1-5등급)

◦ 국가․지역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1-5등급)

◦ 정보화 수요․기대의 충족도(1-5등급)

3.2.3 주요 추진과제

분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기반조성

추진과제

◦ 종합관광정보센터 구축

◦ 전자시장 활성화

◦ 유통 POS 구축

◦ 산업정보서비스 제공

◦ 청정농장관리 정보시스템

◦ 농수산 정보서비스 제공

◦ 도농교류 정보시스템

◦ 지식기반산업 육성

◦ 컨벤션 산업기반 조성

◦ 원격의료시스템

3.3 전라남도

3.3.1 산업정보화의 개념 및 방향

 산업정보화란 산업부문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산업정보화를 추진하

는데 중요한 정보산업의 육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산업정보화는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국가계획을 검토하여 지역의 산업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나, 중앙정부 차원에

서 고려하지 않는 분야와 지역단위의 업무로 위임된 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DB는 거의 모든 DB를 망라하며, 구

현 형태는 Internet/WWW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는 그 지

역에서 발생 처리되는 정보만을 Internet/WWW 형태의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 정보창구 또는 토론의 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서는 어떤 곳도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Network 효과),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그 일원화 창구로는 관련부서의 홈

페이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사용자들이 값싸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지

원․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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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제도적 장치마련에 최우선 투자

 정보화의식 확산에 관한 여건조성, 교육, 홍보 등의 사업에 다음 투자

 공무원, 영세 중소기업, 농어민들의 컴퓨터 접속 이용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

 인적, 물적 정보 기반 구축사업

 두 개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관된 사업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보하를 위한 사업

 지역정보화 추진기금 설치 관련사업

3.3.3 추진과제

 산업정보화의 추진과제를 크게 (1)개별기업의 (내부)정보화 지원사업, (2)새로운 시

스템 구축 (지원)사업, (3)지역내 기업의 인터넷 접속 기반조성 (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개별기업의 정보화 관련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사업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한 행정적 지원사항 지원에 국한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홈페이지 구축

◦ 전남 행정정보화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부서의 홈페이지를 전남 홈페이지 아래에

구축하는데, 전남에서 발생․처리되는 정보만을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내 기업의 Internet 접속 기반조성 (지원)사업

◦ Web Server 구축(정보화 거점)

◦ 최종사용자(기업)가 거점(웹서버)에 접속할 기반 마련

◦ 실제적인 정보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즉시 이용가능하도록 조치

◦ 초기에는 정보검색사를 배치하여 서비스하는 방안도 고려

 기타 주요 추진사업

◦ SI 업체 육성

◦ 산업의 정보화 기반구축

◦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 지원육성

◦ 중소기업정보화

◦ 농림수산업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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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치단체별 비교

[표 V-2] 자치단체별 추진계획의 비교

구분 인  천 전  남 강  원

개념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

업화

-산업부문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

광의로는 정보산업육성도 포함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

별기업 및 산업전체의 구입,

생산, 유통, 판매 활동 및 구

조에 있어서의 효율화 도모

우선

순위

선정

기준

-국가의 정보화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산업체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산업

체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타시도 및 해외선진사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

진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

-비제조분야의 산업을 지원

하여 정보화사업의 균형적

확산 고려

-제도적 장치마련

-정보화의식 확산에 관한 여건

조성, 교육, 홍보 등에 다음 투

자

-공무원, 영세중소기업, 농어민

들의 접속이용능력 제고사업

-인적, 물적 정보기반 구축사업

-두개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연

관된 사업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보하를

위한 사업

-지역정보화 추진기금 설치 관

련사업

-지역산업의 발전전략 측면

(1-5등급)

-국가․지역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1-5등급)

-정보화 수요․기대의 충족도

(1-5등급)

--> 1단계 및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주요

사업

내용

-산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력은행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이버인천관광 구축사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중소기업 ERP구축지원서

비스

-물류종합정보시스템

-농수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천자치단체 및 기관정보

화 사업

-시스템/DB 구축

-인터넷 접속기반

조성 (지원)사업

-SI업체 육성

-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 지원육성

-중소기업정보화 사업계획

-농림수산업의 정보화

(제1단계 사업)

-종합관광정보센터구축

-전자시장 활성화

-산업정보 서비스 제공

-청정농장관리 정보시스템

-도․농교류정보 시스템

-농수산정보 서비스제공

-지식기반산업 육성지원

(제2단계 사업)

-계속 추진사업

-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유통POS 구축

-컨벤션산업 기반조성

-실버산업 육성지원

4. 외국 주요도시의 산업정보화 현황

4.1 뉴욕시

 뉴욕 시정부의 홈페이지(http://www.ci.nyc.ny.us - NYC LINK)는 시정부의 기

관이나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신속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의 홈페이지는 외부 사이트에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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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뉴욕시의 제반 기업․문화․교육․오락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시 홈페이지의 산업관련 부분은 크게 ‘뉴욕시 - 세계가 사업하는 곳(New York

City Where the World Does Business)’라는 슬로건 하에서 뉴욕시에서의 창업과

사업활동과 관련한 정보, 시정부의 구매관련 정보, 각 분야별 기업체 등의 홈페이지

와의 연계, 그리고 사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간행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째는 뉴욕시에서 창업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규제나 법령, 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각종 기

업이나 사업체들을 소개하고 그 웹사이트를 연계하는 것이다.

[표 V-3] 뉴욕시 홈페이지 기업관련 내용

구분 세부정보 내    용

창업 및
사업활동
관련정보

사업등록
사업등록과 관련한 사업허가, 납세자번호 취득 등의 제반

내용

건축 및 건물증개축 등 사업장의 건축이나 증개축 등과 관련한 시조례 등 정보

도로점용 등 도로점용, 청소 등 관련 정보

오물수거 등 오물수거, 재활용 등 관련 정보

환경책임 업종별 환경기준, 소음․냄새 등 규제

회사차량 화사차량의 등록, 면허, 조세 등

고객 및 피고용인 고객보호, 피고용인에 대한 보험 및 사회보장 등

소방 소방관련 제반 규제

검사감독 제반 규제위반과 관련한 공청회 등

면허 사업관련 시 및 주의 면허

공공기관 웹사이트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관련기관의 웹사이트 연계

금융 및 영업활동 지원 시․주․연방정부의 금융지원 및 각종 영업활동 지원 정보

시 출판물 시정부에서 발간한 사업관련 각종 팜플렛이나 출판물, 양식

조세정보 뉴욕시의 각종 조세 및 수수료 정보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과 관련된 시․주․연방 정부의 제반 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뉴욕시 입찰 및 구매정보 뉴욕시의 구매 및 입찰과 관련한 정보, 양식 및 관련조례

기업정보

뉴욕에서 다른 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 관련

정보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그 구분은 금융서비

스, 정부서비스, 국제기업관계, 전화, 컴퓨터 및 인터넷, 광

고 및 판매, 컨퍼런스 및 컨벤션, 여행 및 교통. 인쇄 및

그래픽, 법률서비스, 부동산, 운송 및 이사, 사업자단체, 고

용, 문방구, 기타 등임

사업과 관련한 시정부 간행물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관련되는 내용으로 시정부 기관

에서 발행한 각종 출판물 목록과 전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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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싱가포르

4.2.1 기본방향

 도시국가로서 제조업보다는 무역과 관광, 정보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산업정보화는 기본적으로 인력과 서류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모든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잠재적 투자자에게 싱가포르의 기업환경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치

하려는 노력과 함께, 전자상거래나 예약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접근

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기업들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으

며, 이 내용들은 Singapore One 등 정보화 기반조성을 통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4.2.2 주요 사업내용

1) 산업활동의 생산성 제고

 20여개 이상의 정부기관을 연계하여 EDI를 통해 무역서류의 전자통관을 가능케하는

시스템(TradeNet)을 세계최초로 도입하여 통관과정을 신속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성을 20～30% 제고하였으며, 비용은 50%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전산화함으로써, 과거에는 12～14명의 직원들이 3개월을 소요

하였던 검색과정을 하루 정도로 크게 단축하였다.

 BizNet을 통하여 기업들의 재무관련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

써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2)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Singapore InfoMap(http://www.sg)나 Singapore Inc 웹사이트(http:// www.

singapore-inc.com) 등을 통하여 싱가포르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광이나 오락, 스포츠 등 소비자 관련정

보가 제공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종합적이며 접근성이 뛰어난 정

보제공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3)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컨텐츠산업, 스프트웨어, 네트워크 운영 등 정보통신산업은 싱가포르 경제에서 큰 비

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자금지원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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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의 기업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세계적인 대기업

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하기 위해 해외박람회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96년에는 ShopNet과 BookNet의 개발을 통하여 소매상과 서점들의 정보화를 지

원하였다.

◦ ShopNet의 경우 1996년 5월에 출범하였으며, 1997년 현재 약 210여개의 소매

상들이 연계되어 있다.

 SingaporeConnect(http://www.sgconnect.com.sg)를 통하여 싱가포르의 중소기

업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G7국가의 중소기업네트워크(The Global

Marketplace for SMEs)과 연계되어 있어 세계경제속에 싱가포르 중소기업들을 소

개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1997년 현재 이 사이트에는 약 230,000개의 회사들이 소개되고 있다.

◦ 본 사이트에는 정보제공양식이 제시되어 있어 기업들은 아무 때나 무료로 자기 기

업에 대한 정보를 게재할 수 있으며, 그 정보는 기업들이 아무 때나 편리하게 수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관(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Korea)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

재 약 1,500개 기업의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화분쟁조정회(IT Mediation Council)을 설치하여 정보화 계약과 관련한 분쟁

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4.3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뉴욕시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과의 내용면에 있

어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제조업을 포함하는 모든 업종을 포괄하고 있으며, 금융이

나 관광․오락 등 대도시형 산업에서 중요한 서비스업을 중시하고 있다.

◦ 창업과 관련한 제반 절차나 관련 규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투자 등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

체들을 업종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웹사이트를 연계함으로써 관련 기업체와 소비자

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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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산업정보화 현황분석

1. 서울시 현황

1.1 서울시 산업현황

 서울에는 1996년 현재 699,797개의 사업체에 4,0465,537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전체 사업체 98%에 이르는 약 68.6만개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수로는 전체

의 역 57%에 해당하는 약 230여만명이 이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별 종사자수 기준

◦ 2차 산업: 제조업(29.7%)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출판․인쇄업, 섬유제품

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 3차 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7.7%), 사회․개인서비스업(17.3%), 금

융․보험 및 부동산업(9.5%), 건설업(9.3%), 운수․창고 및 통신업

(6.0%)

 GRP 기준

◦ 2차 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출판․인쇄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

타 제조업

◦ 3차 산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

신업, 건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요약

◦ 80년대 이후 서울의 2차 산업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서울의 2차 산업 비중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여 탈공업

화,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86년에 2차 산업 30.5%, 3차 산업 69.6%의 비중을

보이던 것이, 96년에는 2차 산업 20.0%, 3차 산업 79.8%로 변화하였다.

-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2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86년에는 2차

산업 20.8%와 3차 산업 78.1%이던 것이, 94년에는 2차 산업 비중이 11.9%로

하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은 87,.7%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 서울에 있어 고용성장이 높고 입지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유리한 제조업종은 의류,

인쇄․출판, 화학, 전기․전자공업 등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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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서울의 산업별 사업체수(종업업수 기준)

(단위: 개, %)

구    분

종업원수

서울시 계 전국 계
1-49 50-499

500 

이상

전체 산업 계

A. 농업, 수렵,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H. 숙박 및 음식업

I. 운수, 창고, 통신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M.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92,410

59

12

85

77,871

104

16,223

259,488

114,202

70,708

7,819

46,373

1,387

20,422

11,705

65,952

6,692

4

3

5

1,365

40

850

743

118

659

429

866

207

1,006

157

240

695

3

3

183

1

120

49

10

53

81

67

66

18

31

10

699,797

63

18

93

79,419

145

17,193

260,280

114,330

71,420

8,329

47,306

1,660

21,446

11,893

66,202

2,807,802

2,095

852

2,587

313,656

1,321

69,417

999,421

554,121

211,592

37,465

144,625

17,324

102,266

45,117

305,943

<비율>

전체 산업 계

A. 농업, 수렵,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H. 숙박 및 음식업

I. 운수, 창고, 통신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M.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0.0

0.0

0.0

0.0

11.2

0.0

2.3

37.5

16.5

10.2

1.1

6.7

0.2

2.9

1.7

9.5

100.0

0.1

0.0

0.1

20.4

0.6

12.7

11.1

1.8

9.8

6.4

12.9

3.1

15.0

2.3

3.6

100.0

0.0

0.4

0.4

26.3

0.1

17.3

7.1

1.4

7.6

11.7

9.6

9.5

2.6

4.5

1.4

100.0

0.0

0.0

0.0

11.3

0.0

2.5

37.2

16.3

10.2

1.2

6.8

0.2

3.1

1.7

9.5

100.0

0.1

0.0

0.1

11.2

0.0

2.5

35.6

19.7

7.5

1.3

5.2

0.6

3.6

1.6

10.9

24.9
*

3.0

2.1

3.6

25.3

11.0

24.8

26.0

20.6

33.8

22.2

32.7

9.6

21.0

26.4

21.6

* 전국대비 서울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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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산업경제정책

 1997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199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1년까지의

장기기본계획이며, 5년 간격으로 수정된다.

◦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경제측면에서의 서울시의 여건변화와 전망은 다음

과 같다.

-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서울시 도시환경문제의 심화

-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지식정보산업의 역할 증대

- 준공업지역의 생산제조업 기능약화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

- 탈규격화에 따른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

- 지구촌시대화에 따라 국제도시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블록화에 따른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 남북교류의 증대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위성통

신시대의 도래 등에 따른 국토공간의 여건변화

◦ 산업경제부분의 중점추진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 서울형 산업의 육성 및 도시형 공업의 존치

- 도시정보체계를 위한 기반구축

-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제기반 강화

 서울형 산업의 육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다른 업종 및 산업간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

운 첨단산업, 서울의 고지가를 감당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중소기업에 의한 산

업, 시장여건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서울의 중소제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기능을 중시한다.

 유통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권역별 대형유통시설 배치, 체계적인 물류

시설의 확보와 배송체계 구축을 실시해야 한다.

 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지원센터나 중소기업보육센터 등을 이용한 신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한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시설의 확보, 시내관광위주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보

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타산업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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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산업정보화 현황

2.1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운용을 통한 정보제공

2.1.1 사업의 추진 목적

 서울시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시책 및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행정의 효율

화를 도모한다.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 및 마켓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 촉진한다.

2.2.2 추진사업의 내용

 지난 4월 10일부터 운용되고 있는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은 서울 지역경제의 발

전과 중소기업 정보화를 목표로,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관련 정보 및 서울시에서 수집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기업활동

을 인터넷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부록 V-9]에 제시되어 있다.

 기존 통신망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총 52개 유통관련 통신망 중에서

산업경제분야 관련 15개 유통망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다.

 1차 사업기간(97.10-98.4)

◦ 경제관련 DB 구축

◦ 중소기업 홍보용 Home Page 구축

◦ 업체관리 시스템 구축(3,000개 업체)

 2차 사업기간

◦ 추진방향

-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지원강화

- 중소기업들이 정책 및 제도, 기술 등 국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최신뉴스를 정보

제공자와 연결하여 제공

- 사용자가 경제관련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주요 구축내용

- 새로운 DB 구축 및 유지보수 (공장등록정보, 서비스사업자정보, 시책정보, 기존

정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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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용자를 대상으로 영문서비스

- Text 서비스(중소기업 및 일반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 고려)

- 서비스 기능 강화: Push 서비스, Fax 서비스, 실시간 뉴스 제공

- 중소기업 판로지원 시스템 강화: 전자거래알선 시스템(영문서비스), EC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A/S 시스템 도입

2.2 중소기업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특히 서울형 산업인 벤처기업, S/W산업, 애니메

이션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예를 들어, ’9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운전자금의 경우 서울특

별시 관할지역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사업, 패

션․디자인․애니메이션․S/W․우수전통공예산업,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주

융자대상이며, 시설자금의 대상이 되는 서울형 산업의 경우 패션산업, 디자인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우수전통공예산업, 벤처기업 등이 강조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서울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 도시형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집중 육

성하기 위하여 그 중심역할을 담당할 애니메이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 재정 및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Y2k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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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산업정보화 수요분석

1. 조사목적, 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정보화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

업의 내용이나 우선순위를 파악하려는 데에 두고 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중소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중소기업은 서울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서울의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의 열세나 정보

마인드의 부족 등 제반 이유들로 인하여 정보화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산업경제부분 정보화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수요자로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정도와 실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수요 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방법

◦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은 현재의 서울 산업현황이나 앞으로 서울형 산업으로 육성대

상이 되는 기업 등을 반영하여 표본을 설정하였다.

◦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지 배포와 회수 방식을 채택하였다

(150부). 또한 이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 중소기업

관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156개와, 자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중소기업 60개 사업체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전송하는 방

식을 채택하였다. 시민대상 설문의 경우 시민생활정보화 분야에서 시행하는 설문지

에 6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2. 수요분석

2.1 설문조사 분석

(보다 상세한 분석내용은 [부록 V-10]에 제시되어 있음)

 컴퓨터 활용용도

◦ 컴퓨터를 활용하는 용도를 살펴보면, 단순사무용(19.1%)을 제외한다면 고객/영업

관리와 인사/급여/재무관리용이 같은 비율인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다음으로는 자재관리(12.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관리 등 생산분야에 컴퓨터가 활용되는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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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가 시급한 분야

◦ 정보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서 정보수집과 고객/영업관리가 각각 23.4%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신제품개발, 인사/급여/재무관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별 사용정도

◦ 정보화 관련 각종 서비스의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사용률은 매우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설문대상 7종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은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체 121개 응답회사의 84.2%인 102개 회사가 어느 정도

또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CAD/CAM 서비스로서 약

43%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산화 수준 및 효과

◦ 전산화수준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이나 금속제품, 기계제품 제조업, 인쇄출

판업 등의 정보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정보화와 관련 있는 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한편 기업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효과적이라고 답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전산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정보화에 대한 평가가 기업의 정보화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의 두 가지 문항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비교적 정보화 수준이 높

은 기업일수록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보화 추진시의 애로사항과 서울시가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분야

◦ 정보화 추진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자금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직원들

의 정보화 인식부족,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애로사항을 정보화수준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

되는 과정에서는 전문인력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보화 수준이 높

아질수록 자금부족의 애로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서는 전문

인력/교육 지원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금지원, 관

련 정보/기술 지원, 그리고 전송망 구축 및 요금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은 정보화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전문인

력/교육지원이나 정보/기술제공 등을, 정보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금지원이나 전송

망구축/요금할인 등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운영에 가장 필요한 정보와 정보획득원, 서울시가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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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운영에 가장 필요한 정보는 관련업계정보(19.5%), 기술관련정보(18.0%), 고

객 등 영업관련정보(16.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23.1%)와 관련 조합 및

협회(22.0%), 그리고 전문가 자문(22.4%)등을 통해서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획득하는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시청이나 구청 등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는 1.2%

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의

미하고 있다. 또한 들어보았지만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30.4%나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94.1%가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접속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 서울시가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정보는 경제동향 및 시장상황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기술관련 정보와 법률/행정/세무정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관련업계

정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

◦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용도는 정보검색(41.8%)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자우편 서비스(21.6%)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홍보나 제품홍보 및 판매 등에 정보통신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각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시기를 살펴보면 98년 현재 약 36.2%가 홈페이지를 구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구축할 예정인 기업이 약

37%, 그리고 구축계획이 없는 기업도 약 27%에 이르고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요금이나 설비문제가 제시된다.

 소비자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실태

◦ PC 통신을 활용한 상품구매 정도는 92.2%가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용품목중에서는 음반/서적/소프트웨어가 가장 높은 2.9%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컴퓨터와 가전제품, 의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구매는 앞의 PC통신에 비해서 그 활용정도가 더욱 낮게 나타

나고 있어 97.4%가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입상품으로는

PC통신에서와 같이 음반/서적/소프트웨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는 컴퓨터제품과 의류, 가전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할 의사가 있는 제품도 현재의 구입행태와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음반/서적/소프트웨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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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제품, 가전제품 등이 다음 순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소비자의 정보획득 실태

◦ PC 통신을 활용하여 획득하는 정보로는 관광/문화정보와 학술/학습정보가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정보와 상품/기업정보, 기술정보, 법률/행정

정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터넷의 경우 학술/학습정보와 관광/문화정보가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상품/기업정보, 기술정보, 법률/행정정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수요분석 요약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의미

 서울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문서작업 등 기본적인 수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회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단위업무에 대한 전산도입

과 활용단계에 있는 회사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어 일정수준의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전산화수준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이나 금속제품, 기계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등 제조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정보화와 관련 있는 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전산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전산화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화 추진에서의 애로사항은 특히 자금과 전문인력의 부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기업정보화 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의 정보화가 이루어진 기업은 전문인력 문제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자금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업무의 성격이 정보화

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향후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하는데 있어 정보화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에 많은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보화 수준에 따라 지원의 중

점도 차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대한 인식도나 활용도는 매우 낮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있어 제공서비스의 확대 보완에 병행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속기반 강화와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설문조사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상 중소기업관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156개와, 자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중소기업 60

개 사업체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전송했으나 그에 응답한 업체는 불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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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활용실태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 서울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정보는 경제동향 및 시장상황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관련 정보와 법률/행정/세무정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관련업계정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상품구입의 정도

는 매우 미약한 수준인 반면, 정보획득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의 발전가능성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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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정보화 기본계획

1. 산업정보화의 부문별 추진대상 사업

1.1 산업정보화 대상사업의 선정

1.1.1 선정방향

 서울 산업정보화의 추진사업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산업정보화가 추구하는 기본목표

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서울 산업정보화의 기본목표는 인터넷의 확산 등 크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을 기업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동시에 정보화

의 기반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자체를 서울의 유망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 서울 산업정보화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우리 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 열악한 자금사정이

나 기술력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정보화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 산업관련 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 등

을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되며 특히 해외선진사

례 등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을 선정한다.

◦ 현재 중앙정부나 관련기관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산업관련 정보화 사업들과 연계

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한다.

◦ 해외선진사례에서 발견되는 제반 사업들 중에서 서울시의 산업정보화 수준이나 기

술발전방향, 그리고 우리의 산업환경 등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설문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요가 무

엇인지를 파악하고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면접이나 문헌조

사를 통하여 향후 산업경제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1.1.2 산업정보화 사업내용

 산업정보화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내용은 크게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서울산업

경제정보통신망의 확대보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정보화

기반조성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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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서울 산업정보화의 추진사업내용

대  상  사  업 사  업  내  용

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한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산업정보 DB

구축 및 연계

종합물류정보망이나 중소기업관 등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보망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용자에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제공

기업의 창업에서 생산, 판매 등에 이르는 기업활동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영문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의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함.

서울에 소재하는 각 기업이나 사업체의 홈페이지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광고 및 판로지원 등의
효과 극대화.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연계

서울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통신망에 연계하여 제공하며, 전자우편

서비스 등을 지원

중소기업지원관리

시스템구축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정책들의

전산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중소기업 ERP

도입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ERP의 보급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제고

자영업체

정보화지원

소매상, 서점, 음식점 등 정보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영세자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관련기관

정보화지원

중소기업과 관련한 서울시 관련기구나 각종 단체․협회들의

정보화 사업 지원

정보통신

사업육성과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서울형 산업으로서 에니메이션 등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

정보통신업체 등 벤처기업들을 집적화함으로써 연계효과
강화

정보이용시설

확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중소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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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대상사업의 선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1.2.1 우선순위 설정기준

 서울시의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나 중점육성산업과 관련한

정보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산업정책의 기본방향 및 과제로서 서울형 산업 육성, 중

소기업 활성화 지원, 물류시설 확충과 체계적 운영, 대형소매점 적정입지 유도, 정

보산업 진흥, 관광과 조화를 이룬 산업진흥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은 많은 부분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서울의 경우 유통 등 각종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보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울 산업정보화의 사업 내용이나 추진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

여야 하는 또 다른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

들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들과의 연계성이다.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함으로써 서울시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의 방지를 통한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예를 들어, 산업정보 DB를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에서 이미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발단계에 연계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고 국가전체적인

투자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서울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

업을 선정한다

 IMF 상황하에서 경기부양효과가 크고 실업자대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단기적으로 우

선 추진한다.

◦ 산업관련 각종 DB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는 방안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타 지방자치단체나 선진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DB의 개발여부 등에 따라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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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서울산업정보화 추진사업별 평가

                  선정기준 및 판정

대상사업

선정기준1)

판정2)

중앙부처 

정보화 

사업과의 

연계성

서울형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

력 제고

IMF상황

에서의 

경기활성

화 및 

실업대책

수요조사 

결과 

기술동향 

및 

해외사례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산업정보 DB 구축/연계 ◎ ◎ ○ ◎ 1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 ◎ ○ ◎ 1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연계
◎ ◎ ○ ◎ 1

중소기업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 ○ △ ◎ 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중소기업 ERP 도입지원 ◎ ◎ 2

자영업체 정보화 지원 ○ △ ○ 3

중소기업 관련단체

정보화지원
○ ○ 3

정보통신

산업육성

및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육성 ○ ◎ △ ◎ 1

정보이용시설의 확대 ○ ○ ◎ 2

주 ： 1) ◎, ○, △- 관련성의 정도이며,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순서임.

2) 1～3은 사업시행의 우선순위이며, 1과 2는 1단계 사업, 3은 2단계 사업으로 함.

1.2.2 산업정보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앞에서 제시한 제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시급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

에 따라 단계별 추진일정을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 시급성 측면에서 1과 2로 평가된 사업들은 민선2기 기간 중에 시행하는 1단계 사

업으로 설정하였으며, 3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2단계 사업으로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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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7] 산업정보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사업단계
  사업명

1단계 2단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10

산업정보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산업정보 DB구축 및

연계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연계

중소기업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ERP 도입

지원

자영업체 정보화지원

중소기업 관련단체

정보화지원

정보통신

산업육성 및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정보이용시설의 확충

2. 산업정보화의 부문별 추진 사업 기본계획

2.1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한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2.1.1 사업의 정의 및 추진목표

 ’98년 4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서울시의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내용을 확대․보완하

고 정보제공방식을 개편하며,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산업정보 획득

을 위한 One-Stop Mall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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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비자

등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 기업활동 및 시민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 서울형 산업육성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서울시의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한다.

◦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1.2 추진 현황

 서울포커스와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서의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 제3장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은 종합적인 정보의 제

공 및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

며, 서울시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 현재 경제․경영일반, 자금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사이버마켓몰, 생산입지지

원, 기타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등 여

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 현행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낮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 등 여러 관련기관에서 유사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들 서비스와의 연계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공하는「중소기업관(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Korea)」의 경

우 전세계적인 중소기업망으로 연계되어 우리 중소기업을 해외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서는 유관기관연계 부분내

약 250개 항목중의 하나로 평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활용도를 낮추고 있다.

-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어 서울의 산업

현황과 잘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된다.

-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볼 때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

련 부처나 기관에서 산업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시의 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정보서비스를 상당 부분 활용하

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들을 파악 분석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연계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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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추진전략

 서울형 산업과 밀접히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제조업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및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계함으로써

정보의 공동활용을 기하고 서울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한다.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이 산업활동과 관련한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정보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산업정보의 One-Stop Mall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1.4 추진내용

 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서울 소재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연계한다.

◦ 각 업종별로 분류하여 서울소재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연계한다. 대기업을 포함하는

서울소재 모든 기업들과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등을 모두 포

함하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나 기업,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해외바이어

등을 주요 수요자로 설정한다.

◦ 뉴욕시의 경우 시정부 홈페이지에 다른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기업들의 홈페이지 명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분기별로 수

정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 분류항목은 크게 금융서비스, 정부서비스, 국제기업관계, 전화, 컴퓨터 및 인터넷,

광고 및 판매, 컨퍼런스 및 컨벤션, 여행 및 교통. 인쇄 및 그래픽, 법률서비스,

부동산, 운송 및 이사, 사업자단체, 고용, 문방구, 기타 등 16개 대항목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각 항목은 다시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의 경우 은행, 금융시장 및 보고서, 투자은행, 징수기관, 회

계법인, 국제금융서비스, 물물교환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경우 Singapore InfoMap을 통하여 기업홈페이지를 업종별로 구분하

여 소개하고 있는데, 1998년말 현재 11,100개 기업의 홈페이지가 연계되고 있다.

업종별 구분은 예술 및 오락, 비즈니스, 직업 및 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 음식, 정

부, 보건, 가정 및 지역사회, 뉴스 및 미디어, 사람, 참고자료 및 연구, 쇼핑, 관

광,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여행 등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연계사업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을 적극 장려한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경우 영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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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관」등 기존의 홈

페이지 구축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

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체(예를 들어, 개인자영업체 등)를 위

해서는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간편하게 각 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기업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을 제시하고 각 사업체들이 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 사업체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를 서울시가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 게재할 것인가

또는 그대로 게재할 것인가, 그리고 확인을 거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판단은 현행 공중통신망에서의 실태나 초기의 운영과정 등 여러 측면

을 고려한 후에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창업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

보들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여 제공한다.

◦ 서울에서 창업하여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제도나 법

령, 자금지원, 입지, 도시계획 등 제반 정보들을 DB를 개발하거나 관련 정보시스

템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특히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되는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

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중소기업들의 해외활동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들과의 연계

를 보다 강화한다.

◦ 단순한 연계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성 및

종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통신

및 한국물류정보통신을 주축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종합물류정보망은 서울의 중

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매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산

업경제정보통신망에서는 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단 서울망에 접속한 기

업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2.1.5 추진체계 및 역할

 기업의 홈페이지와 각종 산업관련 정보시스템의 분류 및 연계작업은 현재 산업경제정

보통신망의 운영주체인 산업경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서울종합정

보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산업정보화의 기능을 담당할 산업정보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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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지원은 중소기업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

록 하되,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정보센터에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2.1.6 추진계획 및 일정

                 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

1 단 계

1999 2000 2001 2002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및 조정

중소기업체 홈페이지 구축지원

업종별 홈페이지 안내 및 연계

2.1.7 성공요인 및 전제조건

 서울 사업체들의 홈페이지 안내 및 연계사업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의

정보화 인식정도와 홈페이지 구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이 성공적으로 확대 보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거나 예정되고 있는 제반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를 서울시의 정보통신망에 적절히 연계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필요

로 하는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과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1.8 기대효과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제반 정보들이 확대되는 산업경제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서울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기업들의 현황과 상품들을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한다.

 산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시민들의 정보획득비용을 크

게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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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2.2.1 사업의 정의 및 추진목표

1) 사업의 정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통하여 향후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전자상거래의

도입기반을 구축한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장환경에 크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이나 기술력 등 제반 측면이 열악하여 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절한 시장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다.

2) 추진목표

 전자상거래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향후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자금과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Web 상의 공영시장 환경을 조성해줌으

로써 정보화 시대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즉 중소기업의 정보경쟁

력을 높이고 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동마케팅, 공동구

매, 홍보, 통합관리 등을 구현하도록 한다.

 정보의 공유화를 통해 가상기업을 실현하며,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2.2.2 전자상거래 현황

1) 우리나라에서의 추진현황

 한국전산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97년말 163만 5천명에서 ’98

년 11월말에는 31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인터넷 호스트 수는 13만

1005개에서 19만 7,614개로 50.8%, 도메인 수는 8,045개에서 23,408개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보화 심리의 확산과 인터넷 이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 등의 전망이 매우 밝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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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조달청 등과 같은 부처를 중심으로 시

범사업의 추진, 기술모델 개발, 실증사업의 개발 및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업종별/산업별로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96년에 처음 등장, 그 해 2개에 불과했던 국내 인터넷 상점은 ’97년에 20여개. ’98

년에 3백50여개에 달하였으며, ’99년말에는 약 1,5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주소와 복수주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주소관리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99년 상반기중 시행하

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CALS/EC)의 추진단계 및 세부추

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97～2000년까지는 확산단계로 설정되고 있으며, ’99년에는 전자상거래기본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전자․전력․섬유 등의 분야에서 실증적 모델사업의 전개,

업종별 시범사업의 추진, 전자상거래지원센터(EREC)의 확대지정과 이를 통한 교

육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며,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표 V-8]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 추진단계

단 계 기 간 세  부  추  진  전  략

도입 ’93～’96
무역분야의 EDI 개시와 전자문서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CALS 시범사업 시작

확산 ’97～2000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CALS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 CALS 체계 도입 촉진 및 실증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업종별 전자상거래 추진 및 표준개발 강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응

본격서비스 2001～ 업종별․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추진

 산업자원부는 현재 3곳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REC)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센터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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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9]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원내용

각 기관 EREC 추진전략 및 특징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전정보

네트워크

CALS/EC 계몽 및 교육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조기술 자동화 분야 지원

한전정보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통신운영, 관련된 CALS/EC 표준화 분야 지원

한국

생산성본부

CALS/EC의 공유기반을 확립

중소기업에 대한 EC 인식확산 및 제반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정보기술 관리, 관련 CALS/EC 표준화 분야 지원

한국무역

정보통신

EC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CALS/EC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및

요소별 기술자원으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꾀하도록 지원

EDI, 조달분야, 거래위주 유통분야에 중점 지원

2)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웹사이트와 이코노미를 결합한 개념인 ‘Webconomy’는 이제 미래 경제활동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거래 규모는 올해

820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약 7,9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1997년 7월 1일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

표하고 국가간에 협약을 맺기를 시도하는 등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 특히 최근 미국과 EU간에는 WTO, OECD의 전자상거래 자유화 추진과 관련 민

간주도, 비합리적 규제철폐 등 기본원칙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관세, 내국

세, 개인정보 보호 등에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 규범제정 노력이 지

속적으로 있어 왔다. '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개최된 회의가 대표적인 것으

로,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 보호, 법제도 환경 조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는데 의견 합의가 있었다.

 '98년 10월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주제로 캐나다 오타

와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는 범세계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는 정부, 민간, 관

련 국제기구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 본 회의에서는 세부 현안인 국제간 거래시의 조세체계 정립, 소비자의 계약철회권

과 재판관할권을 보장하려는 소비자 보호문제,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그

리고 상대국 인증기술을 상호 인정해주자는 4가지 과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OECD가 향후에 추진해야 할 작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OECD가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실행 계획서를 공표했는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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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소비자와의 신뢰구축, 전자상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규칙 확립, 정보인

프라의 구축, 전자상거래 효과의 극대화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의 기본시책을 발표하였다(’98. 11.)

◦ 인터넷 사기방지를 위한 소비자 교육, 관련업계 자율규제 촉진, 사기방지법 시행

◦ 인터넷 가속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 중소기업 인터넷 접속 지원

◦ 미국과 전세계 인터넷 상거래 영향 측정

◦ 개도국 인터넷 촉진계획 시행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

소기업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다양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 특히 G7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선진국이 참여하는 ‘GIN for SME's(Global

Information Network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 프로젝트가 추진

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국가간 기업간 정보교류를 추진하기 위하

여 중소기업 전용 네트워크를 인터넷상에 구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SMEs of Korea(중소기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요소

 전자상거래는 마케팅, 광고, 정보수집, 구매․판매, 대금결제 등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 제반 상거래절차의 전자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에 있어서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정부 등 조직간 전자상거래(Inter-Organizational EC)와 일

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Customer-Oriented EC)로 구분된다.

◦ 조직간 전자상거래에는 EDI가 주로 활용되며,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는 웹

을 기반으로 한 광고와 가상상점, 전자지불 등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 전자상거래의 형태별로 관련되는 표준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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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organizational EC

Customer oriented EC

® EDI 표준
- EDIFACT, ANSI X12
- Open-edi
- Internet EDI
- Interactive EDI

¯ 지불표준
- SET,C-SET,EMV

  

  Message 관련 표준

- X.400,X.435 
- SMTP,MIME
- PGP/MIME,S/MIME

± 암호, 보안 표준 
- DES,RSA, IDEA
- S-HTTP,SSL

² 인증표준

- PKIX, X.509

° 검색표준 

-X.500
- LDAP

³ 미들웨어표준

- RDA
- ORB
- CORBA

¬ 통신표준

(OSI , TCP/IP)
X.25, FDDI, SLIP, PPP, F/R, ATM

정부

기업 기업

소비자

[그림 V-2] 전자상거래 형태별 표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요소기술의 분류

[그림 V-3]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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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0] 전자상거래의 거래절차별 주요 기술

구분/거래 단계 정보수집․배포 계약, 주문․판매 대금지불, 정산

응용기술

Push기술

지능형 검색 agent

광고 agent

전자 Catalog

전자계약

가상 상점

전자판권

전자화폐

전자수표

신용카드 거래

디지탈 서명, 인증, 인터넷 EDI

기반기술
WWW, Messaging, Mutimedia DB, 암호화, IC CARD,

미들웨어, 공개키 기반

2.2.3 추진전략

 서울형 산업분야의 특정업종을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기술지원 사업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자상

거래진흥센터의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사이버마켓몰의 확대보완을 통해서 추진한다.

 조직화 또는 협업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한다.

2.2.4 추진내용

 전자상거래지원센터(EREC)중의 하나를 선정하여 서울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 조직을 구성하고, 시스템에 참여할 업종과 업체를 선정한다.

업종은 서울형 산업이면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출판/서적/음반이나

소프트웨어, 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유통시스템의

경우 농축수산물 전자직거래마당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상품화상 DB구축, 가상전시관의

구축 등을 포함하게 된다.

 농수산물유통정보 체계의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 농수산물 유통의 경우 서울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V. 산업정보화

- 478 -

서울시에서도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등 이 분야의 정보화는 서울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소비자종합정보망에는 ‘농수산물 종합정보’라는 항

목하에서 주로 거래가격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99년 3월 개통예정인 ’농축수산물 전자직거래마당‘ 홈페이지는 농수축산물 유통전

반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정보망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의 거래동

향, 전국 도매시장 및 산지가격정보, 상설직판장 안내와 지방 시․도 생산자단체

등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유통업체의 상거래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으로 있다.

◦ 현재 농협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로 홈쇼핑’을 운용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차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상품주문은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정해진 주문시간 이후에는 자동응답 전화

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상품의 배달은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배달료는 상품가격에 포함된다. 또한 상품

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하다.

- 대금 결재는 신용카드나 농협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전자직거래마당’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한번 "클릭"으로 전국 3

백여개 쇼핑몰의 농산물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통합망을 구

축할 계획으로 있다.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서는 현행의 가격정보 위주의 서비스에서 홈쇼핑이 가능

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농림부의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장기적

으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 전자직거래마당’을 통하여 유통관련 기관별로 구축된 개

별 자료 및 시스템을 연계 종합하며, 장기적으로는 가락시장 등 서울시 산하 공영

시장을 연결하는 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 농수산물의 경우 보관상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규

격화된 농수산물부터 거래대상으로 하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한다.

2.2.5 추진체계 및 일정

 산업경제국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조직을 구성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운영은 산업정보센터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하며,

주문된 상품의 배달은 전문택배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행한다.

 농수산물유통정보의 보완 및 향후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공사(가락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전문사업자들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DB 및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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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보급한다.

◦ 실제의 품질관리와 상품발송 등은 가락시장내의 상인연합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

도록 한다.

              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

1 단 계

2000 2001 2002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조직 구성

대상 업종 및 업체 선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농수산물유통시스템 확대

2.2.6 성공요인 및 전제조건

 전자상거래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

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통적인 상거래 시장에서 이러한 신뢰를 뒷받침하

고 있는 법제적 기본틀과 소비자 보호 장치는 디지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야 한다. 서울시 사업에서도 이러한 신뢰성 제고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산업이 아니라 유통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입의

필요성, 효과, 도구, 업무흐름, 제도 등 전자상거래의 모든 것이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유통구조상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판매방식으로는 줄 수 없는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시중의 점포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을 공

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소

비자들이 인터넷에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인프라

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전용 초고속통신망의 설치여부에 대

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 소비자 및 공공기관들이 전자상거래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가 선도적인 사용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시장 형

성의 지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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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기대효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그 제

품을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통단계가 생략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자본 및 소수의 인력으로 글로벌한 마케팅과 판

매가 가능하게 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시간․인력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

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3 중소기업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2.3.1 사업의 정의 및 추진목표

 사업의 정의

◦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지원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순차적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체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관련정보의 DB화 등 중소기업 관리시

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추진목표

◦ 중소기업 관련업무의 순차적인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

업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소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 서울형 신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장기적으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변동내용, 개별 중소기업의 각종 현황

을 DB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서울시 중소기업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결과

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2.3.2 추진 현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체계의 경우 중소기업과에서는 기금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지원대상업체의 확정, 자금의 대하 등을 담당하며, 산업진흥재단에서 업체와의 상담

과 평가 및 대상업체 추천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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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채권보전조치 등은 대하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 이러한 과정들은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그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은 거의 갖추

어져 있지 않다.

 서울시 중소기업과 관련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각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관련한 DB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러

한 작업이 거의 이루어져 있는 않은 실정이다.

2.3.3 추진전략

 전체적인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소

기업육성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점차 제반 지원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중소기업 현황DB를 구축한다.

 서울산업진흥재단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의 정보화를 동시에 추

진하도록 한다.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변동, 현황과 관련한 DB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타 기관의 자료(예를 들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나 업체현황자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2.3.4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추진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자금확보,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대출 및 상환

등 제반 자료를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정보화와 병행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며, 대상업

체와 대하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용 등에 대해서도 DB화한다.

◦ 장기적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현황 및 변동자료를 DB화하여 향후 서울의 중소

기업정책 수립이나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에 적극 활용한다.

 추진체계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 구축은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자체의 전산화와 병행

하여 추진한다.

◦ 중소기업과에서는 중소기업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며, 산업진흥재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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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과 연계되도록 한다.

◦ 대하금융기관에서는 육성자금의 대출거래 내역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2.3.5 추진계획 및 일정

                           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
1 단 계

2000 2001 2002 이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진흥재단/산업지원센터)

서울소재 중소기업 현황 및 변동 DB 구축

2.3.6 성공요인 및 전제조건

 산업진흥재단이나 대하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현황DB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세청 등과의 협조관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나

그 정도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 등이 활성화

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반 관련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2.3.7 기대효과

 정확한 중소기업 현황자료에 입각한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입안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

기업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서울형 신산업 등 중점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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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정보모델링

1) 프로세스 정의

[표 V-11]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프로세스정의

상위프로세스 하위프로세스 프 로 세 스 정 의

중소기업

관리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조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책 등

을 조정함

창업 및 등록관리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 DB 구축 및 관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관리

자금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공

고, 대상업체 선정

판로지원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판로지원

애로상담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

항에 대한 상담

지방공단 및

입지관리

지역의 공단 및 공장입지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이용의

활성화

2) 엔티티정의

[표 V-12]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엔티티정의

엔티티명 식별자 엔 티 티 정 의

중소기업 육성계획 기간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본계획

중소기업 관리번호
중소기업의 업종, 위치, 설립일, 자본규모, 종업원수,

회사형태 등

공장등록 등록번호
등록공장의 업종, 위치, 준공일자, 제조물품, 종업원

수 등

지방공단 공단번호 공단위치, 입주업체현황

시설자금 관리번호, 대출업체
구조조정자금, 입지지원자금, 유통구조조정자금 등

의 시설자금 관련 자료

운전자금 관리번호, 대출업체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에 지원되는 운전자금

창업보육센터 명칭, 위치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창업보육

센터 관련 정보

제품전시판매장 명칭, 위치 제품전시장이나 전시판매장 관련 정보

종합지원센터 지원영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상담․판로 지원 등 종합적

인 지원 담당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명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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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지원관리 ERD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산업진흥재단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서울시 지역산업정책

자금지원계획

지방공단

중앙정부 중소기업육성정책

지방공단 및 입지계획

시설자금

서울 중소기업육성계획

운전자금

[그림 V-4] 중소기업지원관리 ERD

2.4 중소기업 ERP 시스템 도입 지원

2.4.1 사업의 정의 및 추진목표

 중소기업의 전사적인 업무개선과 혁신을 기하기 위한 정보화와 통합화를 지원하기 위

해 시범업체를 선정하고 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추진목표

◦ ERP 시스템 도입지원으로 서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ERP 시스템 도입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전사적인 업무개선과 혁신을 지원한다.

◦ 전체적인 정보화․통합화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2.4.2 추진현황 및 기술동향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은 기업의 생산, 회

계, 재고, 영업 등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과 생

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형 소프트웨어이다.

◦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ERP는 인터넷 상거래 어플리케이션, 고객관리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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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업종별 전문 어플리케이션, 공급체 어플리케이션 등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기능들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 ERP는 전자상거래와 뗄 수 없는 관계로서 ERP의 EDI 기능을 통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업무를 통합하고 본사와 국외지사를 통합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결국 ERP가 확대되어 국가간 또는 다른 기업간 거래에 적용

되는 것이 시스템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 ERP는 고객서비스 지원기능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RP는 고객과의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고 이 내용은 각 업무의 응용소프트

웨어에서 공유됨으로써 고객의 소비성향이나 불만사항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및 건설, 소비자 제품, 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ERP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현재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시되는

분야는 금융, 보험, 통신, 공공부문, 유통업 등의 서비스 분야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의 취약, 정보화수준의 미약 등에 따라 ERP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 기존에 공급되고 있던 대형 시스템만이 아니라, 현재 국내업체들에 의해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ERP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2.4.3 추진전략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정보화 수준, 업무환경에 적합한 ERP 도입전략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의 경우 전면적인 ERP 도입보다는 점차적으로 각 기업에 가장 필요한 분

야의 전산화와 연계하여 ERP를 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고관리분

야는 우선적으로 ERP 도입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적합한 투자와 정보화 전략을 세워

줄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의 영업환경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한국형, 저가형 ERP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지원한다.

◦ 시스템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은 정보통신부 등의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책들을 연계하

여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자금지원 등을 고려한다.

◦ 서울 중소기업들의 ERP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자금지원은 시스템 개발업체들의 수

요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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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추진내용

◦ 서울형 산업분야에 적합한 한국형 ERP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산

업형태별로 생산, 회계, 인사, 영업 및 고객관리, 재고 등 하위시스템별 도입의 우

선순위 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서울형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을 시범업체로 선정하여 ERP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추진체계

◦ 산업경제국에서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업체의 선정 및 자금배정

등을 수행한다.

◦ 서울산업진흥재단(향후 산업정보센터)에서는 지원사업의 상세계획을 수립하며, 공

모를 통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2.4.5 추진계획 및 일정

                               추 진 일 정

   주 요 내 용

1 단 계

2001 2002

한국형 ERP 시스템의 개발현황 파악 및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ERP 도입에 대한 지원

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2.4.6 성공요인 및 전제조건

 중소기업에 ERP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우리 중소기업

의 업무 처리절차와 관행에 적합한 한국형 ERP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들의 현황 및 효과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서울형 산업에 적합하며 정보화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적극성을 가진 시범업체를 선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도입의 우

선순위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ERP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업체 및 지원업체들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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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기대효과

 ERP 도입으로 서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CALS/EC로의 이행도 원활히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업무환경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며 향후 우

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통하여 고객지원기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영업확충에 기여한다.

2.5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육성

2.5.1 사업의 정의 및 추진목표

 서울형 산업이며 지식기반시대의 첨단산업인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추진목표

◦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입지 등의 창업환

경 기반을 조성한다.

◦ 창업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2.5.2 현황

 서울은 벤처기업의 집적에 유리한 제반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통신 업체 등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서울의 경우 우수인력, 정보, 자금, 정보, 주거공간 등 벤처기업의 집적에 필요한

제반조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우위에 있다.

◦ ’98년 7월 현재 벤처기업협회에 등록된 706개 회사중 66%인 466개가 서울에 집

중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

나고 있다.

◦ 「양재포이밸리」등 강남지역이나 영등포, 용산 등에 벤처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

책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창업투자자금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창업투

자회사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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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기 설

립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을 강화하고 있다.

◦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지원

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시 주식매입선택권을 먼저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전문 중소기업의 창

업 및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확충, 애니메이션센터의 설치 운영, S/W․패

션․애니메이션 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서의 우대 등을 통하여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2.5.3 추진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을 확대한다.

◦ 정부자금을 활용하여 민간건물을 임차하거나, 시나 자치구의 소유 건물 등에의 벤

처단지를 설치․운영하는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확대한다.

◦ 강남 포이동, 테헤란로 주변 등 현재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을 벤처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대학주변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졸업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창업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한다.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창업관련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한다.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서울산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 민간의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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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추진전략

 멀티미디어 산업 등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을 서울형 산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육성하

며,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애니메이션센터의 설치 운영 등 연관성이 높은 관련분야의 업체들이 집적하도록 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사업들의 내용을 종합 파악하고 이

를 서울시 지원책들과 연계한다.

2.6 정보화기반조성 사업

2.6.1 사업의 정의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급측면만이 아니라 정보를 수요하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의 정보활용

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정보이용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추진목표

◦ 중소기업의 정보활용도를 제고하여 정보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생활과 관련되는 구인이나 구

직, 중소기업 상품구매 등 제반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경제활동의 질을 제고한다.

2.6.2 현황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산업관

련 정보서비스의 활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

고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시의 홈페이지는 산업경제정보통신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

◦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미비하여 유용성이 낮다.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나 마인드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

수사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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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추진전략

 관련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서울 중소기업의 정보화담당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

록 교육비 지원이나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서울소재 대학 등에 서울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위탁 설치한다.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용도를 제고한다.

 중소기업 집적이 이루어지는 벤처센터나 애니메이션센터 등만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개편하여 설치하는 PAP, 중소기업인들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이용하

여 Kiosk나 인터넷이 연결된 단말기 등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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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정보화 기반조성

제1장 연계시스템

1. 연계시스템의 의의

1.1 개념 및 필요성

 그 동안의 국가의 정보화계획이나 타 시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계획

수립의 편의나 기존 조직체계에 의한 점진적 추진에 집착한 나머지 부문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시스템간 연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시간개념인 통시적 연계와 공간개념인 공시적 연계

◦ 중앙정부-시-자치구와 같이 정부수준별 수직적 연계와 관련부서와의 수평적 연계

◦ 주요 인력과 데이터를 공동 구축하는 경성연계(tight link)와 이를 단지 공동 활용

하는 연성연계(loose link)

◦ 반영구적 연계와 한시적 연계

 연계시스템의 시간적 의미는 과거 시스템의 활용이나 미래의 기술발전을 고려한 현재

의 시스템 설계 등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계시스템의 공

간적 의미이다.

 공간적 의미의 연계시스템이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스템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

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반 기술적, 정책적 및 데이터 측면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표

준화의 어려움 등 정보공동활용의 제약점을 고려해 볼 때 연계시스템의 성격을 신축

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 먼저 연계의 단위를 보면 가장 기초적인 단위시스템간의 연계이다. 예를 들어 행정

정보화의 인사급여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간의 자료공유 및 실시간 변동자료의 연

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 그리고 상위시스템간의 연계로서, 예를 들면, 교통분야정보화와 환경분야정보화간

의 연계이다. 이 경우 공통의 DB를 중복없이 단일조직에서 구축․운영한다기 보다

는 상위시스템별 중요한 의사결정시 자료를 지원받아 최소한의 핵심 DB 및 요약

DB의 형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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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는 부문별 정보화의 연계이다. 행정, 도시기반, 생활 및 산업정보화는 내용상

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나 추진상

의 편의로 인해 거의 독자적으로 구축․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정보화 분야간에 걸

친 연계는 복잡해져 가는 행정환경만큼이나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1.2 구축방안

 단위업무의 전산화업무에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시스템간 자료의 공동활용이나 전

자적 자료교환 등이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만족스럽게 진행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연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

하다.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화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PC통신이나 인터

넷 사이트들 중에서는 공공성을 가진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듯 외부경제효

과(positive externality)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함

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정보생산이나 공급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최종사용자위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의 정보기술 동향이 smart

user를 상정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인 만큼 연계의 궁극적 편익을 시민들을 위한

One/None/Every/Any Stop 서비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정

보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 시간절감 및 시민편의위주의 정보서비

스를 모색하여야 한다.

 연계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는 부문간 연계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으로 활용될 정보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요청

혹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향후 연계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는 부문간 연계시스템의 전체적 구성개념도를 비롯하여 분야별

로는 행정정보화에서 민원 및 세외수입, 도시기반정보화에서 도시개발, 교통, 환경,

방재, 생활정보화에서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그리고 산업정보화에서 중소기업지원관

리 연계시스템의 구성개념을 각 그림을 통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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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 정보화

행정 정보화

세외수입인허가

산업정보 정보화

문화 관광

복지

도시계획

교 통

중소기업지원

산업경제 통신망

생활정보 정보화

환 경

방 재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방부
자치구
타 시도

기업
민간단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자치구
타 시도

기업
민간단체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자치구
타 시도

기업
민간단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자치구
기업

민간단체
기타

정보유통 정보유통

정보유통 정보유통

정
보
유
통

정보
유통

정보
유통

정보
유통

정보
유통

N/W 확대

표준화 
법,제도개선
데이터통합
정보화교육H/W 보강

응용Sys.개발

2. 부문간 연계시스템

2.1 부문간 연계시스템 구성개념도

[그림 VI-1] 분야간 연계시스템 구성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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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정정보화 연계시스템

2.2.1 인허가 연계시스템

`

[그림 VI-2] 인허가 연계시스템

인허가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직업소개소

중도매업

농수산물도매업

축산물 작업장

양곡가공업

비료생산업

다단계판매업

통신판매업

석유사업

도시가스업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위생업소

유선방송

공연장

보육시설

노인교실

혼인상담소

예식장

시내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장의버스

화물수송

개인택시운송사업

법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업

공인중개사자격증

외국인택지소유허가

야생조수수출입

페기물수집, 운반

폐기물처리시설

정화조청소

토지형질변경

옥외광고업

전문건설업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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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세외수입 연계시스템

`

[그림 VI-3] 세외수입 연계시스템

세외수입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도소매진흥법위반과태료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석탄사업법위반과태료

전기공사법위반과태료

할부거래관련위반과태료

계량 및 측정관련과태료

양곡관리법위반과태료

상품권과태료

정기간행물등록과태료

직업안정법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문화재보호법위반과태료

공연법위반과태료

체육시설설치이용과태료

시립병원수입

가스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에너지이용관련위반과태료

대기환경보호법위반과태료

소음진동규제법위반과태료

수질환경보호법위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위반과태료

공원사용료

시유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주차장사용료

민방위법위반과태료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폐기물수집수수료

종량제규격봉투판매기금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교통안전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과태료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과태료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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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기반정보화 연계시스템

2.3.1 도시개발분야

[그림 VI-4] 도시개발분야 연계시스템 구성도

도시현황자료

도시계획기본

계획도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지구/

구역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하천대장

건축대장

공사대장

공원현황

산림통계현황

가로수

터미널

도로대장

교통시설물

주차시설

지하철정보

지하철시설물

교통영향평가

안전시설물

소방용수시설

건축물소방검사

민방위시설

환경시설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오염정화시설

오염측정시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수도권매립장

도시개발

환경
교통

방재

지적, 시설물

건설교통부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재무회계시스

템

법무시스템

인허가시스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공장정보

공장입지정보

공단정보

공단입지정보

복지시설

학교정보

병원정보

문화시설정보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시민생활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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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교통분야

[그림 VI-5] 교통분야 연계시스템 구성도

시민생활정보화

관광지도

문화행사정보

장애인현황

세외수입현황

터미널

대중교통운수

업체

정류장(역)

교통시설물

노선정보

자동차

교통위반

주차위반

주차시설

지하철정보

지하철시설물

교통영향평가

교통소통정보

안전시설물

소방용수시설

치안유관기관

민방위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배출차량

도시현황자료

도시계획기본계

획도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지구/

구역

공사대장

교통

도시개발 방재

환경

지적, 시설물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재무회계시스

템

법무시스템

인허가시스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공장정보

공장입지정보

공단정보

공단입지정보

물류유통정보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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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환경분야

[그림 VI-6] 환경분야 연계시스템 구성도

공장정보

공장입지정보

공단정보

공단입지정보

물류유통정보

관광정보

지역보건의료

정보

평생건강관리

시민생활정보화

환경시설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자원

배출시설

배출업소/부담금

배출차량

오염정화시설

오염측정시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통계

폐기물처리시설

용역업자

재활용시설

재활용업자

수도권매립장

청소자원

민간환경단체

대중교통운수

업체

교통시설물

자동차

지하철시설물

교통영향평가

교통소통정보

소방용수시설

의료유관기관

치안유관기관

도시현황자료

도시계획기본계획

도

용도/지구/구역

개발제한구역관리

하천대장

공원현황

산림통계현황

가로수

환경

도시개발

교통

방재

지적, 시설물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재무회계시스

템

법무시스템

인허가시스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환경부



VI. 정보화 기반조성
━━━━━━━━━━━━━━━━━━━━━━━━━━━━━━━━━━━━━━━━━━━━━

- 501 -

2.3.4 방재분야

[그림 VI-7] 방재분야 연계시스템 구성도

응급의료정보

지역보건의료

정보

병원상세정보

장애인정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민생활정보화

건축물안전관리

안전시설물

소방대원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의료유관기관

치안유관기관

자원봉사대

건축물소방검사

민방위관리계획

민방위자원

민방위시설

터미널

대중교통운수

업체

교통시설물

지하철시설물

교통소통정보

환경시설

생태계자원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통계

도시현황자료

도시계획기본계

획도

도시계획시설

지하시설물

하천대장

건축대장

공사대장

방재

도시개발
교통

환경

지적, 시설물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부문

재무회계시스

템

법무시스템

인허가시스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공장정보

공장입지정보

공단정보

공단입지정보

인력정보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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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정보화 연계시스템

2.4.1 문화정보 연계시스템

[그림 VI-8] 문화정보 연계시스템

공공문화시설 국립중앙박물관

체육․공원시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정보 국립민속박물관

문화행사정보 예술의 전당

문예단체정보 국립국악원

문화강좌 문예진흥원

서울대공원 문화정책연구원

세종문화회관 관광공사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시립공연단체

숙박시설, 음식,

쇼핑정보, 관광지

교통 및 지도 등

문화정보

관광

문화관광부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재무회계

민원행정(인허가)

국제협력

공보

여행사

컨벤션산업

기념품산업등

호텔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 교통

교통소통

지하철

노선

주차시설

터미널

- 도시계획

공원현황

기상정보

- 환경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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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그림 VI-9]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상담시설

요양/수용/보육시설

복지대상자

(생보자, 부랑인, 노인,

영유아, 아동, 모자,

장애인, 의료보호)

복지단체

복지자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복지

타시도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재무회계

민원행정(인허가)

건축행정관리

실업자통계
지적공부

무주택자 임대

교통시설물

장애인용 교통

이용정보

민방위자원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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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정보화 연계시스템

 중소기업지원관리 연계시스템

[그림 VI-10] 중소기업지원관리 연계시스템

- 교통

교통소통

지하철

노선

주차시설

터미널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정보

- 환경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

중소기업육성계획 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보육센터

-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운전자금 전시장

중소기업 중소기업혐동조합

공장등록 지역신용보증조합

지방공단 서울형산업육성

중소기업상담

경제․경영일반
인력지원정보
판로지원정보
사이버마켓몰
생산입지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관리정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관광산업

소비자동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취업

평생교육

생활정보화

타 시도 및

공공기관

재무회계

민원행정(인허가)

행정정보화

서울산업경제

통신망

자치구 기업/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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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통신 네트워크

1.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기술동향

1.1 개요

 정보통신망은 음성급 아날로그통신망에서 디지털통신망으로 변화하고, 64Kbps 이하

의 저속통신에서 155Mbps급을 기본으로 하는 광대역 초고속통신 ATM전송방식으

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또한 전화교환망, 데이터교환망 등 용도별 다양한 통신망에서

종합통신망으로 통합되고, 고정된 통신에서 개인화, 이동화로 발전되고 있다.

Core
Backbone

Concentration
Layer

Edge
Access
Point

Edge
Access
Point

PSTNPSTN

PSTNPSTN

LeasedLeased
LineLine

ConnectionConnection

LeasedLeased
LineLine

ConnectionConnection

-  -    HeadquatersHeadquaters

--   Remote OfficeRemote Office

Mainframe
PBX

Local
Controller

Remote  
Controller

PBX

 · Hos t  위주의
  Computing에서
  Ope n Ne twor k으로
  전이되는 과정 

 · T CP/IP  Data사용
 · Data  T r affic의 증가
 · 부분적으로 음성과
   Data의 통합이 시도됨

 · 다양한 프로토콜의 사용
   

Core
Backbone

Layer

Public
F/R or
ATM

Network

Internet

Server

Router

Router

[그림 VI-11] 네트워크 구축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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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거리통신망(LAN)

 LAN은 전화망 등의 광역망과는 달리 법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네트워크로서, 최근에는 기업활동, 사업운영, 공공단체 등

의 필수적인 정보인프라시설로서 정착되었다.

[표 VI-1] LAN의 종류

   LAN 종류
 악세스

제어방식

배선 

도폴로지

전송

속도(BPS)
 전송매체

이더넷
10BASE-T CSMA/CD 스타 10M UTP

100BASE-T CSMA/CD 스타 100M UTP

토큰링 토큰패싱 링크 4M/16M UTP

토큰버스 토큰버스 버스 1/5/10M
동축

케이블

FDDI 토큰링 링크 100M 광화이버

ATM ATM 스타 155～622M 광화이버

100VG-anyLAN
디멘드우선

악세스
스타 100M UTP

무선LAN
CSMA

/CA
- 2/15M 무선

 차세대 LAN에 대한 요구조건

◦ 고속성: CPU, 네트워크 OS, 내부버스, 주변기기 인터페이스의 고성능화에 알맞은

고속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 확장성: 실효전송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네트워크노드의 증설이 가능해야 한다.

◦ 유연성: 각 네트워크 노드에 가변전송속도로 전송 가능해야 한다.

◦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송: 전송정보의 실시간성, 연속성을 보장하고 LAN간 접속으

로 WAN(Wide Area Network)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

 LAN의 발전동향

◦ 멀티미디어에 대비 고속․광대역의 ATM-LAN이거나 단말기의 이동성향상, 배선

문제의 해결 등으로 무선 LAN 등이 최근 기술동향이다.

◦ 여기에 차세대 FDDI로서 FFOL(FDDI follow-on LAN) 또는 컴퓨터간의 초고

속 인터페이스(high performance parallel interface: HIPPI)등의 Giga비트

LAN의 활용이 초기 설치단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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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역통신망(WAN)

 초고속 가입자망 접속기술

◦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기존 전화선(동선)을 이용한 고속 디지털

신호전송방식으로 음성대역 모뎀(4kHz대역의 56kbps)와 xDSL(수십Mbps)을 활

용한다. 배선망 구축시 제약이 따르고 누화, 신호간섭(Interference)등에 의해 서

비스 품질이 저하된다. ADSL/HDSL, SDSL 등이 있다.

◦ FTTx(Fiber To The x): 광케이블을 이용한 대역폭 확장과 가입자 배선능력을

개선시킨 방식으로 가입자 구간의 전송거리와 전송대역의 제약을 완화하였다.

- FTTR: 동선구간을 ADSL/HDSL이용, 수백～수천 가입자 수용

- FTTCab: VDSL이용, 1～1.5Km 반경내의 수십～수백 가입자에게 13～26Mbps

의 데이터 전송

- FTTC: 500m 이내, 32～64의 가입자 수용, 26～52Mbps 데이터 전송

- FTTH: 광케이블만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주거가입자망의 트래픽 극대화가 예상

된다. BISDN구조를 가진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향후 동향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욕구 또한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그 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오던 각종 서비스를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B-ISDN기반의 ATM방식이다.

◦ ATM은 기존 이더넷, Token Ring 및 FDDI 등에서 발견되던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그 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오던 통

신망 상의 각종 서비스(전화, 데이터, 팩스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ISDN

이 등장한 이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역폭 또한 급증하고(동영상을 포함한 실시

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등),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광전송(Optical Fiber)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백

Mbps 이상의 초고속으로 데이터 장거리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 향후 네트워크의 구축은 ATM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네트

워크 구축방향은 ATM을 백본으로 하여 이더넷, Token Ring, FDDI 등을 ATM

으로 에뮬레이션 하는 형태로 구축하는 방향이며 향후 모든 네트워크 자원이 ATM

으로 변화하기에 용이한 방향으로 구축되어 나갈 것이다. 현재는 확고한 기술적 기

반과 사용자의 지지를 받고있는 FDDI기술과 ATM네트워크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

이다. 그러나 ATM은 발전하고 있으나 확고한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

문에 ATM 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재로서는 투자가치가 불확실하며 별도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더욱이 기존 네트워크 장비보존도 추가적인 부담이므

로 네트워크 구축시 내부의 환경을 고려하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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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선통신망

1.4.1 사설망(Private Network)

 일정 지역내 컴퓨터 상호간을 연결하여 장비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리통신망

은 10BASE 이더넷중심에서 최근 국내 경우도 고속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

서 프레임릴레이, FDDI, DQDB, SMDS, ATM-LAN 등 고속통신수단을 기반으로

한 광역통신망(Wide Area Network) 업무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음성전화교환망인 구내교환기 PBX도 ISDN이 가능한 IPBX교환기로 변화되고,

컴퓨터와 결합된 지능형교환기(Computer Supported Telephone)로 발전되어 간다.

1.4.2 공중망(Public Network)

 기존음성전화교환망인 PSTN과 데이터전송 전용교환망인 PSDN에서 음성․데이터․

영상까지도 통합 수용이 가능한 ATM전송방식의 초고속정보통신용 광대역종합정보통

신망으로 발전하여 실용화되고 있다.

 또한 망의 지능화로 다품종 소량서비스, 주문형서비스를 지원하며 지능망(IN)에서 고

도화된 차세대지능망(AIN)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유선방송망에서도 쌍방향 광유선방송망으로 발전하고 아날로그에서 MPEG-2를 수용

하는 디지탈로 고도화되고 궁극적으로 B-ISDN(Broadband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으로 통합 발전될 전망이다.

1.5 무선통신망

1.5.1 사설망(Private Network)

 정부, 공공단체, 기업 등 특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주파수관리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해당주파수대역을 할당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선국을 개설․운영

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산업용 : 워키토키, 공장자동화

◦ 공공업무 : 경찰, 소방, 도로관리, 민방위통제, 상하수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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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공중망(Public Network)

 개인휴대이동전화통신망

◦ 개인이동통신망은 아날로그통신망(AMPS)에서 디지털방식(TDMA, CDMA)으로

전환, 실용화 중이다.

◦ 개인휴대통신(PCS)은 1.8Ghz대역사용으로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제공 중이다.

◦ AIN으로 서비스고도화가 실현되고 여기에 ISDN기반의 육상망과 결합시켜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통화가 가능한 미래 이동통신서비스 프로젝트인 FPLMTS

(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IMT-2000으로

발전하여 상용화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주파수 공용통신망(Trunked Radio System) 및 무선데이터 통신은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나 최종단계에서는 FPLMTS로 통합될 예정이다.

1.6 위성통신

 위성통신은 적도상공 약 3,6000Km의 통신위성을 매체로 한 통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초에 무궁화위성을 적도상공에 쏘아올려 위성 TV방송과 기간통신

사업자간의 전국커버용 CATV방송프로그램 보급망, 기간통신사업자 우회통신망 확보

등 서비스 초기단계이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민방위통제업무․재난통신,

사고현장 임시통신개설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있다.

 통신위성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광역성 : 전 국토를 완전히 서비스 가능

◦ 동보성 : 전 국토를 동시에 서비스 가능

◦ 대용량성 : 다른 통신방식에 비하여 많은 회선용량을 수용

◦ 비상성 : 재난, 비상사태 등 긴급사태 대비가 가능

◦ 회선구성 신속성 : 효율적인 망구성이 용이

1.7 전산환경 기술발전동향

1.7.1 네트워크화

 컴퓨터네트워크시스템은 처음에 집중처리방식으로 시작하여 발달하다가 1960년대 후

반에 TSS(time sharing system)방식이 출현되었다. TSS는 중앙에 대형의 컴퓨터

를 배치하고, 원격지에서 다수의 단말이 공동 이용하는 형태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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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스템의 보급․발전을 촉진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분산시스템 즉 클라이언트 서버구조가 그룹웨어 개념으로 발전하여

기업, 공공단체에 도입이 시작되면서 LAN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네트워크동향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조직내부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융합하는 인

트라넷 환경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이다.

 과거: HOST 환경

◦ 중앙에 대형컴퓨터시스템을 두고 사용자가 데이터 통신회선, I/O채널로 연결된 단

말기를 통해 주전산기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통신프로

토콜은 X.25를 패킷통신망을 많이 사용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국가업무인 주민등록전산망이 대표적인 HOST환경의 패킷

통신망이다.

 현재: 2-Tier Client/Server 환경

◦ 초기 컴퓨터네트워크화의 목적은 분산처리, 정보자원의 공용, 정보자원의 분산, 협

동작업환경 제공 등이다.

◦ 정보나 자원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의 컴퓨터를 서버라 하고 서버에

요구하여 정보나 자원을 이용하는 역할의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일반적으

로 2-Tier 구조에서는 Client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프리젠테이션로직과

비지니스로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처리는 Client에서 일어나고

Server는 단지 요청받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넘겨주는 데이터로직 기능을 담당한

다. 이 경우의 Client가 fat client이다.

◦ 이들의 상호관계를 네트워크화하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

행하는 방식이 클라이언트/서버환경이다.

◦ 윈도우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은 이러한 환경을 채택한 것

으로서 클라언트/서버 환경은 네트워크내 개방형시스템 도입으로 가능해졌다.

 미래: Muli-Tier Client/Server 환경

◦ 전산 시스템 구조의 기능을 3계층의 논리적 요소, 즉 Presentation Logic,

Business Logic 및 Data Logic으로 구분한다.

◦ 3 계층의 논리적 소프트웨어 요소를 3 계층의 물리적 모델에 할당한다. 이와 같이

논리적 소프트웨어 구조를 물리적 계층 모델에 대응시킨 것을 3-Tier, N-Tier 또

는 Multi-Tier Architecture라고 한다.

◦ 이는 Business Logic을 여러 개의 sub-component로 나누어 여러 개의 애플리

케이션 서버에 할당하고, 할당된 애플리케이션 서버간에 계층적 종속관계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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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즉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호출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구조에서는 N개의 Tier 구조가 가능하다.

1.8 인트라넷(Intranet)

 인트라넷의 개념

◦ 인트라넷은 인터넷기술을 기업내 네트워크 시스템에 도입한 개념으로 조직내부에서

만 이용하는 인터넷으로 등장하였다.

◦ 인터넷의 요소기술인 TCP/IP, HTTP, Web브라우저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관공

서, 기업 등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LAN환경’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인트라넷의 장점

◦ 인터넷 검색도구인 웹브라우저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편리

◦ 그림, 음성 등 멀티미디어 자료 교환이 용이

◦ H/W운영체계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개발환경 제공이 가능

◦ 개방형시스템구조로 S/W 확장이 용이

◦ 기존환경활용으로 구축비용이 저렴

◦ 네트워크 관리가 단순

◦ 내외부 정보공유가 가능

 인트라넷의 단점

◦ 기존 방식에 비해 보완성이 취약

◦ 인트라넷 개념 및 관련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

◦ 네임서버가 필요하고 액세스 제어규격설정이 필요

◦ 정보의 작성/수정의 문제

 향후 발전기술

◦ 내부 그룹웨어(전자우편, 게시판 ,결재) 활용

◦ 광고, 홍보 등 온라인 문서출간

◦ 조직내부와 외부를 연계하는 정보검색

◦ CALS기반분야 : EDI 및 상거래의 표준서식교환 가능

 인트라넷 구축시 고려사항

◦ 방화벽 등 강력한 보안체계 구축필요

◦ 정보공유 범위에 따른 웹서버 운영원칙 필요(설치위치, 가동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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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웹서버의 HTML기반의 취약점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간시스템과 연동시 웹서버와 DB분리 운영

◦ 홈페이지 정보(Contents)를 수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정보/수정 관리체계 구축 및 웹 관리자 육성 필요

1.9 인터넷(internet)

1.9.1 인터넷의 의의

 인터넷이란 전세계 어디서나, 누구라도 접속하고자 하는 상대편 컴퓨터나 LAN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전세계의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또한 TCP/IP라는 공통의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주소체계에 따라 찾아 접속하여 나가

는 통신체계로서,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수용된 고유주소(IP주소)만 있으면 어디라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이용하여 관공서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시민의견 수렴,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

급받을 수 있는 one/non-stop 홈 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에 있다.

1.9.2 인터넷 기술동향

 이용자접속기술

◦ 아나로그 모뎀기술 : 기존전화선을 이용한 음성급 모뎀을 56Kbps급까지 상용화

◦ N-ISDN기술 : 144Kbps까지 전송 가능

◦ xDSL기술(전화선이용) : 디지털 모뎀기술로 기존 동선케이블을 활용한 기술로 상

향/하향전송속도가 다른 통신속도로 가입자인 각 가정까지 서비스 고속통신이 가능

한데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보급 중에 있다.

◦ CATV기술(케이블 모뎀기술) : 현재 하향은 39Mbps, 상향전송은 10Mbps 가능

하나 향후 ATM기반의 케이블모뎀이 표준화되어 고속 인터넷,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LAN과의 접속을 위한 라우터 기술 : 고속통신실현을 위해 스위치 형태로 발전되

고 있으며 음성 및 동영상 통신을 위해 ATM -LAN 스위치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통신 프로토콜 기술 : 현재 인터넷 프로토콜의 기본이 되고 있는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4)의 경우 주소 고갈의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32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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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IPv6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정보처리 기술

◦ 자바언어의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네트워크 컴퓨터의 보급이 증대하며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 기술로서 자바빈스기술과 분산처리기술과의 결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 자바 애플릿으로 개발하여 서버의 웹페이지에 설치된 문서편집기와 같은 사무용 소

프트웨어의 경우 단순히 이용자가 웹검색기로 해당 웹페이지를 검색함으로써 원하

는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이용자는 고가의 다기능 PC가 불필

요하며 웹검색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가의 네트위크 컴퓨터 활용이 가능

해진다.

 정보보호기술

◦ 외부의 불법침입 차단기술은 비인가자의 사용을 막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및 주기적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감시하여 이상 발생시 조기경보 기능을 갖도록

발전하며, 또한 침해시 자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능화되었다.

◦ 정보내용의 보호를 위해 정보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밀성 확보와 위/변조 방

지를 위한 무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암호 알고리즘을 내장한 안전

OS, 안전 DBMS등이 복합화, 고도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인증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기술로서 사용자의 신원확인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생물학적 특징 등 모방하기 어

려운 것을 이용하는 등 점차 고도화될 전망이다.

1.10 네트워크 보안

 개요

◦ 정보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사고로는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장애와 외부사용자의 미숙, 내부자에 의한 컴퓨터 범죄 가

능성과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외부망의 접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해커의 침입 등이

있다. 또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연결은 회선상의 불법도청 등의 위험이 있으며,

자연재해로 비롯되는 장애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요소로 인한 시스

템의 중단은 사용자 서비스 측면과 조직의 경쟁력 저하, 경제적 손실 등 여러 형태

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안관리시스템의 목표

◦ 보안성(Confidentiality)의 보장 : 비인가자, 불법침입자의 접근제어를 통해 비밀

자료의 기밀성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무결성(Integrity)의 유지 : 비인가자, 불법침입자에 의해 자료의 변경, 삭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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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여 원래 상태를 보존․유지한다.

◦ 가용성(Availability)의 확보 : 적시, 적소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 가능

한 상태를 확보한다.

 보안 기법

◦ 감사추적 : 보안감사를 쉽게 하기 위해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에서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사용 및 사용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동을 기록한다.

◦ 경로지정 통제 :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지정해 준다.

◦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원의 허가되니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 접근을 통제한다.

◦ 인증교환 : 송/수신자간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 암호화 : 네트워크 상의 전송 또는 저장된 기밀 데이터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판독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시킨다.

◦ 디지털 서명 :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증하고 송수신자가 정보를 생성, 처리, 전송,

저장 등의 행위를 한 사용자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송 데이터에 서명과 같은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표현한 일종의 암호화이다.

1.11 네트워크 관리

 망관리의 등장배경

◦ 소규모의 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통신장비 및 컴퓨터 시스템의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이 망이 확장되면 될수

록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의한 통신장비 및 시스템의 수는 많아지게 되므로, 이들

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망의 확장,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

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비단 망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되는 비용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낭비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 수많은 업체에서 제작된 많은 종류의 장비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 그룹은 망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제정하고 있으

며, 이러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통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

이다. 현재 잘 알려진 망관리 프로토콜로는 SNMP(Simple Network Manage-

ment Protocol)와 CMIP(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등

이 있다.

 망관리 구조

◦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네트워크 관리구조들은 동일한 기본구조를 사용한다. 컴

퓨터 시스템이나 통신장비 등의 관리장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으며 각 관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관

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다. 발생한 문제가 어떤 정해진 한계치를 넘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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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에게 망관리프로토콜을 통하여 경보를 전송하게 된다. 경보를 수신한 관

리시스템은 운영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

차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관리시스템은 각각의 관리대상들에게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해 문의(Poll)할 수가

있는데 이는 자동적으로 수행되거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리대상들은 관리시스템의 문의에 대해 각자가 유지하고 있는 관리데이터베

이스를 참조하여 이 정보를 관리프로토콜을 이용, 관리시스템에게 알려주게 된다.

 망관리 모델

◦ ISO에서는 망 표준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ISO에서 제시한 망관리모델은

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5가지의 개념적

인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즉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 형상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회계관리(Accounting Management), 고

장관리(Fault Management) 및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가 그것이다.

◦ 성능관리는 망의 성능이 어떤 주어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망의 성능과

관련된 여러가지 측면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형상관리는 망의 동작과 관련된 여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형상 정보

들이 추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망 및 시스템의 형상 정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회계관리는 사용자나 혹은 사용자 그룹에서 망자원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망자원의 사용도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

여 망자원에 대한 효율적 분배 및 사용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비용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 고장관리는 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검출하고,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거

나 혹은 수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보안관리는 허가된 사용자만이 망자원을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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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 구축사례

2.1 중앙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2.1.1 초고속 정보통신망 제1단계 사업

1) 초고속국가망 구축

 초고속국가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재원을 투자해 전국 주요 도시와 중소 도

시간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연결하는 고속․대용량의 기간전송망이다. 초고속국가망사

업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초고속망을 이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95년부터 2010년까지 8,114억을 투자해 단

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초고속국가망사업의 1단계 추진 결과, 먼저 서울, 대전 등 전국 80개 주요 도시를 연

결하는 고속․대용량의 기간전송망(155Mbps～2.5Gbps)을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1단계(’95.4 ～ ’98.4)에는 1,755억원을 초고속국가망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

에 지원하여 전국 80개 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공중망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ATM상용교환망을 구축하기에 앞서 ATM교환망의 성능, 안정성 등을 시험․검

증하기 위하여 ’97년 12월에는 전국 5대도시에 총 7대의 현장시험용 ATM 교환기를

설치하여 시범망을 구축하였다. 1차로 국가, 대학, 연구기관 등 이용환경이 고도화되

어 있는 43개 이용기관을 선정하여 ’98년 6월말부터 ATM 시범서비스와 ATM 시범

교환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8년 하반기에는 시범 이용기관

을 추가로 선정하여 프레임릴레이 연동서비스 등 다양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다. 이러한 ATM시범교환망은 ATM시범서비스 종료 후 초고속국가망 제2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9년경에 상용망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초고속국가망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97

년 9월에 초고속국가망인터넷(Pubnet)을 전국 5대 도시간에 45Mbps～155Mbps

급 속도로 연결하였다. 국제회선은 인터넷교환노드(KIX)를 통해 미국 10Mbps, 일

본과 유럽을 각각 2Mbps급으로 구축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회선을 통합하여 ’98년 5월부터는 한․미간 20Mbps급으로 증속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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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국가망서비스관리센터를 ’97년 9월에 구축하여 국가망사업자 망관리시스템과 연동

한 서비스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초고속공중망 구축

 초고속공중망은 2010년까지 기업, 일반 가정 등 민간부문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자체 계획에 따라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고속․대용량의 정보전

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망이다.

 제1단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시내전송망의 경우 기존에 동선구간이던 237개 시내

구간을 광케이블화하고, 저속의 비동기식 전송장비로 구축된 구간은 동기식 광전송장

치로 전환하여 고속화하였다. 가입자망의 경우에는 대량수요 밀집지역인 524개 구간

에 광케이블 가입자 간선망을 구축하였으며, 대량회선 수용건물 1,855동에 광케이블

인입선을 설치하여 대량의 수요가 있는 민간부문이 초고속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속의 회선수요가 있는 기관이나 단기간에 광가입자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기관

에는 기존 동선을 활용한 디지털가입자망(HDSL)을 구성, 23,608명의 가입자를 수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선도시험망 구축

 정부는 초고속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관련기술과 응

용서비스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초고속선도시험망을 운영하고

있다.

 ’95년 7월 서울과 대전간 2.5Gbps급 광전송장치와 ATM시제품교환기를 설치하여

선도시험망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타통신망과의 연동시험의 일환으로 ’98년 4월부터 위성망과 연동시험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해외 초고속망과의 연동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한․일

APII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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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초고속 정보통신망 제2단계 사업

1) 초고속국가망 구축

 초고속국가망 제1단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제2단계 사업(’98～2002)에서는 80개

지역의 기간전송망을 수요증가에 따라 고속화하고, 전국의 모든 이용기관이 고속․대

용량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시내접속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드와 접속점을 전국

의 시내통화권역(현재 144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초고속국가망 구축과 병행하여, 가입자망 고도화 부문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

진토록 하였으나 최근 경제 여건의 악화로 투자여력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구축된 기간전송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초고속정보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으로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광케이블, xDSL,

무선 등을 이용한 초고속가입자망의 조기 구축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표 VI-2] 연도별 초고속국가망 구축계획

(단위 : 개)

구축년도 1단계 '98 '99 2000 2001 2002

신규지역 - 14 13 13 13 11

누 계 80 94 107 120 133 144

주 : 연도별 구축계획은 해당지역의 수요, 도로 확․포장계획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

 ATM교환망은 ’97년 12월에 구축한 ATM시범교환망의 서비스 운영결과와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이용기관 수요 등을 고려하여 ’99년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50여대

의 ATM교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2002년에는 중소도시 지역까지

신규로 확대하고, 대도시 지역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약 50여대를 추가 설치함으로

써 ATM교환망을 주축으로 한 전국적인 초고속기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 초고속공중망 지원

 초고속공중망은 초고속국가망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된 기간전송망을 기반으로 시내전

송망과 가입자망 부문을 확대하여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인 초고

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광케이블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수요에 따라 xDSL, 광

대역무선통신망, 위성망, CATV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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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3] 시내전송망의 연도별 구축계획

(단위 : 개)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계

구간수 83 25 8 - - 116

누 계 320 345 353 - - 353

[표 VI-4] 광간선망의 연도별 구축계획

(단위 : 개)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계

구간수 30 32 140 160 150 512

누 계 554 586 726 886 1,036 1,036

 시내전화국간 초고속망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시내국간 전송로를 광케이블로 구축하

고, 대용량의 수요처와 수요 밀집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일반가정과 기업의 수

요 요청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가정과 소규모 회선수요처의 초고속망 수요에는 기존의 동선으로 된 전화선

을 고도화한 xDSL망으로 2002년까지 350만 가입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

입자 선로의 신․증설이 어려운 구간에는 무선가입자망을 우선 구축하고 대형 이용기

관과 중요기관의 선로를 유․무선으로 이원화하여 2002년까지 30만 가입자를 수용

할 예정이다.

3) 선도시험망

 선도시험망의 고도화와 확충을 위해 ’98년에 현장시험용 ATM교환기를 상용ATM교

환기로 교체할 계획이며, 2002년까지 이용자의 요구와 기술 발전추세에 맞춰 기존

ATM교환기에 다양한 기능을 보강, 선도시험망을 통한 첨단연구개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GigaPoP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8년부터 위성망과 광대역무선통신망 등 타 통신망과의 다양한 연동시험을 실

시하고, 시험결과를 토대로 타 망간 상호접속을 위한 기술적 조건(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해외시험망과의 연동시험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한․일, 한․싱가포르간 APII 테스트베드를 각각 구성하여 초고속 관련 응용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술 등에 대한 공동실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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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 동경도 ATM 네트워크 구축사례

2.2.1 멀티미디어 실험 프로젝트

 일본국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중심으로 ATM방식의 지역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는

동경도가 실험 중인 각종 멀티미디어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하수도관리정보 멀티미

디어 통신실험과, 臨海副都心멀티미디어실험을 하고 있다. 하수도관리정보 멀티미디

어는 하수도 관거에 광케이블을 포설 네트워크를 구축․이용하여 도시 인프라설비로

서의 하수도시설관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내 이용실험을 하고 있고, 임해부도심실

험은 CATV용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시민 지역정보화 실험을 하고 있다.

 하수도관리 멀티미디어 실험

◦ 효율적인 하수도사업운영과, 도시안전성의향상, 하수도 직장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총괄적 관리와 정보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한다.

◦ 여러 지점에서 동시텔레비젼회의나, 전용전화망, 행정텔레비젼 방송프로그램 보급

등의 공통기능이라든지, 설비 관리정보의 일원화를 목표로 한 설비유지관리정보시

스템, 레이다우량계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송신하는 강우시스템, 원격지로부터 운전

데이터전송이나, ITV(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 화상전송으로 운전정보를 일원적

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운전지원을 목적으로 한 운전관리정보시스템, 여기에 하수도

대장정보시스템 등의 실험시스템이 구축․운영 중에 있다.

◦ 일본동경도청의 하수도관거를 이용한 광케이블 프로젝트 구축사례는 [부록 VI-1]

을 참조

 임해부도심 멀티미디어 실험

◦ 임해부도심 멀티미디어 실험프로젝트는 보다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차세대 CATV실험과 공공서비스, 원격서비스의 모델 실험을 시행하고 있

다.

◦ 차세대 CATV실험은 임해부도심내 공동구내에 포설 CATV 광화이버망을 이용하

고, 주문형비디오, CATV전화 고속인터넷, 텔레비젼회의 등 서비스를 구역내 주택

이나 오피스빌딩에 제공하고 있다.

◦ 선진제안실험은, 앞에서 말한 광화이버와 하수도관거내 광케이블을 접속하고 도시

구내에 연결하고 복지정보, 기상, 도로정보, 방재정보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로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On Demand 시스템, 원격지부터 건강측정기나 영상정보를

근거로 의사의 건강상담을 행하는 원격지 건강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 또한 선진제안실험 외에도 INS1500회선을 이용한 원격교육실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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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도영지하철 터널 등에 있어서 광통신망 구축

 철도사업목적에 필요한 업무용 정보전송로로서 지하철노선내 광케이블를 포설하고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송수요증대에 대처한 종합적인

정보전송로 정비를 한다. 또한 21세기의 고도정보사회를 향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

시설 활용으로 검토한다.

 연도별 구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VI-5] 도영지하철내 광전송 네트워크 연도별 구축계획

사업명
계획의

내용
 1차년도 2～3차년도

  연도별 계획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도영

지하철

건설

광전송

네트워크

구축

65Km 18km - 18Km -

2.3 미국 노스 케롤라이나 정보하이웨이

 미국 노스 케롤라이나의 경우 ATM통신망을 이용한 정보하이웨이 실용화 수준이 매

우 진전되어 있다.

 노스 케롤나이나는 면적 1,264㎢, 인구 662만명이 살고있는 주로서 주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센타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 추진 중에 있다. 광케이블포

설 거리도 3,200마일에 이르고 있다.

 네트워크이용 목적은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공통서비스 등 각종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크 활용분야

◦ 행정정보통신

- 네트워크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와 각종행정업무간의 정보교환에 이

용하고 있다.

◦ 의료

- 종합병원의 전문의사간 쌍방향영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료혜택을 적게 받는 지

역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997년 5월에는 일본 九州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두 나라간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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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주내 공립학교를 쌍방향 영상네트워크로 접속하고, 교육수준 균일화와 고도화를

목표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 교사간의 교육에 관한 각종정보교환에 이용한다.

-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이나 형무소내 복역자에 대한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

◦ 기타

- 재판비용의 절감이나, 안전성향상을 목적으로 TV를 이용한 재판이나, 경찰․소방

훈련 등에 이용되어 지고 직업훈련, 전자출판등, 민간기업의 상업이용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3. 서울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현황

3.1 네트워크 구축현황

 서울시 네트워크화는 본청․자치구를 중심으로 청사내 근거리 통신망을 1998년도까

지 구축을 완료하고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정보공유와 사무처리의 신속․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 전체기관에 대한 행정정보유통을 위해 본청․자치구․산하기관을 연결하는

광역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3.1.1 LAN 구축 현황

 근거리 통신망(LAN) : 본관 ～ 별관 ～ 시의회 건물내 각 부서 연결

◦ 1단계 : 내부행정망 800노드, 인터넷망 300노드 (현 운영 중)

◦ 2단계 : 내부행정망 1,950노드, 인터넷망 650노드 (확장설치 중)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후 설치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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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 시설 현황

◦ 서울시청

[표 VI-6] 서울시청 LAN 시설현황

(1998년 10월 현재)

주 전산기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구성  

   

네트워크접속

사용자 
통신회선 전산실규모

그룹웨어서버

SUN-5000: 2대

인터넷서버

IBM-6000: 1대

NMS서버: 2대

S/W허브16대

라우터 : 4대

CSU : 13대

NMS : 2대

컴서버 : 3대

허브 : 232대

UTP케이블

4P : 208Km,

25P : 49Km

광케이블 : 3Km

행정망접속사용자

: 2,050노드

인터넷접속사용자

: 850노드

초고속전용

임대회선

E1급: 10회선

전산실: 2개소

LAN실: 7개소

[표 VI-7] LAN 장비현황

ATM전송장비 네트워크장비 PAD장비 모뎀장비 부가장치 

ATM주장치:3대

FRAD :3대

ATM주장치:3대

NMS : 1대

S/WHub :3대

라우터 : 3대

CSU : 12대

DSU : 51대

MUX : 2대

PACKET: 3대

4ch 1대

8ch 21대

16ch 16대

2400Bps: 62대

9600Bps: 118대

NC4CH : 1대

NC8CH : 15대

LDM : 58대

TTY서버 2대

DNS 8대

◦ 전산정보관리소(근거리통신망)

[표 VI-8] 전산정보관리소 LAN 시설현황

주 전산기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구성  

   

네트워크접속

사용자 
통신회선 비    고

이메일서버1대

인터넷서버1대

교육용서버1대

NMS서버 1대

S/W허브1대

라우터 : 1대

CSU : 2대

컴서버 : 3대

허브 : 30대

UTP케이블

4P : 208Km

25P: 49Km

광케이블

: 3Km

행정망접속사용자

:280노드

인터넷접속사용자

:280노드

초고속전용

임대회선

인터넷5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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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표 VI-9] 자치구청별 LAN 구축현황

구분

구청

LAN 구축내용

종로구청 Router방식 19개동사무소,본관별관 420노드

중구청 NC사용 모뎀방식(X.25)9.6K 15개동사무소,본관,별관,의회 300노드

용산구청 NC사용 모뎀방식(X.25)9.6K 20개동사무소,본관 의회 150노드

성동구청 RAS방식 20개동사무소,(9.6K) 본관,보건소 443노드

광진구청 RAS방식 16개동사무소,(9.6K) 본관1,2별관 250노드

동대문구청 라우터방식64K 26개동사무소,본관,의회,교육장200노드

중랑구청 TTY Server방식 9.6K20개동사무소, 본관140노드

성북구청 NC사용모뎀방식(X.25)30개동사무소, 본관,별관 163노등

도봉구청 라우터방식56K 15개동사무소 본관,별관,보건소 414노드

노원구청 라우터방식64K 24개동사무소 본관,의회 300노드

은평구청 라우터방식56K20개동사무소, 본관170노드

서대문구청 라우터방식56K14개동사무소, 라우터방식7개동사무소, 본관 80노드

강북구청 라우터방식56K18개동사무소, 별관,본관,의회 보건소,550노등

마포구청 라우터방식56K 24동사무소, 본관, 의회 650노드

양천구청 라우터방식56K 20개동사무소, 본관,구의회,보건소 375노드

강서구청 NC를 통한모뎀방식 22개동사무소,본관, 별관100노드

구로구청 FRAD방식64K 17개동사무소, 본관,보건소,별관1,2 269노드

금천구청 FRAD방식64K 14개동사무소, 본관, 별관 150노드

영등포구청 라우터방식56K 28개동사무소, 본관,보건소220노드

동작구청 라우터방식56K 20개동사무소, 본관,별관 보건소 400노드

관악구청 DSL모뎀방식25개동사무소, Router방식2개동, 본관, 130

서초구청 FRAD방식 19개동사무소,(56K) 본관300노드

강남구청 라우터방식 26개동사무소,본관,별관,보건소,의회 1,100노드

송파구청 FRAD방식 28개동사무소 (56K)본관,별관, 보건소500노드

강동구청 20개동사무소당 5대 라우터방식(64K) 본관, 별관(1,2,3) 보건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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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WAN 구축 현황

 광역통신망(WAN) : 시청 ～ 전산정보관리소 ～ 자치구연결

◦ 1단계 : 시청ㆍ전산정보관리소 및 자치구 연결(’98.5월)

◦ 2단계 : 산하 사업소 확대(’98.12월)

 통신망 현황

전산정보관리소 본 청

자 치 구 본부 / 사업소

ATM Switch

ATM Switch

ATM
Switch

ATM
Switch

F
D
D
I

FRAD

DB

DB

50 Port
대형

Router

CSU/DSU

L
A
N

L
A
N

L
A
N

FRAD

FRAD

FRADL
A
N

DB

L A N

DSU

Router

Router

CSU L
A
N

H
U
B

서소문
제 1,2 별관

별관

동사무소

단말기설치
기관(23개소)

LAN운영기관
및

자체주진기관
(17개소)

[그림 VI-12] 서울시 광역통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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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인터넷 현황

 서울시 인터넷은 ’96년 7월부터 서울시 대표홈페이지『서울포커스』로 개설하였으며,

산업경제정보통신망 등 홈페이지가 필요한 각 실․국별로 개설 링크방식으로 운영하

고 있고, 자치구 및 산하기관도 홈페이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서울시 인터넷 운영 현황

[표 VI-10] 서울시 인터넷 운영현황

구  분 서 울 시 청 자  치  구 본   부 투 자 기 관

홈페이지

도메인명

http://www.

metro.seoul.kr

23개 차지구

운영중
없 음 4개기관 운영중

전자우편

운영

400여명개별

도메인 부여

운영중

20개 자치구

운영중
없 음 3개기관 운영중

IP어드레스

용량

C클래스 4개

확보

C클래스 1～2개

확보

상수도사업본부

C크래스1개

C클래스 1～2개

확보

WEB전용

서버운영
주전산기2대

20개 자치구

별도 확보운영
없 음 3개기관운영

네트워크

구축

행정망과

네트워크 물리적

분리운영

행정망과

네트워크 물리적

분리운영

행정망과

네트워크 물리적

분리운영

행정망과 네트워크

물리적 분리운영

ISP 업체
초고속국가

인터넷전용망

한국전산원

아이넷

데이콤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통신속도 E1급 56Kbps～E1급 E1급 128K～ 512Kbps

접속사용자 850노드 100～150노드 70노드 50노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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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행정전화망

 행정전화망은 본청을 중심으로 서울시 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를 연결하는 구내전화

망을 한국통신의 음성급 전용회선을 임대 구축운영 중에 있다. 또한 국가단일행정전

화망과도 연계 구성되어 전국이 단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 VI-11] 서울시 행정전화망 시설 현황표

구 분 서울시청 자 치 구 본 부 투자기관

전화교환방식

및 기종

PABX 전자교환

장치(아나로그)

PABX 전자교환

아나로그: 13기관

디지털 : 12기관

PABX 전자교환

장치(아나로그)

PABX 전자교환

장치(아나로그)

DOD/DID회선 600회선 100회선: 14기관

150회선: 11기관

100회선 :3기관

577회선 :

소방방재본부

100회선미만

키폰 전화장치 주장치: 67 대

자장치 : 1,500대
키폰운영 :15기관 3개 기관운영

구내전화가입자 2,500대
평균각자치구당

400대～500대

500대

소방본부:2400대

상수도 :1930대

500～1000대

ARS장치

체납안내

FAX동보장치

수위관측시스템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동보지령장치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FAX장치 127대 평균 50대미만 230대(4기관)

전용회선 117회선 175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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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행정무선통신망

 서울시 행정업무용 무선통신망은 1980년대초 건설국에서 서울시 전역의 가로등 점

등, 소등 원격제어를 위해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민방위 통제소에는 유사시 서울시

전역에 산재된 싸이렌 취명을 위해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있다. 또한 소방방재본부

등의 방재지휘 통신망이 중요한 시설로 운영 중에 있고, 그밖에 산불예방, 청사내 방

호용 휴대무전기 등이 있다.

[표 VI-12] 서울시 무선통신망 시설 운영현황표

무선망목적 사용주파수대역 무선국수 운 영 부 서 

가로등통제용 VHF대역 152M

기지국13국

이동국22국

휴대국 2국

도로운영과

상수도사업용 VHF대역222M

기지국 28국

이동국 103국

이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무선통신망
UHF대역16채널

VHF대역 4채널

기지국 155국

이동국 623국

휴대국 820국

소방본부

민방위경보전파용 UHF대역

기지국138국

이동국1국

간이국 2국

민방위통제소

휴대무전기

산불감시용

불법주정차단속

녹지관리

업무연락용

VHF/UHF 간이국 170대

자치구

사업소

3.1.6 시설물 원격제어시스템 현황

[표 VI-13] 시설물 원격제어시스템 현황

 

원격제어시스템 명 운영부서 및 추진계획 용      도 시스템 구축

수방시설

원격감시설비

건 설 국

1단계 (’95년이전)

3개자치구 10개소

2단계(98～99년)

7개자치구21개소

3단계(2000년이후)

11개자치구55개소

우기시 펌프장 운전

수문작동, 우량측정

등을 위한 원격제어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펌프장

우수유입량등 감시

빗물펌프장～자치구

상황실～본청 수방

대책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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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네트워크별 적용업무

1) 내부행정망

 사무자동화 시스템 :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

 공동활용행정정보시스템 : 본청 각 부서 공동활용

◦ 시장지시사항 관리, 시장인터뷰질의/답변자료 관리, 해외수집자료 관리

◦ 의원요구자료관리, 계절별 종합대책관리, 주요업무 계획관리

◦ 정례간부회의 자료관리, 공무여행귀국보고서 관리 등 8종 업무

2) 인터넷망 : 시정홍보 인터넷망

 설치목적 : 시 직원의 정보수집 기반조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설치대상 : 부서별 PC 2～3대, 대민업무 담당자 및 시책 입안자

3) 광역통신망 : 서울시 전산 통신망 통합ㆍ단일화

 민원행정 시스템 : 각종 인ㆍ허가업무 및 세외수입 통합관리

◦ 자치구 : 1998년중 전 구청 보급(’98년 8월 현재 14개 구청 활용)

◦ 본 청 : 인ㆍ허가 업무관련 통계관리(’98년 10～12월 시험운영)

- 전자문서 유통 : 시ㆍ자치구간 전자문서 유통(’99년 9월)

- 자체 전산망 : 인사, 급여, 재무회계,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98년 12월)

3.3 통신회선 운영현황

 서울시와 자치구․본부․산하사업소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한 통신회선 운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속도별, 사용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다. 1998년 기준 총 사

용회선수는 1,780회선으로서 연간 사용료 지출은 17억5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임대통신회선방식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앞으로 멀티

미디어 정보유통시에는 과대한 예산지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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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4] 통신회선 임대운영 현황

(단위 : 회선)

구   분 총계 WAN/LAN 행정전화 인터넷 
     설비제어   방재시설

무인

감시

하수 

시설
상수도 소방 민방위

소 계 1,780 719 407 30 29 66 371 13 145
E1급 122 93 12 17
T1급 68 29 11 15 13
512K 1 1
256K 5 5
64K 150 150
56K 207 204 1 2
9.6K 587 165 29 22 371
4.8K 2 2
2.4K 61 53 8

전화급(64K) 577 25 407 145

3.4 문제점

 사무자동화시스템 본격 활용에 대비하여 제반 여건이 취약하다.

◦ 시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미흡하다.

◦ LAN 접속 사용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 ’96년도 이전에 보급한 PC 성능이 떨어진다.

 사무자동화시스템(그룹웨어)은 도입 당시 원도우 3.1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으

나 PC운영체제가 윈도우95(윈도우98)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되어 전자결재 일부기능

구현이 곤란하다.

◦ 현 운용 시스템의 시장성 약화로 개발 업체에서 성능개선 노력을 중단

◦ 기안문 작성 등 문서편집용 프로그램인 글97 사용불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그룹웨어는 퇴조되고 인터넷에서 그룹웨어로 간결하게 전환

되는 인트라넷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추세이다.

◦ 현 운용 사무자동화시스템과 인터넷간 사용전환이 불편하다.

 시험 운영 중인 결재 및 문서유통 전산화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활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관리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 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종전의 수작업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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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계획 수립

4.1 목표 및 필요성

 목표

◦ 도시기반시설인 지하철, 하수관로, 도시고속도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고

비용의 정보통신 선로의 임대료에 대처할 수 있는 서울시 전용 자가 초고속 정보통

신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성

◦ 정부는 21세기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과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사

회간접자본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범국가적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공동

활용, 업무처리, 정책결정, 민원처리, Internet서비스 등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

해 2000년 7월부터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할 목적으로 전국 시․도

를 연결하는 「나라넷 NALA-Net」을 ATM전송방식으로 채택하여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기존의 전송데이터가 문서, 숫자위주에서 지리정보구축, 지능형 교

통처리체계, 국가안정망 등 멀티미디어 환경의 광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요구되

는 대단위 도시정보화 DB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서울시도

선진외국 도시와 같이 도시시설인 지하철, 하수관로, 도시고속도로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서울시전용 자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4.2 배경 및 효과

 서울시는 기간통신사업자 통신회선을 임대, ’98.5월부터 본청․자치구․전산정보관리

소 등 전 기관을 연결하는 WAN을 구축하여 초고속 광대역 종합정보 전송교환이 가

능한 ATM방식을 설치하였다. 현재는 문자와 숫자위주의 데이터 전송만 가능한 속도

인 E1급(2.048Mbps)으로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의 도시정보화가 완료되고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2002년 이후의 대

단위 정보유통을 위해서는 현재의 회선통신속도를 초고속 광통신속도로 증속해야 하

는 것이 필연적이다. 최근 미국 Los Angeles시의 Fiber Optic Project(http:

//www. lacity.org/ITA/rfpbid/rfp0107/rfpindx.htm)의 사례를 보면, LA의 정

보통신 임대사용료가 멀티미디어환경이 시작되는 2005년 이후에는 ’98년의 2배에 달

할 것으로 산정되어 과다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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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으로 네트워크 환경은 초고속 광대역의 통합통신망 환경으로 전환되는 추세이

므로 서울시산하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전화망, 설비제어망, 행정정보망, 인

터넷망, 원격 화상 설비제어 등을 초고속ATM전송망내로 통합하여야 하나 각 기관별

통신회선 관리체제나 재정적, 행정적 격차로 인해 현재의 통신회선임대방식의 광역통

신망 운영에 문제점이 노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의 효과

◦ 서울시 내부에 필요한 충분한 통신망 확보

◦ 첨단의 통신시스템 제공

◦ 서울시 기존 설비의 활용 극대화

◦ 시민을 위한 첨단서비스 제공

◦ 시장경제에 의한 정보통신시설 사용료 설정

◦ 시 관할의 행정, 교육, 보건, 교통서비스의 첨단화

◦ 시 예산에서의 통신비용 절감: 기존의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위한 저렴한 인프라 구축

◦ 서울시의 정보화 위상 강화

4.3 수립전략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접근가능한 백본 구축

 구축된 백본은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개방

 OC3-OC12급의 통신망 구축

 모든 서울시의 관할 건물을 연결

 서울시 정보화 관련부서와 기존 설비 관리부서와의 통일된 계획 수립

4.4 서울시 전용 초고속 광역정보통신망(가칭 서울정보로) 구축계획

 서울시의 자가통신망 구축은 보안성, 확장성, 경제성 등의 면에서 현재의 회선임차방

식보다는 장점이 있다.

◦ 다만 초기 투자비가 약 120억원에 달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수년내에 매년

회선임차료가 25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

일 것이다.

◦ 투자비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시 민간통신업체로 하여금 망을 가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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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대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세부계획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망관련 전문

가들의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정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광역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하철, 도로, 하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

이 있다. 이 중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투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터널

을 활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도시철도 터널 활용시의 가능한 구축방안

◦ 지하철노선내 광케이블을 신규로 포설하여 별도의 통신망을 확보하는 방안

◦ 지하철 2기 2단계, 3기 지하철용 광케이블 포설시 별도의 전용 광케이블 심선 일

부를 활용하는 방안

◦ 기존 지하철 시설을 광통신망으로 변경하여 구축시 광역통신망용 광케이블 심선을

확보․운영하는 방안

◦ 지하철건설시 우회선로용 광케이블을 재활용하는 방안

4.5 전용통신망 구성계획 수립시 추가적 고려사항

 신뢰도의 문제: 선로의 다각화는 다수의 우회선로 확보로 인해 만약 회선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망만으로 통신망을 운영할 경우에는

단선에 따른 대처방안 미흡이라는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존재한다.

 유지관리의 문제: 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보수할 상근부서 및 인력의 확보

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망의 유지보수는 아웃소

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전산망과의 관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사업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망 관리의 연계, 협조 및 조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민간부문 통신업자와의 관계: 자가망 이외의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망에 대한 통합적

인 관리와 조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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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기술

1. 개요

1.1 정보기술의 개념

 정보기술이란 정보의 수집, 축적, 처리, 검색, 전송 등 정보유통의 모든 과정에 사용

되는 기술수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정보기술은 정보를 취합하고

가공․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

용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정보기술의 구체적인 형성은 특히 컴퓨터회로의 집적화가 실현되는 70년대 초 마이

크로프로세서의 발명으로 본격화되었다.

 정보기술은 특히 20세기 중반,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혁신이 두드러지면서 비롯

된 용어이다. 그러나 엄밀히 추정하면 정보기술의 역사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가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비롯된다. 다만 그러한 매개체 기술이 과

학기술에 근거를 두고 발전된 전자미디어와 각종 통신기술, 그리고 컴퓨터기술의 상

호 융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보기술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1.2 컴퓨팅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기술 흐름

 정보기술의 발전배경

◦ PC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PC 사용의 일반화

◦ Network 기술의 발전

◦ Downsizng, Client/Server Computing의 발전

◦ Software Engineering의 발전

◦ HCI(Human-Computer Interaction)의 대두 및 발전

◦ Multimedia의 처리 및 객체지향 기법의 발달

◦ AI 및 Neural-Net, Fuzzy 이론의 활발한 연구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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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 Mainframe Computing

• Data Processing

• Batch Processing

• Centralized Time Sharing

• LAN & PC Computing

• Resource Sharing

• File/Print Server

• Online Processing

•Client/Server Computing

•Open System

•Distributed Computing

• PC 성능 개선, 분산 RDBMS 발달

•End-user Computing

[그림 VI-13] 정보기술의 발전과정

 시스템 개발방법의 발전추세

◦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술구조가 1970년대 메인프레임 중심의 중앙집중방

식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중심에서 최근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근간으로 한

분산 아키텍처, 인터넷/인트라넷 방식에 의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

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개발도구들의 발전으로 CASE Tool을 활용한 코드를

자동생성하는 Tool들이 활용되고 있다.

◦ 개발기법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심의 개발 및 소프트웨어 재사용 개념이 확

산되는 추세에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상에서 보면, 1970년대에는 분석/설계/테스트 단계

에 20% 정도의 노력을 투여하고 코딩 및 단위테스트에 개발 노력의 80% 정도를

투여하였으나, 점차 요구분석의 비중이 높아져 최근에는 분석/설계단계에 개발 노

력의 60%, 테스트단계에 20% 정도의 노력을 투여함에 따라 코딩단계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분석단

계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형상화시키기 위해 최근의 개발방법론상에서는 프로토

타이핑 기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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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기술 구축전략

2.1 업무적 측면

 중앙정부, 자치구, 타 시도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의 공동활용과 유관시스템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업무절

차, 서식, 코드 등의 표준화를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ONE/NON-STOP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효율의 극대화 및 행정의 투명성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관간의 업무교류가 활발해지므로 정보의 유출 등에 대비

한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2 관리적 측면

 사용자 그룹과 유관기관, 실무자문단 등 다양한 그룹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발과정 및 개발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사용자 그룹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의 적용

과 확산을 위한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구축된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기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3 기술적 측면

 개방화, 분산화 및 사용자 중심의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며,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

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인터넷과 Web을 기반으로 한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구축하여 End-User

Computing을 실현한다.

 신기술의 도입 및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한 3-Tier방식으로 개발한다.

 기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성을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도입시스템은 비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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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성능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도입한다. 그리고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인터페이스

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시스템 구축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방법론을 도입하고,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멀티미디어 정보제공과 관리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통합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유연성 확보 및 다중사용자와 응용프로

그램의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2.3.1 서버

 고성능 대용량화 실현으로 처리속도 개선 및 업무수행능력의 확보한다.

◦ 병렬 프로세싱 지원(SMP, MPP)을 통한 고성능화를 실현한다.

◦ 충분한 보조기억장치 확보를 통한 시스템의 대용량화를 실현한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무정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1년 365일, 1일 24시간 무정지 시스템의 실현

◦ 시스템 장애처리 및 복구 방안 마련

 초고속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분산 Transaction을 지원한다.

◦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성 업무 지원

2.3.2 클라이언트

 End-User Computing을 실현한다.

◦ Transaction의 Local Processing을 통한 응답속도 개선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실현을 통한 편의성의 증대

◦ 비정규 분야의 컴퓨터 이용의 확산 : 단발적이고 특정사안 중심의 의사결정분야 처

리의 용이성 확보

◦ 개발인력 부족문제 경감

 개방형 시스템화에 따른 장비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분산업무 수용

◦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업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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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고유업무의 개발 수용

 시스템의 개방화에 따른 성능을 개선한다.

◦ 통합업무 단말환경 구축

◦ 시스템간 고속 통신 환경의 조성

3. 통합 구축전략

 시정전략 지원

◦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설계는 조직의 목적이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방성 확보

◦ 통합성 : 컴퓨팅 환경의 분산화에 따라 분산된 정보와 시스템 자원의 통합이 중요

시되고 있다.

◦ 유연성 :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재의 정보시스템은 신기술을 적절히 수

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정보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 이식성 : 하나의 시스템을 멀티 플렛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준지원 : 각종 산업표준과 국제표준의 지원 및 수용은 점점 분산화, 개방화되어

가는 컴퓨팅 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구조와 표준의 지원은 다중벤더, 다

중 플렛폼 환경에서 각 요소간의 인터페이스와 연결성을 보장한다.

 분산처리 지향

◦ 대부분의 기업들이 메인프레임에서부터 데스크탑까지 다양한 플렛폼에서 정보의 분

산처리를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낮은 가격대 성능비로

서 사용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은 정보 산업의 지속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방향

에 맞추기 위한 다중플렛폼 환경에서의 통합성과 보안기능, 투명성의 보장이 열쇠

이다.

 EUC(End-User Computing)
◦ 정보를 단순히 이용하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닌 시스템의 설계, 분석, 개발, 구축

의 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사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

◦ GUI(Graphic User Interface), 각종 개발 Tool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준도 높아 졌으며, 사용자가 직접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

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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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정보화 추진체계 및 전략

제1장 정보화 추진조직의 재구축

1. 추진조직 정비의 필요성

정보화의 성패는 투입자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투입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 투입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시대적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효율적 정보화 추진체계의 모색은 정보화의 기술적 측면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1996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보화정책

의 상당 부분은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참여조직들의 정

보화 노력이 서로 조정되고 통합되지 않아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정책목표의 달성

이 어려워지고 있다.

 주로 기획관리실이 수립하고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이 기관의 전략계획과 연계되지 못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획관리실내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전산(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정보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조직의 전략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며 기관장과의 접촉기회가 적기 때문에 정보화의 중요성을

기관장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정보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기존의 조직구조와 업무수행과정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추진조직은

기술적인 전문성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정보화의 추진에는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부문의 주체들까지도 참

여하게 되며, 이들 사이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협조는 정책성공을 위한 하나의 핵심

적 요소가 된다. 많은 조직들이 참여하는 정보화 정책의 경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예

전처럼 정부주도의 계층제적 질서에 의존해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조직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것도 자원의 중복투자, 정책집행의

비일관성 및 지연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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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정보화정책 추진조직체계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화 추진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국가사회 정보화정책 추진 및 정보화기반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계획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입법․사법․행정부의 장관급이 모두 참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에 실무적

으로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교육, 산업 등 18개 분야별로 관

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VII-1] 정보화 추진체계

정보화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자문위원회

(업계, 학계 26인)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장관급 23인)

18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장 : 차관급)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차관급 24인)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

(국가사회 정보화 실무적 종합․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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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추진에 있어 민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 업계 등 민

간전문가들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

실 정책기획수석실에 정보화비서관을 설치하고,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을 독려하고

정보화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보화추진확대보고

회의를 두었다. 그러나 단순한 보고위주의 행사인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를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보화에 관한 현안이나 다수 부처간 쟁점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합 조

정하는 정보화전략회의로 개편하였다.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의 발족에 이어 국가사회 정보화추진을 위한 기획기능과 종

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6월 정보통신부내에 정보화기획실이 신설되었

다.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보화정책의 최고심의기관이라면 정보화정책의 전담기관인

정보통신부 내에서 실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곳은 정보화기획실이다.

◦ 주요 업무내용으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확

산, 정보화관련 법․제도 정비와 정보문화확산, 분야별 정보화사업 지원업무와 정

보화기술의 조사․보급,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의 수립과 집행,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계획과 이용제도의 수립, 정보화진전에 따른 역기능 대책수립과 정보통

신망의 보안성․안전성․신뢰성 확보대책 마련 등이 있다.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각 부처는 그 기관의 업무 영역내에서 각종 정보화사업을 개발

하여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그 기관의 업무수행 자체를 효율화해

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현재 각 부처의 정보화 담당실무부서는 전산(통계)담

당관, 전산실 등 전산담당부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들 부처내 전산담당

조직은 정보화관련 사업에 대한 부처내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이나 요구 등을 취합하

는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중복 추진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부처업무 전반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화사업 지원체계로서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인 한국전산원,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정보보호센터 및 2000년 문제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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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시도 추진조직 사례분석

3.1 사례간 비교분석

[표 VII-1] 타 시도 추진조직체계의 비교

비교기준 충 청 남 도 강  원  도 인 천 광 역 시

작 성 시 기 1997. 12 1998. 3 1998. 8

행정내부조직
정보화촉진협의회

(정보화사업단)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실무기획단)
지역정보화본부

민관연결창구 하이테크 네트워크 조직 지역정보센터 광역종합정보센터

분 야 별
분야별 독립적 추진

체계 구성

각 세부사업에 따라

적절한 추진방식 선택

행정/도시기반: 시중심

산업/생활: 민간중심

단 계 별

세부계획 없음(행정

부문은 장기적으로

지역정보국 설치)

손익분기점부터 제3섹터

또는 민간으로 아웃소싱/

이양

시직영에서 민관합자법인

형태로 전환

CIO 제도
CIO도입만 언급할 뿐

구체적 설명 결여

실․국장 이상

내부공무원
내부공무원

특이사항 사이버조직의 활용 행정개혁업무를 포함
장기적으로 광역종합정보

센터에서 모든 서비스 제공

3.2 특징 및 시사점

 전체적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초기에 공공부문 중심에서 점차 일정한 시

점 이후 민간으로 아웃소싱 또는 이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종

국적으로는 민관합자 형태의 지역정보화센터에서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까지도 담당

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이는 합자법인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재원확보의

수단이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조직 구축은 분야별이나 단계별로 신축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따라서 추진체계의

기능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

별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 구성도 요구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지나치게 신축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하다 전체적으로 정보화정책을 조율해 나갈 핵심적 추진체계가 결여되

기 쉬운 것이다. 실제 앞의 사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간의 명확한 역할 및 업무분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이로 인해 정책

이 집행단계에서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로 혼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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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지역정보화 추진조직체계에서 나타나는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엄밀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여러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다조직적 집행구조하에서는 외부에

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내부적인 갈등과 역할중복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추진

조직의 실제적 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기능과 대비함으

로써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추진조직체계의 구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조직이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조직의 위상과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서울시 정보화 추진조직의 실태 및 문제점

4.1 정보화 조직의 현황

 [그림 VII-2]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서울시 정보화 추진조직체계는 정보화추진위원

회, 정보화담당관, 전산정보관리소 및 지리정보과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VII-2] 현행 서울시 정보화 추진조직도

 자치구의 정보화 담당조직

◦ 자치구의 정보화 담당조직은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기획예산과 산하의 전산담당

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구와 광진구만 과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 장시 장

정보화추진위원회

지리정보과
(4급)

기획예산실

전산정보관리소
(3급)

전산기획부
(4급)

전산관리부
(4급)

정보화담당관
(4급)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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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담당조직의 인력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산직은 전체 인원의 50%가 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자치구의 업무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상급기관에서 보급된 프로그

램을 자치구의 업무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산직 공무원은 아주

부족한 상태이다.

4.2 실태 및 문제점

4.2.1 정보화추진 핵심주체의 결여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추진주체가 결

여되어 있다. 정보화담당관이 명목적으로는 정보화사업들을 기획, 조정 및 총괄하게

되어 있으나 2-3급인 실․국이나 3급의 전산정보관리소를 대상으로 그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 정보화가 단순히 업무의 전산화 작업뿐만 아니라 조직구조 및 업무과정의 변화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보화담당관실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새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이

크게 확장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의 기획

및 조정 능력, 그리고 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보완되어야 한다.

◦ 최근에 발족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보화담당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일부분 보완하

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 운영실태

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역할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결권한의 부재,

적은 회의빈도, 비상설조직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화담당관의 경우 인사이동이 잦은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적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보화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직급이 낮아서 일반행정부서의 고위관

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조정하기가 어려우며, 전산정보관리소에 대

한 지도감독 기능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기획예산실

산하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의 정책결정이나 예산배분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기 힘들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정책기획 수행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 기능을 전담하는 정보화기

획팀의 경우 팀장인 행정사무관을 비롯해 행정직 5명, 전산직 3명 및 기능직 1명 등

총 9명이 맡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예산규모나 사업의 다양화 등을 감안할 때 계

속적으로 이들의 능력이나 지식에 정책추진을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최근 조직개편에 의해 이전의 계가 없어지고 팀제가 도입되었으나 이것이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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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단순히 계를 팀으로 명칭만 바꿨을 뿐 팀제의 도입

에 따른 순기능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2.2 전산정보관리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정보화담당관이 정책적 기획기관이라면, 전산정보관리소는 기술적 집행기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산정보관리소 내 전산기획과에서도 전산화계획의 수립과 전산화

타당성 조사 및 개발대상 업무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업

무가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이견

이 발생할 경우, 특히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한 현 상태에서

는 정책추진상의 비합리성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업무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만, 장기적으로는 즉 계획 중인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는 3-5년 후에는 그 역할이

유지 및 보수 쪽으로 축소되는 동시에 각 실, 국, 과별로 개별적인 정보화가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선진국가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전산정보관리소와 일반부서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전산정보관리소가 각 부

서의 전산화 작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산화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들간의 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전산화 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자체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줄 것인지를 정보화담당관실과 전산정보관리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전산정보관리소의 인력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외부용역을 활용하게 되며, 대신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각 부서에 소수의 인원을 보내

용역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과 자체개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

명한 상태이며, 더욱이 정보화 마인드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직접

용역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에도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외부용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능력이 떨어지거나 사업초

기부터 시조직과 민간업체 사이에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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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본청과 자치구 사이의 업무공조 부족

 사업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구청사이에 원만한 협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구

청 담당공무원들은 광역통신망 구축시기, 그룹웨어 호환성, 자치구의 중복적인 프로

그램 개발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본청의 교통정리 역할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4.2.4 GIS관련 추진조직의 문제점

 도시기반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다수 조직의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이

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가져야 하나 현행 조직체계상 부서간 조정과 협

조가 용이하지 않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운영과 외부전문가로의 외부용역이 실

시된다. 그러나 기술자문위원회의 활동은 기술적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서

간 경계업무의 조정에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외부용역의 경우도 발주부서와의 개

별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역시 거시적인 문제해결이 곤란하다.

 지리정보과의 경우도 부족한 인력으로 날로 확대되는 도시기반 정보화업무수요를 감

당하기 힘들며, 특히 타부서와의 업무조정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

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전산정보관리소와의 역할 설정도 불분명하여 현

행 조직체계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25개 구청간에 도시기반 관련 정보화업무를 총괄하고 조정

할 권한 및 제도적 밑받침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중요성 확산과

함께 각 구청별로 독자적인 DB구축 및 응용시스템 활용이 보편화될 경우 이 문제

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GIS의 경우 국가GIS정책과 표준화, 구축된 정보의 활용주체(예: 수치지도화 자료

의 유통 주도권)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로선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5. 새로운 추진조직체계의 모색

5.1 기본방향

 핵심적인 정책추진조직의 설정과 위상 제고

◦ 정보화처럼 정책수행에 다수의 참여기관들이 개입하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전

체의 추진과정을 단독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되는 시정부 차원의 중요한 장기적 사업을 느슨하게 연결된 정책참여자

들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 두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시정부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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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명한 주체를 구축해야 한다.

 시정부의 정책추진전략에 대한 재고

◦ 시정부 정보화부서, 기초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많은 기관들이 서울정보화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식 의사결정과 하향식 사업추진이 타당하리라 판

단된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참여자(혹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되,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최고추진기구가 일관성 있게 시

행해 나가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신축적인 추진조직체계 구상

◦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는 이를 관리하고 평가․환류하는 기능

이 추진체계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추진조직체계의 모색

도 시간적 및 환경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유연한 형태를 지녀

야 할 것이다.

◦ 정보화 분야별 특성에 맞는 추진조직을 모색하는 동시에 각 분야별 추진조직 형태

를 토대로 이를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 추진조직모형을 정보화 추진단계

에 따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확립

◦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확립을 통해 참여조직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구조는 시정부 부서들, 자치구들 및 민간기업들 사이에 공히 적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정보화 추진에 소극적인 일반부서의 고위관리자의

인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시정부와 민간부문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 서울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정책의 투자규모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간의 적

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즉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 그러나 정보화 기반조성이 끝나고 정보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는 손익분

기점을 넘어서면 민간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즉 서울정보화 추진조직체

계에 있어서 시정부와 민간과의 관계도 사업의 단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 [그림 VII-3]에서와 같이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III → I → II로의 전개과정

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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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주도적 촉진적

민

간

부

문

적극적 Ⅰ Ⅱ

수동적 Ⅲ Ⅳ

[그림 VII-3]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 관계

5.2 분야별 추진조직의 형태

5.2.1 행정정보화： CIO중심의 정보화조직 개편

 CIO제도의 도입

◦ ‘정보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은 정보화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수행과 추진조직들의 역량 결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CIO는 정

보화와 서울시 행정을 결합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실․국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설득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타 공

공기관과의 협조업무를 담당한다.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인근 광역자치단체, 민

간기업, 일반시민,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직․간접적 사업참여자들과 업무상의 공

조체제를 형성하는 동시에 만약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CIO의 중요한 공식적 임무로서는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

정 및 체계적 관리,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각종 정

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및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

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CIO의 직급 및 배경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행정풍토

를 감안할 때 CIO의 직급은 1-2급 상당의 고위직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의 추진의지나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

고위공무원 가운데서 적합한 인사를 찾을 수 있다면 내부인의 임용도 가능하나 현

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행정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인력관리 및 정책조정상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 개발은 3-4년 정도 후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

상되며, 그 이후에는 정보관리, 유통 및 활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

화 초기단계에서는 강력한 추진주체가 필요하겠지만 점차 각 부서나 참여자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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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화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의 미국의 경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CIO의 미래 역할

및 위상도 행정개혁이나 정보관리 및 평가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구 정보화조직의 위상 강화

◦ 자치구에도 CIO에 해당하는 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한다. CIO는 구청장 직속으로서

전자정부 구현과 구정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산하에 정보화 기획

및 지원팀, 전산개발운영팀 및 구정개혁팀을 둔다.

 정보화공동개발단의 운영

◦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에 의거,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정보

화 공동개발단’을 구성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한다.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표준화, 공

동활용 등이 필수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관련주체

들의 CIO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시청 차원의 일방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부서 및 개인별 정보화 성과평가와 인센티브의 연계

◦ 실, 국 및 과별로 정보화사업 목표관리제(MBO)를 도입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정보화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위관리자들의 사업 노력 및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는 부서별 성과급의 지급이나 현재 도입될 예정인 3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제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CIO제도가 도입될 경우의 바람직한 시청내 정보화 추진조직의 구조는

[그림 VII-4]와 같다.

◦ 기존의 분산된 추진조직들을 CIO 산하로 통합한다.

◦ CIO 아래에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개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및 시정개혁담

당관의 4개 하위부서를 둔다. 시정개혁담당관의 신설은 한시적 기구인 시정개혁단

의 기능을 상설화하는 동시에 행정개혁을 정보화와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 전산정보관리소는 앞의 4개 담당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소장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럴 경우 전산정보관리소는 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기능과 공무원교육기능을 맡게 된다.

◦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기존의 조직에 GIS기술자문협의회를 흡수하여 확대 개편한다.

그리고 그 내부구성은 분야별 정보화(행정, 도시기반, 생활 및 산업)와 전공별 연

구집단(정책, 정보시스템, 표준화, 네트워크 등)의 두 축으로 형성되는 매트릭스조

직형태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화기획과 내에 정보화 교육 및 홍보를 총괄하는 팀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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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I-4] 새로운 정보화추진조직의 구성도

5.2.2 도시기반정보화

 추진방향

◦ 도시기반정보화를 총괄하는 조직의 위상 강화

◦ 정부부서나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정책적, 기술적 협의를 위한 회의 활성화

◦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망조직(network structure)과 Task Force 활용

 추진방안

◦ 현재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는 지리정보과를 신설되는 CIO직제 하에 두어 도시기반

정보화의 핵심적 조직으로 활동하게 한다.

◦ 현재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정보관리소, 지리정보과, 도시기반관련 실국의 정보화담

당부서, 각 구청 및 사업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도시기반분과 산하에 상설 ‘도시기반정보화실무협의회’

를 두며, 이를 통해 관련업무의 조정을 가능케 한다.

◦ 실무협의회는 구청 및 사업소, 본청의 관련부서, 정보화기획과, 전산정보관리소의

차석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비

정부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회의 활동영역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 도시기반정보화부문에서는 다수 부서가 관련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단위시스템별 구

축실무팀을 편성하여 CIO가 전략적 계획에 의거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추진위원회내 도시기반분과위원회는 특정부서의 정보화 업무추진시 전문인력

을 수시로 파견․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시 장시 장

정보화추진위원회

C I O

정보화 공동개발단

전산정보관리소

정보화기획
담당관

시정개혁
담당관

지리정보
담당관

정보화개발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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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생활정보화

1) 추진방향

 산․학․관․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 중앙정부의 관련부처 및 산하 기관, 서울특별시의 관련부서, 관련 민간단체, 생활정

보화 부문의 지역내 IP간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정보화사업의 시너지효과 및 희소

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단기적으로는 행정실무부서 중심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참여 유도

2) 추진조직: 1999-2000년

 시스템별 추진조직

구  분 중 앙 정 부 서 울 시 관 련 단 체

일상생활정보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통계청, 기상청, 경찰청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

서울시 체육회, 교통정보센

터, 한국도로공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소비자보호

원, 재활용센터

청소년종합정보 문화관광부, 교육부 청소년과 한국청소년개발원

평생교육정보 문화관광부, 교육부
서울시립대학부설

시민대학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

개발원, 전국의 대학교

전자도서관 문화관광부 문화과, 서울시교육청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립․구립도서관, 민간전자

도서출판

서울문화정보 문화관광부 문화과, 문화재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박

물관, 시립미술관, 각종 문

예단체

서울종합관광정보 문화관광부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각종 관광시

설관련 협회

가상병원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의약과 의료기관

평생건강관리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의료기관,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의약과 의료기관, 보건소

응급진료정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위생과, 의약과

의료기관, 지역응급진료센

터, 119구급대

복지대상자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각

종 민간복지단체 및 시설

복지자원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각

종 민간복지단체 및 시설,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복지종합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각

종 민간복지단체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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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종합정보센터’(가칭)의 설립: 2001년

 필요성 및 방향

◦ 장기적인 정보화의 전담기구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

서비스 기능을 종합 조정할 전담기구로 육성

◦ 서울정보화의 거점

- 지역정보화의 실수요자인 서울시민에게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서울정보화의 지속적인 저변

확대에 필수적인 거점으로 육성

- 물리적 공간은 물론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상공간 제공

- 지역의 전문인력을 결집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적하여 이들간의 정보 및 Know-How를 교류하며,

S/W산업 등 새로운 사업기회 및 고용창출기회 제공

◦ 점진적인 민간이양

생활부문 정보화의 목표는 외부자원의 효과적인 동원(buy, not build)전략에 의거

하여 정부부문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을 제고하는 데 있다. 다만 여건상 초기의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대신 활성화 단계에서는 민간참여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역종합정보센터 설립안을 반영한다.

 타 시도의 지역정보센터 추진현황 및 문제점

◦ ’98년 현재 7개 센터가 구축되었으며, ’99년에는 4개가 추가적으로 설립될 계획으

로 있다.

◦ 기 구축된 형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체 설립이 4곳(부산, 경기, 전북,

경남), 제3섹터 방식이 3곳(대구, 광주, 대전)이다.

◦ 제3섹터 방식을 취한 광주, 대구 등의 경우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서 어려

움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규제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사업수행이 장애받고 있다.

 하부조직

◦ 서울종합정보센터의 하부조직은 행정관리부와 5개 단위정보센터(교육, 보건복지,

산업, 일상생활 및 문화)로 구성된다. 즉 기능중심이 아닌 사업중심의 구조를 띠게

된다.

◦ 서울종합정보센터는 부문별 단위정보센터를 주축으로 구성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 및 지역내 생활정보화 사업추진의 내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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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도모한다.

◦ 단위정보센터의 유형

분  야 유  형 주요 전문응용서비스 관 련 기 관

일상생활 일상생활정보센터 일상생활정보서비스 일상생활관련단체

교육/문화
교육정보센터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평생교육정보서비스
전자도서관서비스
문화․관광정보서비스

각종 (대)학교, 도서관, 문화
시설, 관광시설

보건/의료 보건복지정보센터

가상병원서비스
평생건강정보서비스
지역보건의료정보
응급진료정보서비스

서울시내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 보건복지정보센터
복지대상자정보서비스
복지자원정보서비스
복지종합정보서비스

각종 민간단체 및 시설

 서울종합정보센터의 주요 기능

기    능   세 부 추 진 내 역

정보관리

기 능

◦ 정보처리의 용역수탁 사업

◦ 정보시스템 제공 및 기술지원

◦ 정보화 표준의 보급

정보제공

유통기능

◦ 지방행정서비스를 연결, 필요정보 통합 제공

◦ 독자적인 전문정보 수집 및 DB화

◦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종합 정보구축 및 제공

◦ 중앙․지방간, 공공단체,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전달

상 담

자문기능

◦ 정보시스템설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기기, 구축 등)

◦ 행정처리, 정보이용 상담

정 보 화

교육지원

기 능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보화 교육기관으로 활용

◦ 민간 정보화교육 기능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 정보화에 대한 각종 시청각 교재 확보 및 활용

◦ 정보화 도서관 운영(공공, 정보화 자료 등)

연구개발

기 능

◦ 지방공공단체의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발전방향 연구

◦ 신기술연구․조사를 통한 도입 적용

홍보지원

기 능

◦ 각종 정부시책의 홍보

◦ 각종 정보화 행사 개최

◦ 정보화에 관한 정기간행물 편집․배포(정보화 최신동향, 운영사례, 지방공공뉴스 등)

 서울종합정보센터의 경우 초기에는 서울시가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정보화

가 2단계(2003년)에 돌입한 후 수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민관합자 또는 민

간이양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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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정보센터의 구성도

[그림 VII-5] 서울종합정보센터의 구성도

 자치구의 지역정보센터 운영

◦ 서울종합정보센터와 동사무소의 PAP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자치구 단위에 지역정

보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주요 기능으로는 구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장, 다수의 동에 걸쳐 있는 생활 및 산업

정보 제공, PAP 관리․유지, 서울종합정보센터에 대한 해당 자치구 정보의 제공

및 갱신, 구정홍보, 자치구 홈페이지 관리, 지역내 Kiosk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산업
정보센터

문화
정보센터

보건복지
정보센터

일상생활
정보센터

교육
정보센터

서울종합정보센터

시청 중앙부처

대학 등
각급학교

민간경제단체

사회복지
단체

문화․예술
단체

민간 IP

가정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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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산업정보화

1) 산업정보센터의 정의 및 추진목표

 산업정보센터는 산업정보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프라를 갖춘 거점으로

서 서울종합정보센터내에 위치한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산

업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제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한다.

 추진목표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제고한다.

◦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

육을 실시하며,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한다.

◦ 서울지역의 정보산업을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한다.

2) 추진방향

 각 부서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정보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산업정

보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중소기업체에 제공한다.

 산업정보센터는 서울종합정보센터가 개소되는 2001년 이전까지는 현재 서울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경제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001년에 개설되는 서울종합정보센터내에 하나의 단위정보센터로서 산업정보센터를

포함시킨다.

◦ 다만 이 경우 2000년 6월에 개소 예정인 산업지원센터의 정보지원실 기능과 중복

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중앙정부 및 자치구 산업정보화와의 연계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희소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다.

3) 추진전략

 현재 산업경제정보통신망의 운영주체인 산업경제국과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추진단

을 구성한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관계자와 중소기업 대표, 정보화전문가, 그리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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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이나 자치구 등 관련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를 지원한다.

 산업정보센터의 조직은 기획과 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그리고 고객관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4) 산업정보센터의 주요 기능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운영, 중

소기업들의 ERP 도입지원 등 정보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타 교육기

관 등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정보화교육 및 정보문화활성화의 선도자 역할을 담

당한다.

 산업관련 정보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의 연동계획에 적극 반

영한다.

 첨단정보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을 통해 분야별 정보화를 선도한다.

5) 성공요인과 전제조건

 정보화 마인드가 약하고 자금이나 기술능력이 없는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하여야 한다.

 중앙부처나 산하기관, 해외 등에서 산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서울시의

정보망과 연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동시에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5.3 서울정보화 추진조직의 단계별 구성

1) 정보화 1단계

 CIO를 중심으로 한 시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1999-2000년

◦ 주로 시스템 개발에 치중되는 이 시기에는 CIO를 핵으로 한 정책조정에 힘쓴다.

◦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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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다.

◦ 이 때의 시청내 정보화추진조직의 구성 및 기능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시직영의 서울종합정보센터： 2001-2002년

◦ 민선2기의 후반인 2001년에 시직영으로 서울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한다.

◦ 전산정보관리소와 생활정보화 추진인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 이 경우 전산

정보관리소의 시스템 유지관리기능은 CIO 산하로 이관한다.

◦ 서울종합정보센터는 생활정보화와 산업정보화 부문을 중심으로 구축한다.

◦ 행정 및 도시기반정보화는 계속 CIO를 중심으로 한 본청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 다만 정보화 교육 및 홍보기능은 서울종합정보센터로 이양한다.

◦ 서울종합정보센터와 일반시민이 직접 연계되도록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을 활용하

는 공공접근장소(PAP)를 확대한다(구체적 방안은 제3장을 참조).

2) 정보화 2단계

 민관합자법인 형태의 서울종합정보센터

◦ 서울정보화 2단계가 시작되는 2003년 이후 수익성을 감안하여 적당한 시점에 서울

종합정보센터를 시직영에서 민관합자 형태로 전환시킨다.

◦ 장기적으로는 행정 및 도시기반정보화 부문도 서울종합정보센터에서 담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이 경우 CIO를 중심으로 한 시청내 행정조직은 정보화 기획기능만을 유지하고 조

직을 대폭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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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화 추진인력의 효율적 관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산투자나 제도정비 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결국 사업수행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에 몰두하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진다면 정보화정

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인력관리상의 현황 및 문제점

1.1 인력 현황

[표 VII-2]는 1998년 10월 현재 서울시 정보화 추진조직의 현원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사업 수행의 핵심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및 전문직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전산정보관리소의

경우에는 별정직 중 일부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산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행정직, 전문

직 및 통신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정보과의 경우 전체 17명 중 이들

이외에 토목직 7명과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산직의 규모 및 활용실태를 보면, 1998년 10월 현재 시의 전산직원 수는 총 307

명에 이른다. 이들을 소속별로 분류하면, 본청 58명, 사업소 133명 및 구청 116명

이다([부록 VII-1] 참조). 한편 전산전문직의 경우에는 본청 및 사업소 23명, 구청

10명 등 총 33명에 달하고 있다.

 자치구의 정보화추진인력은 ’98년 10월 현재 총 220명이며, 전산직 110명, 통신직

47명, 행정직 49명, 전문직 1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II-2] 시청 정보화인력의 규모 및 구조

(1998. 10 현재)

구 분 행 정 직 전 산 직 통 신 직 전 문 직 합  계

정보화담당관 13 14 6 1 34

전산정보관리소 27 74 13 22 136

지리정보과 2 7 0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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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훈련 현황

현재 정보화 추진인력과 관련된 서울시의 교육훈련과정으로는 전산정보관리소가 시공

무원교육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전문

과정과 일반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전산직이, 후자는 일반행정직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부록 VII-2] 참조).

 1998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산기획부내 전산교육과에 의해 수행되

는 전문과정의 내용은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프로그램 당 대

상인원은 30명, 교육기간은 1-2주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연 1회에서 4회까지

실시하고 있다.

 일반과정은 현재 인터넷, 윈도 등 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30-50

명, 실시회수는 연 1회에서 21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1.3 문제점

 행정직 우위의 인력구조

◦ 현재 정보화 추진인력의 구성을 보면 전산정보관리소장, 정보화담당관을 비롯해 고

위관리직은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행정직 공무원은 순환보

직에 의해 전문성 축적 및 사업이해도에 한계가 따른다. 물론 정보화사업이 전산뿐

만 아니라 일반행정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산직이 독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직 가운데 정보화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분야에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전산직이 관리자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

야 한다. 현재 전산직으로서 사무관은 1명(세무운영과)에 불과하며, 행정직 또는

전산직, 전산직 또는 통신직과 같은 복수직의 경우 행정직이나 통신직이 자리를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직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직렬로서 아직 많은 직

원들이 사무관에 오를 시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 별정직

에서 1990년도에 전산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990년에 신규임용된 젊은 전산직원

들 가운데서는 지금 6급이 가장 선두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5급 이상 관리직 중

행정직과 전산직 출신 가운데 어느 쪽이 적합한지를 업무분석을 통해 판단하고, 일

부분의 자리에는 전산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산직 활용상의 문제

◦ 현재 전산직은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에 걸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배분 및 업무몰입도 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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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 기업의 경우에는 신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에 시범사업에 실패

할 때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정부는 관료제적 속성상 새

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른다. 이로 인해 변화하는 기술동향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 전산정보관리소의 경우에는 전산인력이 너무 장기간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이 그들의 최초임용지인 경우가 많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이란 면에서 장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직이 침체될 수 있다는 큰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일반

부서의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활용위주의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일반부서 소속의 전산직은 현재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즉 그들은 전

산업무보다는 타업무 또는 단순한 전산작업(PC업무처리 및 단말기의 입출력업무),

심지어는 복사와 같은 보조적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신규 채용된 전산직원을 곧바로 일반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경우 그들은 시의 전반적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단순 전

산기능이나 관리업무(PC구매, 회계처리) 등을 맡음으로써 점차 전문성도 낮아지

고, 자신의 원래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되는 경향이 있다.

 통신직의 문제

◦ 기존의 통신업무는 주로 전화망과 관련되었으나 최근들어 네트워크분야가 강조됨으

로써 정보통신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전산직과 통신직 사이에 업무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료나 정보의 공

유 등을 통해 상호협조적인 업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교육훈련상의 문제

◦ 전산직의 채용시험은 암기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시험변별력에 다소 문제가 있

다. 실제 전산직원들의 학과 전공을 보면 전산관련학과 이외에 다양한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이는 채용시험의 통과만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산직원의 재직훈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 전산직에 대한 전산정보관리소의 전문과정은 모두가 1-2주의 단기과정이어서 충분

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진행 중인 업무로 인해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 연구소나 교육업체 등 일부 외부기관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비가 비싸고 당면한 업무로 인해 그 기회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 전산정보관리소의 전문과정은 일년간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화 과제가 부과되었을 경우 이와 직결되는 전문지식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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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업무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신축적인 교육기회가 요구되는 것이다.

◦ 정보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직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여타 분야에 비해 특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곳이기 때문에

충원될 당시의 지식만으로는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곤란하다.

 업무분장 및 배분상의 문제

◦ 전산정보관리소는 현재 총 179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별 구성을 보면 포

괄적 의미에서 관리업무는 73명, 전산 및 통신업무는 106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전산정보관리소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기술적 집행기관임을 감안할 때 총무

와 기획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과다한 편이다.

◦ 각 담당조직 내에서의 직원간 실질적 업무부담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는

특히 예견되지 못한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추가됨으로써 일부 직원에 업무가 편중

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조직내의 모든 직원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

의 관심과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2. 효율적 인사관리방안

2.1 정보화 추진인력의 교육훈련 확대

 정보화 추진인력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통상 1-2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에 정보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그들의 지속적인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바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과 능

력만으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IT 전문기관과 전략적인 제휴 또는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에 필

요한 IT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받아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외부용역기관에서 개발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시에는 정보화핵심요원이 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용역기관으로부터 받도록 한다. 아울러 최신 기술의

발전 및 활용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정보화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2.2 직군 또는 직렬간의 상호연계 강화

 전산직의 전산지식과 행정직의 업무지식을 연계시키고 상호간 의사소통 및 이해를 증

진시키기 위해 정보화 기본계획의 교육훈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즉 행정직으로

하여금 전산직에게 기본계획의 이념과 정치행정적 함의를 교육시키고 전산직으로 하

여금 기초 전산지식 및 기술을 상담, 조언케 하는 소규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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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조직개발(OD)의 측면에서 집단간의 협조적 관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전산직과 통신직의 연계

◦ 공무원임용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분류구조에서 정보통신 직군 아래 5개 직렬(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및 전자통신기술)을 두고 있고, 전산직렬 아래 3개 직

류(전산개발, 전산기기 및 정보관리)가 존재한다. 또한 계급 및 직급과 관련하여서

는 2급인 정보관리이사관과 정보통신이사관을 각각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반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은 행정직군 아래 행정, 전산 등의 직렬이 있으며, 통

신은 독립된 직군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전산직과 통신직이 한 곳에 묶

이는 것이 사업추진에 유리하다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미래의 수요예측을 통해 정보통신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직렬을 신

설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할 필요가 있다.

2.3 전산인력의 활용극대화 방안

 CIO에 의한 전산인력 총괄 관리 및 운영

◦ 일반부서에 소속된 전산직들을 새로이 도입될 CIO 소속으로 전환한다. 대신 사업

별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

어 해당 사업의 추진 기간동안 일반부서에 파견하는 형태로 인력을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직원들은 해당부서의 외주 용역사업 추진 초기부터 기술적 사항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정보시스템 구축

에 있어 상호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직 활용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추진부서에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는

인력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순환보직의 적극적 활용

◦ 본청, 사업소 및 구청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특히 정보

시스템이 사용자위주가 되려면 구청 단위의 업무성격이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기간(3-4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보직을 통해 행

정 현실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제적 전산수요를 파악토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 관리능력의 제고

◦ 민간기술의 탄력적인 수용을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점차 확대해야 하는데, 그 효과

적 수행을 위해서는 외부위탁관리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수요기관의 이용자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것을 외부위탁자에게 제공하여 감리하는 동시에 외부위탁

기관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VII. 서울정보화 추진체계 및 전략
━━━━━━━━━━━━━━━━━━━━━━━━━━━━━━━━━━━━━━━━━━━━━

- 565 -

2.4 전산인력의 규모

 정보화정책의 초기 단계에는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많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고용창

출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확대 및 조기시행은 보다 많은 전산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는 그 수요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산직원의 확대보다는 효율적 관

리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우선 현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

다. 다만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간의 계약직 채용방식을 활용하거나 사

업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인력운영에서의 탄력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전산인력 수급에 관한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

2.5 도시기반관련 담당자의 교육 강화

2.5.1 교육목표

 도시기반관련 정보화의 경우 자료의 측정과 변환, 다단계 입력 등 자료의 오류가능성

이 타 분야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

스템 개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도시기반관련 정보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확한 자료의 입력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대민정보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둔다.

 사용자들이 도시기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소관부서의 업무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

시기반정보화의 효과는 반감된다. 보다 질 높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들로 하

여금 도시기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화마인드 함양에서부터 특정

프로그램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2.5.2 교육대상

 도시기반분야에서는 교육대상별로 내용을 차별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시스템 운영자는 분야별 시스템 관리자와 응용프로그램 개발 전산전문요원으로 나

눌 수 있다.

◦ 시스템 사용자는 단순 입출력요원과 실무담당자로 나뉜다.

 GIS DB 구축의 경우 필요한 인력은 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1급, 중급기술자, 중

급기능사(지도제작), 초급기능사(지도제작), 타자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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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대 상 자 교   육   내   용

사용자와 실무담당자

◦ H/W, S/W 작동방법

◦ 자료의 입력 및 수정

◦ 자료의 출력 - 활용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양식의 출력

◦ 소관업무에의 활용방법

시스템 관리자

◦ DB 관리기법

◦ H/W, S/W 유지관리

◦ Network 관리

◦ Backup 관리

◦ 시스템보안관리

◦ 시스템사용자관리

전산전문요원

◦ 응용프로그램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개발

◦ 자료분석기법

◦ 문제발생시 응급처치

◦ 연관분야 교육(지도, 좌표, GPS, 법규 등)

2.5.3 교육방안

 교육원칙

◦ 교육대상별 차별화를 유지한다.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시스템 구축 후가 아닌 시범운영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 시스템개발업체의 인력을 활용한다.

◦ 미래의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별 교육내용

 새로운 H/W나 S/W가 도입되었을 때 정기적인 교육일정에 관계없이 즉시 필수인력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장비도입시 계약조건에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목

◦ PC 운영체계 ◦ PC 기초

◦ 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기초

◦ 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 웨어하우스 ◦ 멀티미디어

◦ UNIX ◦ X-Window

◦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분석

◦ 시스템설계 ◦ 업무재설계

◦ Network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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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 의의 및 필요성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크게는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

소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그룹/사회집단의 정보문화확산을 통한 정보 마인드 함양과 정

보이용능력의 향상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문에 있어 서울시의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가속화되는 정보화 속에서 각 분

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전략적으로 정보문화 확산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는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은 사

용자 중심의 시스템구축이 얼마나 중요하며, 사용자의 정보 마인드 및 정보화 수준

그리고 사용자의 열의가 바로 정보화 시스템 구축 성공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는 서울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며, 다른 하나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충분한 활용능력 및 여건 조성이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및 홍보의 주요 대상은 시공무원을 비롯해 일반시민, 기업인 등이 된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시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및 교육훈련

2.1.1 정보활용능력의 현황 및 문제점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은 서울시 정보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에는 정보화사업의 진척으로 인해 시청내, 자치구,

사업소간 정보통신망이 완료되어 전자문서교환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정보화 환경이 성숙되어 가는 데 반해 이를 활용할 시공무원들의 정보활용능력은 아

직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근거자료는 [부록 VII-3] 참조).

◦ 전체 시직원 중 문서편집은 54.4%, 윈도95는 36.1%가 각각 자주 사용하여 숙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를 제외한 다른 활용분야에서는 수시로 사용하여 숙

달된 직원이 2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집계표 작성과 PC통신 및 인터넷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경험

이 없는 직원이 50-60% 선에 이르고 있다.

◦ 하위직에 비해 5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들이 활용능력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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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정보화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또한, 행정정보화 분야의 설

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관리자와 실무자간의 행정사무정보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보화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 지식 및 협조가 없이는

서울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과제로 부각된다.

◦ 다만 매년 시직원의 PC 활용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체 공무원,

특히 상위직 공무원의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에의 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컴퓨터활용능력의 측정

◦ 1998년부터는 종전의 컴퓨터경진대회를 확대하여 ‘컴퓨터활용능력측정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실

시되는 본 제도는 시 전체 공무원(자치구 제외) 중 연 2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일정 점수 취득자에게 인증서를 발부하고 성적 우수자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컴퓨터활용능력측정제도는 제1회 응시자가 56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직원으

로부터의 호응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정보화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그리고 시직원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새로운 제

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2.1.2 시공무원의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일반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시공

무원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기본교육(11과정)과 장기교육(고

급관리자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교육에 들어 있는 ‘정보화사회와 컴퓨

터’ 강좌는 과정에 따라 짧게는 7시간에서 21시간으로 구성되어 교육시간 및 교육전

달능력에 한계가 있다.

 둘째, 전산정보관리소가 담당하고 있는 전산교육이다. 여기에는 전문과정과 기본과정

이 있는데, 일반공무원이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어 기본과정만이

일반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교육이 주로 1주일 미만의 단기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초지식이 부족한 공무원

들의 경우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교육이수자의 대부분이 6급 이하이어서 관리직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교육수요는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받지 못하고 있

다. 예를 들어, 1회당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문서편집의 경우 본청에 배정되

는 교육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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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희망자에게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게 할 수단이 부족하다. 더구나 교육기간동안의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부서의 핵심적인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

 셋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내 컴퓨터교육이 있다.

1998년의 경우 88회에 걸쳐 2,554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12월 3일 현재).

2.2 서울시민의 정보활용 능력

제4편 생활정보화 분야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정보활용능력과 관

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여건 중 PC의 보유기종이나 빈도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나 모뎀설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컴퓨터 사용빈도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이 많다.

2.3 서울시민의 교육훈련 현황

현재 서울시의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전산교육은 없다. 대신

서울시민대학과 구청 차원에서 부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민대학의 정보화 교육과정

◦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민에게 평생교육과 열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7월 서울시민대학을 설립하였다.

◦ 1998년 3월부터 실시된 제3기 교육과정의 경우 ‘PC응용’이라는 컴퓨터강좌(총

36시간)를 개설하였는데, 주요 교육내용은 윈도95, 한글, 엑셀, MS-Office, PC

통신 및 인터넷 등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서울시민대학은 최근의 IMF 경제체제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4

주에 걸쳐 ‘실직자 재취업 강좌’를 통해 서울시민 실직자에게 컴퓨터를 교육하였다.

사무자동화(윈도95, 글, MS EXCEL), 인터넷전문가(컴퓨터 통신, 인터넷 검색

방법, 웹페이지 작성법) 및 컴퓨터그래픽 전문가(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의 3개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수강정원은 150명이었다.

 구청 단위의 정보화 교육과정

◦ 최근 서울시 구청에서의 정보화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일부 구청은 구민의

전산화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VII. 서울정보화 추진체계 및 전략
━━━━━━━━━━━━━━━━━━━━━━━━━━━━━━━━━━━━━━━━━━━━━

- 570 -

◦ 예를 들어, 금천구의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금천구민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약 260여

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있

다.

◦ 성북구도 구민 정보화 교육사업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컴퓨터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주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도 다

양한 편이다.

◦ 송파구에서는 주부와 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8

년 말까지 420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별관이 완공되

는 대로 PC 30대와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갖춘 전산교육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3.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및 홍보전략

3.1 추진목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행

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전자시정 구현을 목표로 한 행정

정보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2 추진방향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현실에 성공적으로 접목․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자, 정보시스템 개발자 및 사용자 등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의의 및 목표 등을 서울시 관계자들

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한다.

 서울정보화의 성패는 결국 그 활용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생산된 정보

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과 함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정보화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직급별, 업무기능별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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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와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관리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정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의 정보화마인드와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보화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제도

를 도입한다.

3.3 구체적 실시방안

3.3.1 최고관리자들에 대한 적극적 교육 및 홍보

 서울정보화사업이 지닌 예산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도 서울시 최고관리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최고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정보화의 이념,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 또한 그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을 마련․제공한다.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정보기기 활용방법이 아닌 정보화의 활용방향과 효과를 교육함으

로써 이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 정

책사례, 우수이용사례 등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실패가능성이 존재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성패에 대한 평

가가 어려운 GIS사업의 경우 고위정책결정가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합리적 인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3.2 중간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CIO 주재 정보화세미나의 정례화

◦ 관리자들의 정보화마인드 형성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

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CIO가 주재하는 정보화세미나를 정례화하여

외국이나 타 지역의 성공적인 정보화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전반적 그림에 대한 교육

◦ 궁극적으로는 최고관리자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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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므로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소한 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중요정보들이 무엇이며,

이들 정보가 어떻게 연계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가 등에 대한 것이 교육내용

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제도화 및 평가 강제

◦ 관리자들의 정보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할 때 정보화마인드 형성도 어렵다. 앞

으로 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교환 및 전자결재가 보편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들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제도화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하

고 최고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3.3.3 일반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기초적 교육내용

◦ LAN과 WAN을 이용하는 업무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한다. 교육수요조사에서도 인터넷의 활용, PC통신의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아직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활용교육과 컴퓨터사용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서울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의 전체적 그림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개별 정보시스템

의 구체적 활용방안, 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공동활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인 서울시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

한 입문과정,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과정 등 3단계의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산

정보관리소의 전산교육과 연계시켜 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의 전산교

육이수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산정보관리소 외에 시공무원교육원을 적극

활용한다. 전 교육과정에 정보화관련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과정과 고

급과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내용을 교육한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교육

◦ 정기적인 교육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결정함으로써

시공무원의 교육욕구 및 참여기회를 향상시킨다.

◦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산정보관리소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규적인 교육 외에 근무시간외의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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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를 중심으로 아침․저녁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을 원하는 직원

이 원하는 시간에 통신망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3.3.4 부서별 정보화능력의 확대

 주기적인 정보화 Session 개최

◦ 행정업무에 정보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담당업무의 정보화에 대한

주기적인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부서의 정보화업무에 대한 평가와 개

선방향, 정보화 대상업무의 발굴 등에 대한 토의를 한다.

 부서별 정보화능력 측정을 통한 경쟁 유발

◦ 부서별로 담당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노력, 관련 업무와의 정보화를 통한 연계 및

자료의 공동활용, 직원들의 정보활용능력 등을 지표화하여 부서별 평가결과를 전자

게시판에 공시한다. 또한 이 결과를 부서장의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부서별 경쟁을 유발한다.

3.3.5 개인별 정보화능력 측정 활성화

 정보화자격제도의 도입 및 정착

◦ 서울시에서는 사무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문서나 자료가 정보통신으로 유통됨에 따

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화자격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실시

할 예정으로 있다. 이 제도의 의의는 전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기개발 분위

기 확산, 시정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및 정보화 자격의 목표관리제 연계 등에 있다.

◦ 시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단순 기능직 제외) ‘서울시정보화자

격’(SIQ: Seoul Informationtech Qualification) 시험제도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 관리를,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시험 시행 및 등급 관리

를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 그러나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공무원의 전산교육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개인별 및 기관별 목표관리제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성과급, 가점평정 등에서의 인센티브 부여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산 S/W개발 경진대회의 주기적인 개최

◦ 전산 S/W개발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하



VII. 서울정보화 추진체계 및 전략
━━━━━━━━━━━━━━━━━━━━━━━━━━━━━━━━━━━━━━━━━━━━━

- 574 -

고 전산능력 증진의 계기로 삼는다. 또한 개발된 우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

3.3.6 정보화 기반의 조속한 구축

 PC 1인 1대 보급 및 PC환경 개선

◦ LAN과 WAN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자동화의 기본기기인 PC의 1인 1대 보급을

’99년까지 앞당겨서 실시한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와 원활한 인터넷 사

용을 위해 구형 PC를 점차 교체한다.

 모든 시공무원에 대한 개별 전자우편주소 부여

◦ 정보화마인드를 가장 빠른 시간에 형성하게 하는 전략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게 하

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 노드를 확장하여 모든 직원이 자신의 책상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을 접촉하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기관별 컴퓨터동호회의 설립 및 활성화 지원

◦ 시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자료발간

◦ 시의 공식적 예산지원

4. 민간부문의 정보화 교육 및 홍보전략

4.1 추진방향

미래사회에서는 정보공학의 활용으로 압축되는 ‘정보산업’내지 ‘지식산업’이 중요 산업

으로 부각되며, 동시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만큼 지식 및 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구성원을 교육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전 산업인력의 재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의 질 높은 평

생교육이 사회의 핵심기능이 되는 ‘학습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육환경 재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염두에 둘 때, 서울시 역시

모든 시민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와 학습환경의 구축이 필요조건으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질 높고 적합한 학습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공을 통해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만족

을 추구하며, 동시에 정보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지식사회의 중핵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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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계층별 정보수요의 차이를 감안하여 대상그룹별 정보교육 및 문화확산의 전

략을 마련한다.

 청소년의 경우 초․중․고 및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교육기관 및 사설 컴퓨터 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정보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정보화의 구현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구사한다.

 다양한 대중매체 및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문화의 창달 홍보

 정보의 활용능력 향상

◦ 컴퓨터 활용방법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점차 정보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의 지원

을 받아 새로운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4.2 분야별 확산방안

4.2.1 생활정보화 분야

1) 정보교육 및 문화 확산

 정보교육․문화확산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가정정보교육

- 가정정보화의 촉진

- 단위정보센터, 지역도서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정보교육실시

- 정보전문가의 양성

시민정보교육

-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접속방법 강구 및 교육

- 직장단위 정보문화창달 및 지원

- 교육정보화와 연계한 공공교육기관의 정보화교육

- 시민단체 홈페이지 구축지원, 웹호스팅 서비스제공

- 시민 1인 1 ID갖기 운동전개

- 서울시민 정보의 날 제정 및 구별 경진대회 개최

 정보교육컨텐츠

◦ PC 활용방법 및 통신방법 교육

◦ 인터넷 활용방법 및 효율적인 정보획득방법 교육

◦ 홈페이지 작성 및 메일 활용

◦ 생활과 정보의 연계를 통한 삶의 질

◦ 정보사회의 미래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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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의 저변 확충

◦ 정보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화마인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서는 현재 평생교육원 등 대학부설교육원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97년 현재 전국

의 297개 대학 중 68개 대학이 1개 과정 이상의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

울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구한다.

 교사 및 평생교육 전문인 양성

◦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은 전산전문가나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의 이념과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교육훈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서울정보화의 근본 추구

목표와 구체적인 개별 정보시스템의 운용에 대해 확신과 숙달된 응용을 선도하게

한다.

◦ 새로운 교육시스템 운영의 핵심인 교사 및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멀티미디어 학습과 대면학습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21세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

교육 부문에 책임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이벤트 실시

◦ 잠재적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전시회, 경연대회, 가상현실

체험, 시연회, 공모전 등의 이벤트성 행사를 계획한다. 특히 다각적인 소규모 정보

관련 행사를 통해 개개인의 생활 속에 정보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2)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1) 공공접근장소(Public Access Place) 설치 및 확대

 서울시정부의 생활정보화정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공공부문과 시민간의 또는 시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증대시키려 하

나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시민에게만 공공정보서비스의 수혜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남는다. 컴퓨터가 없거나 지역공공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리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하더라도 정보화로부터 항상 소외될 수 있다.

 주요 외국에서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체국이 이러한 공공접근장소

(PAP)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향후 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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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지센터나 다른 분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동사무소를 PAP로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한다.

◦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정보선진국들은 공공도서관을 PAP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가 선진국에 비할 때 절대적 열세

에 놓여 있고 전국에 걸쳐 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아울러 공공접근장소

를 담당하고 관리할 전자사서를 논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사서가 이미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차라리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우체국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의 공공네트워크에의 공공접속을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서울의 동사무소의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센

터화를 논의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복지를 겸한 생활정보센터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동사무소의 업무가 줄어들고 있다. 동사무소의 경우

고유사무는 36%에 불과한데 대부분이 주민등록 및 인감 등의 단순업무이며, 나머

지 64%가 보조업무로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관리가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 현재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정부는 주민카드제를 시행하면 기관유지사무

등 동사무의 20% 이상이 감축되고 사회복지 및 정보화업무를 제외한 잔여사무는

구로 이관하는 경우, 생활정보센터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구마다 20여개의 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서울시 전역에 걸쳐 530개에 이르며

이러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도 11,363명에 이른다. 전자정부로 바뀌면

서 전통적인 동사무소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어 동사무소의 폐지 또는 통합이 거론되

고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생활정보화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동사무소 폐지에 따

른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종합정보시스템의 시민사용자 측면은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사무소에 시민을 위한 생활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소외계층에게

(복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계별 추진전략

시  기 전             략 대 상

2000년
동사무소를 PAP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계획 작성과 시범사

업 실시(원하는 자치구에 사업비의 일부 지원)
3개 동

2001-2002년 시범사업 평가 후 적정모형 개발과 PAP 확대 22개 동

2003년 이후 시 전체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으로 PAP 확산 점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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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고려사항

◦ 생활정보센터는 복지센터로서 전문성을 확보

◦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접근성 제고

◦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제공하지 않는 통합성의 원칙

◦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한 서비스를 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포괄성의 원칙

◦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체계

◦ 민주성 즉, 지역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생활정보센터의 운영주체

◦ 복지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생활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상당히

민감한 과제이다.

◦ 그 방식은 크게 행정주도형, 민간위탁형, 제3섹터형 및 주민주도형의 4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서울의 경우 지방자치 내지는 참여의 경험이 일천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

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당기간동안은 행정주도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자원의 동원

◦ 해당지역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특히 생활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은 인적․물적 자원으로 민간의 창의와 공동체의식,

그리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2) Kiosk 설치 확대

 시민이 PC 등 공중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는 경제적 제약이나 활

용지식의 한계로 인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Kiosk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 및 생활정보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민원서

류의 접수와 발급, 정보공개 요청과 확인 등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처

럼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iosk에는 대부분 고성능 PC가 이용되며 멀티미디어 기능, 통신 연결장비, 특수한

입출력장치, Touch Screen 등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필요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

 다만 공공장소 설치에 따른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장소에 따라 서비스

종류를 달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공서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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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서비스를, 그리고 일반공공장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단계별 추진전략

◦ 2000년： 구당 1대씩 설치

◦ 2001-2002년： 모든 동에 1대씩 설치

◦ 2003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

(3) 정보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호주정부는 장애자들이 충분한 온라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AccessAbility이다.

 동 사업에는 지역사회조직이나, 지방정부, 민간기업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이 온라인서비스에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사업

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접근(access)의 개념은 컴퓨터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뿐

만 아니라 특정 장애자가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

두 포괄한다. 또한 효과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훈련프로그램이나 보다 나은

web design, web 내용의 개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이 온라인서비스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가 직접 개발하려는 시도보다는 호주의 사

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서 외

부효과만큼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접근장소나 Kiosk를 활용하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사용자무료이용권(voucher)을

배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4.2.2 산업정보화 분야

 산업정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과 교육에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기능 등을 담당한다.

◦ 실제적인 교육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

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나 기능대학 등 서울시 관련 교육기관

이나 지역내 대학 등과 협조하여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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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Windows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제공되고 있는 정보서

비스를 활용하는 실습에 중점을 둔다. 한편 ERP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관련된 전

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 개발업체나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원이나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산업정보화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도 강조되어야 한다.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보화 교육 등은 시민생활분야의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며, 그 교육내용에 산업정보화와 관련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대기업의 산업정보시스템 이용의 경우, 각종 특별혜택을 부여하여 서울소재 중소기

업 내에 있는 사용자들까지로 시스템 사용을 고무시킨다.

 정보화 홍보와 관광산업의 연계

◦ 서울지역의 관광안내와 시설예약, 쇼핑안내, 교통정보 등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받

아 볼 수 있는 첨단 관광정보도시로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 더불어 무료통신지역, 정보박물관, 인터넷도서관 등을 설립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

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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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제도의 정비

1. 분야별 주요 법․제도 정비

1.1 행정정보화 분야

1.1.1 현황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겪는 가장 큰 걸림돌은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여하히 적용시키

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

의 법과 제도를 개선시켜야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서울시는 ’98년에 서울시정보화추진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추진시

행계획, 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정보화자료관리 및 이

용, 전산자료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산정보관리소 훈령으로 되어있

던 전산업무처리규정을 폐지하고 정보화추진조례의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하고자 정보

화추진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한편, 전산자료, 개인정보보호, 통신망 안전관리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정

을 보안업무규칙에 포함시켰다. 사무자동화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전자결재, 전자우

편, 게시판 및 문서 송․수신 등 사무자동화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자동

화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서울시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했다고 판

단되나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업무처

리과정에서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BPR작업을 통해 도출되는 법․제

도적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2 정비대상 법․제도의 유형별 구분

 행정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

◦ 부서간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의무규정의 강화

◦ 부서내/부서간 중복처리 행정업무의 재조정

◦ 단순 경유 업무기능 폐지 등 행정기능 및 절차의 간소화

◦ 처리기준, 절차 등의 명확화, 상세화 및 엄격화

◦ 사용서식의 통합, 폐기 등 서식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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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

◦ 거주지, 창구무관 one-stop와 non-stop 민원처리

◦ 비현실적인 과태료 처분 등 적용규정/기준 현실화

◦ 동일사안에 대한 적용규정/기준의 상이점을 단일화/단순화

◦ 과다한 행정규제 철폐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경쟁력 향상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과 제도

◦ 문서감축 및 전자문서, 전자결재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정비과제

◦ 정보제공 의무화 등 정보공개/정보공유에 관한 정비과제

◦ 정보유출방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비과제

1.1.3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

 전자시정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서울시의 모든 관련 규정을 정비대상 법․제도의 유

형별 구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 작업은 현재 추진중인 BPR사업과 연

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의 정비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정보화의 추진

에 걸림돌이 되는 상위 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부서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서

도 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울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관련 법규정의 정비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유사한 서식이나 대체가능한 서식 혹은 실무적용성이 낮은 서식을 도출하여 표

준서식으로 만들어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서식표준화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부서간 정보의 공동활용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무자동화시스템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확인도 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의 기록, 보존, 관리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 민원행정시스템과 관련하여 부서간의 전자협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

다.

 문서감축조례의 제정

◦ 서울시는 사무자동화시스템을 개통하고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유통을 정착시키기 위

한 단계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자동화(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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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고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나친 문서작성이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 행정정보화 설문조사에서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50%이상이 문서작업이 과다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60%이상이 불필요한 보고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지나친 문서작성과 유통으로 인해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민의 불편이 증대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1980년에 문서감축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실행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95년에 현재의

문서감축법을 재승인하였다.

◦ 따라서 서울시도 문서감축을 위한 제반장치를 포함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를 목표로 하는 문서감축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고려해

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문서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전자결재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 문서의 작성뿐 아니라 유통, 보관, 공개 및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도록 강제성을 띤 정책과 지침이 정해져야 한다.

- 정보자원관리과정을 감독, 조정할 수 있는 집권적인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 산하기관 및 자치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보자원

관리계획이 세워져야하며, 서울시 행정업무의 계획과 예산, 인사관리 등과도 연

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2 산업정보화 분야

 전자상거래 등 산업정보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는 국가정보화 계획에

따른다.

 현행의 법령 하에서 가능한 정보공개가 최대한,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의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산업정보센터로 별도의 조직체계가 신설되는

경우 관련 부서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산업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많은 내용이 이미 중앙부처나 타 기관 등

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는 DB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공동활용

하도록 하는 규칙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기 개발되어 있는 DB를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보

다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 특정 개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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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1.3 도시기반정보화 분야

도시기반정보화의 법․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보공동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협의회에 관한 조례 및 공간정보화에 관한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아래에서는 공간정보화에 관한 조례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3.1 「공간정보관리조례」(가칭)의 제정 필요성

 GIS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가GIS의 경우 그 동안 공간정보에 관련된 법률, 정보화관련 법규, 그리고 전산

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규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 국가GIS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웠으며, GIS 구축과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GIS정보의 활

용 및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법적인 기준이 없었다.

1.3.2 관련법의 검토

 첫째, 국내의 정보화관련 법제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의 모법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지방행정업

무 전산추진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의 중심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GIS는 자료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활용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생산된 GIS정보의 공개문제와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

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구축된 정보는 보안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나 개인의 프라이

버시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통계법 등 정보공개를 제한한 각종 법률들은 공간정보가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서울GIS의 구축과 활용은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전산망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산망 구축 및 운영조직 관련 법제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검토되어야 할 법적 규정으로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 표

준화지침, 지방행정 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 행정전산망 기기도입 심의기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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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산망의 안전․신뢰성 기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국토공간계획과 관련된 법

률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공간정보에 관련된 법규정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관련법으로는 측

량법, 통계법, 도로법,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규

칙 등을 들 수 있다.

1.3.3 조례의 주요 내용

이상의 정보화관련 법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공간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간정보관

리조례」(가칭)를 만들어야 한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서울공간정보화를 촉진하고, 정

보이용을 확대하며, 공공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민간의 활력을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 이상의 규

제로 참여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까지 GIS관련 정보의 민간활용은 극

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그 결과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

러나 공간정보화 추진에서 필수적인 표준화 규정의 엄수,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을 위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규제조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공간정보전산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표준화, 수치지도의 신뢰성, 자료

의 신빙성 확보, 공간정보의 변경․유지보수 체계의 정비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제도

2.1 목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

인 국민이 청구할 때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

이 자발적으로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를 청구공개라고

하며, 후자를 정보제공이라고 한다.

 정보공개의 필요성

◦ 시민의 알권리 및 국정참여 확보

◦ 시정의 신뢰성 확보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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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황

 홍보담당관실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홍보담당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

출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서가 홍보담당관실에 접수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접수사실을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이를 담당 부서에 이송한다.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이

난 후에 다시 홍보담당관실을 거쳐 행정정보공개청구자에게 공개자료 혹은 거부결정

이 전달된다.

 공개청구된 자료의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지 못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

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개청구 및 처리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887 856 719 49 88 - 31

98년도 204 195 122 31 42 - 9

97년도 123 117 99 8 10 - 6

96년도 395 395 363 4 28 - -

95년도 113 104 94 4 6 - 9

94년도 52 45 41 1 3 - 7

◦ 청구목적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학술

연구

사업

관련

행정

감시

쟁송

관련

재산

관련

사실

확인

관공서

제출
기 타

계 887 37 135 97 109 83 27 247 152

98년도 204 9 27 23 58 49 13 - 25

97년도 123 4 29 7 17 3 14 15 34

96년도 395 10 51 30 19 12 - 220 53

95년도 113 7 6 28 15 19 - 10 28

94년도 52 7 22 9 - - -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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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처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
공개

(법제7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사생

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
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88 1 - - 5 2 3 - - 77

98년도 42 - - - 5 2 - - - 35

97년도 10 - - - - - - - - 10

96년도 28 - - - - - 1 - - 27

95년도 6 - - - - - 1 - - 5

94년도 3 1 - - - - 1 - - 1

◦ 불복신청 현황 및 사례: 해당사항 없음

2.3 개선방향

 정보공개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정보에의 접근용이성을 높인다. 인터넷과 PC통

신을 통한 정보공개와 함께 Kiosk를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 정보접근에 시민의 지역,

신분 및 소득 등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자료를 재작성할 것이 아니라 축적된 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

 행정정보안내시스템의 구축

◦ 우선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

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한다. 현재는 정보공개청구 접수창

구에 정보공개목록이 문건으로 비치되어 있으나 서울포커스에 정보공개목록을 올려

야 한다.

◦ 이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울포커스에 행

정정보안내시스템(GILS: Government Information Lacator System)을 구축

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FAQ

코너를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의 정보공개관련 문의에

대한 업무부담을 함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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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심의회의 활성화

◦ 정보공개는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정보공개청구가 활

발해짐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

서 정보공개심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개인정보침해여부에 대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민원업무 처리과정의 전자공개

◦ 부조리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원업무를 인터넷 및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 시민이 민

원처리과정과 내용을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의 감시와 정보공유를 통해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민원업무 on-line 공개처리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구축․운영 중인 민원행정시스템

등과 연계한다. 우선적으로 재개발,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과 같은 특수민원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민원업무에 확대한다.

 사이버 시민수요조사의 실시

◦ 시민은 시정부가 소유한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실제적인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포커스 등에 행정정보의 목록을 공개하고 사용자

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시민수요조사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계되어 정보제공의

내용을 결정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의 선별적 기준 마련

◦ 청구공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

는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행정의 민주성

확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

가 있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시정부의 정보수집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성과 수동성을 띠며,

이로 인해 수집비용이 저렴하여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무한정 수집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과다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대를 피하기 위해서도 정

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그러나 시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안보에의 위

협, 개인권 침해, 일부 기업의 이익, 공정한 정책수행의 침해 등과 같은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시민이나 기업

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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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제도

3.1 개념 및 필요성

 정보화의 발달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순기능과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

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개인정보의

대량적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래기회 확대와 활동범위의 다

양화로 개인정보의 노출기회가 그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영역 모두에서 문제된다. 민간부

문의 경우 신기술을 통해 다양한 원천의 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의 모든 영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직접적인 재원

과 노력의 투여없이 얻을 수 있는 강제적 정보채취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각 분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우며,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어디론가 제공될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보화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두 가지 모

순된 요청 속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과 감정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치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왔다.

[표 VII-3]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비교

국 명 법 률 명
제정

년도
대상기관 대상정보 개인의 권리 감독 기관

미 국 프라이버시법 1974
행정기관
공공단체

전산정보
수작업정보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불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행정관리예산청

독 일 연방데이타보호법 1977
행정기관
공공단체
민간기관

전산정보
일부 수작업정
보

열람청구권
정정(차단,삭제)청
구권

연방데이타보호 감
독관(민간분야에 대
해서는 각 소관관청)

프랑스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1978
행정기관
공공단체
민간기관

전산정보
수작업정보

열람청구권
정정(말소)청구권

국가정보처리자유위
원회

영 국 데이타보호법 1984
행정기관
공공단체
민간기관

전산정보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불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데이터보호등록관
데이타보호심판소

일 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88
국가행정
기관

전산정보
열람청구권
정정(등)청구권

총무청

한 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994
행정기관
공공단체

전산정보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불복청구권

총무처
개인정보보호심의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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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나라의 현황

3.2.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우리나라는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우편물 및 전기통신(유선․무

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료의 송수신)의 비밀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

나 동법은 불법적인 통신검열금지 등 주로 통신비밀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

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1994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과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밖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개인정보의 비밀이 보호되

고 훼손이나 변작․위작 등이 금지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

정보의 수집․처리 및 제공활동에 적용될 포괄적인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정

부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이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도 없다.

3.2.2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관계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1994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동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

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

율하지만,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

조).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금지되며(제4조),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제5조).

 공공기관이 보유할 개인정보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개인

정보화일의 명칭, 보유목적, 보유기관의 명칭,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열람예

정시기,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 열람제한의 범위 등을 통보해야 하며,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전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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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제9조에서는 개인

정보의 안전성확보, 제10조에서는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체계는 주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많이 참고해

서 제정되어 있는데, 제6조 제2항의 사전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넓게 이해될 여지가 있고, 제22조에서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의견제시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게 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정보침해가 공공기관이나 정부자체보다는 사인에 의

하여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도 조속

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도청 등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3.3 개인정보보호제도와 행정정보공개제도

 차이점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권익의 보

호를 도모하는 것인데 비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국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보공개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데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는 기본적

으로 비공개이며 본인에 대해서만 공개한다.

◦ 양 제도의 구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유와 이용․제공의 제한,

안전․정확성의 확보, 개인정보의 본인에의 공개, 정정을 행하는 일 등을 포함하는

데 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는 국정정보 전반의 공개에 관한 절차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유사점

◦ 양 제도는 모두 중앙집권적 권력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제한된 정부’의 사상을 반

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재량의 ‘한정화’(confine: 재량의 한계를 명시하여 광범위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구조화’(structure: 재량의 범위 속에서 권한행사의 방법

을 규제하는 것), 및 ‘억제’(check: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직

원 또는 기관에 의하여 견제케 하는 것)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공개된 정부,’ ‘열린 정부’를 확립하고 국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

◦ 양 제도는 중대하고 공통된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 즉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해

서는 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공개하여서는 안될 정보에 대해

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런 면에서 두 제도는 그 의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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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있어서 서로 모순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양 제도는 공개청구권에 대한 청구를 정보공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서 공통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사항에 의하여 어디까지 개

인정보의 보호를 할 수 있는가, 혹은 역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

보공개제도의 비공개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양 제도는 서로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4 개인정보보호제도 확립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3.4.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확립 필요성

 헌법정신과의 일치

◦ 개인정보보호제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

시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

정되는 제도이다.

 세계정보경제 변화에의 적응

◦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세계정보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한 예로 EU에서는 1995년에 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EU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의 정보거래를 중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

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EU 국가들과의 거래에 있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EU 국가들로부터 전송되는 정

보의 흐름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3.4.2 문제점

 이와 같은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

의 정비와 앞에서 살펴본 제도들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점 및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가 정보조사와 수집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 자동화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서류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 개인정보 제공시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데 있어 법률상 많은 예외규정이 있는

점

◦ 개인정보화일 보유에 대한 감독기관장에의 통보에 적용배제사유가 광범위하다는 점

◦ 개인정보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열람권과 정정권은 있으되 수정권, 보완권, 삭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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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이 긴급하게 요구

되는 분야로 지적될 수 있다.

3.4.3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확립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확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

히 전국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시는 수도로서의 특성과 부합하여 여타 자치

단체들의 시책과 역할 정립의 선구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서울시는 199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를 조례 제3460호로 공포하

였고, 1998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을 규칙 제2922호로 공

포하였다. 이 조례 제20조는 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규칙 제3장에서는

전산보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극히 추상적이고 미흡하여 진정

한 의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아직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도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겨우 3할 정도만이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양 제도는 상호관련 내지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와도 연

관되는 문제이다.

 1991년 청주시에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공포를 통해 행정정보공개와 자치단체

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선례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공개하여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널리 개인

정보 일반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개인의 비밀 등의 표현에 의하여 한정적으

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부당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의 정보공개법(정식 명칭은 정보엑세스법)에는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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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프라이버시법) 제3조에 규정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하도

록 되어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일반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따

라서 양 제도의 정합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일

반이 보호되고 있음으로 정보공개제도에서도 개인정보일반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공개제도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되는 개인정보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인허가 등

에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중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

전확보 등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나 고위 공무원 또는 공직의 후보자 등의 개

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

하다.

◦ 개인정보보호의 요청과 정보공개의 요청을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여야 하는가는 판단이 곤란한 문제이며, 개인정보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 법령의 운용실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식의 동향 등을 참고로 하여 더

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

 시민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용되고 있는지 거의 무지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며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개인이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점과 진술의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교육함과 아울

러 개인의 진술 내용을 기록에 함께 첨부해 주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

력은 시민에 대한 고객지향행정으로 인식되고 행정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홈페이지에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필요성, 청구권자와 대상정

보 등 관련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민간부문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다운사이징이나 앤드유저 컴퓨팅의 진전, 그리고 클라이언트․서버로 대표되는 분산

처리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유출․누수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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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정보가 곧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야 한다. 물론 민간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개인정보보호는 법률의 정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민간부문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혹은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거나 소

수인 사업분야들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민

간기업에는 서울시의 차원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주어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

이다. EU가 규정한 정보보호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확립하지 않은 국가들과 거래 시 개별적으로 EU제도를 준수한다는 계약

협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국가

들이 서둘러 법제를 완비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규제 범위 및 정도 등은 국가정책 및 국제규

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개인정보보호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신뢰성의 문

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과 노력,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제도 마

련을 통해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 국가정보화의 촉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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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보화예산

1. 정보화예산의 총체적 규모 예측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8월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개

선 전담반」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자원 조사를 실

시하였다.

◦ 동 조사는 기관별․업무별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보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기관별 정보화 인력, H/W, S/W 등 총 9개 부문 12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각 기관의 연간 전체예산 중 정보화예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I-4] 기관별 정보화예산 변화추이

(단위: %)

구  분 1997 1998 1999

중앙기관 0.4 1.1 1.3

1차특별행정기관 0.3 0.3 0.3

광역지자체 0.2 0.3 0.7

기초지자체 0.3 0.3 0.5

 한편 미국의 정보화예산 비중은 1991년이래 1.6%내지 1.7%정도를 차지하여 왔다.

1982년 1.2%에서 1993년에는 1.77%까지 증가하였다가 1994년에 1.61%로 감

소, 다시 1996년에는 1.81%로 최고수준을 보였다가, 1998년에는 1.71%로 줄어들

었다.

◦ 여기서 총연방정부예산이라 하면 모든 재량적 지출, 법적 의무경비지출(신탁보험,

사회보장, 의료보호 등), 연방적자에 대한 순이자지출을 포함한다. 한편 운용지출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1988년 4.37%에서 1996년 6.2%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6.42%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때 운용지출이란 연방정부의 재화와 용

역에 대한 총구매비용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예산에서 정보화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까지 0.07%의

낮은 수준이 보이다가 1996년부터 비교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선2

기가 출범한 1998년에는 시고위관리자들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공공근로사업 등을 이유로 전년도에 비해 2.4배 이상이나 크게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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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문별 예산내역을 볼 때 연구개발비와 정보화교육에 대한 비중이 크게 줄어

든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 1998년도의 예산증가는 상당 부분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의 정보화예산 확보노력이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

[표 VII-5] 서울특별시 정보화예산 변화추이(1994-1999년)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 예 산 7,963,938,000 7,926,766,000 8,616,018,000 9,676,127,000 8,399,529,000 8,871,525,000

정보화예산 5,241,514 5,841,027 12,973,963 24,216,722 22,337,961 58,487,291

총예산대비

점유율(%)
0.07

0.07
0.15 0.25 0.27

0.66

연구개발비

(합계대비

점유율)

78,950 951,751 6,210,200 7,235,575 6,844,033 13,187,636

1.5
16.3

47.9 29.9 30.6
22.5

자산취득비

3,029,770 2,781,969 3,451,167 9,474,945 10,228,905 10,097,058

57.8
47.6

26.6 39.1 45.8
17.3

임차료

511,437 541,324 1,365,783 2,864,494 568,153 9,178,363

9.8 9.3 10.5 11.8 2.5
15.7

시설장비

유지비

1,327,558 881,085 1,035,132 983,763 1,523,529 6,672,722

25.3 15.1 8.0 4.1 6.8 11.4

시설비
38,407

175,400
523,000 1,718,077 1,820,485 18,355,122

0.7 3.0 4.0 7.1 8.1 31.4

공공요금

및 제세

167,239
426,213

163,431 955,094 654,627
492,556

3.2 7.3 1.3 3.9 2.9 0.8

정보화교육등
88,153

83,285
225,250 984,774 698,229 503,834

1.7 1.4 1.7 4.1 3.1 0.9

 서울시의 정보화예산은 현재의 0.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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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는 0.8%, 2001년에는 0.9%, 2002년에는 1.0%수준으로 증가시킨 뒤

안정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1999년 현재 585억원 수준

의 정보화 예산은 2000년 677억원, 2001년 722억원, 2002년 837억원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르면 2000년～2002

년의 총예산규모가 각각 8조 4,570억원, 8조 253억원, 8조 3,665억원으로 전망

되고 있다)

◦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어느 정도 시민의 정보화수준이 향상되고, 중소기업

의 정보문화가 확산되는 2단계에서는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조달이 일부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되나 1단계까지는 대부분의 정보화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통해 동원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와 같이 서울정보화촉진기금 등의 창설을 논의하기도 하나 이

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차원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2. 정보화사업 예산

2.1 사업별 예산(2000-200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과 제 2000 2001 2002 합 계

행
정
정
보
화

통합정보
시스템 구현

민원행정/사무자동화/세무종합 750 230 100 1,080

행정관리시스템 부문별 체계화 450 450

단위업무
시스템 구축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200 200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750 750

청사유지관리시스템 1,050 1,050

보존문서관리시스템 3,050 3,050

BPR 시행, 정착 및 개선 250 120 370

데이터웨어
하우스 구축

시범사업 1,500 1,500

분야별 구축 500 500

EIS 구축 EIS 도입 및 시행 1,300 1,300

도
시
기
반
정
보
화

지적 지적관리(편집지적) 100 100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6,430 3,710 10,140

상수도관리 3,700 1,270 990 5,960

하수도관리 2,300 5,690 3,550 11,540

지하매설물 관리 720 430 160 1,310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270 270

용도/지구/구역관리 1,340 650 1,990

주택건설관리 740 460 1,200

교통
교통정보관리 1,200 820 650 2,670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1,280 450 270 2,000

환경

오염관리 1,120 460 380 1,960

폐기물관리 520 190 120 830

녹지조경관리 1,170 440 180 1,790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630 360 270 1,260

위험물관리 700 310 14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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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과 제 2000 2001 2002 합 계

생
활
정
보
화

문화
문화정보 750 750

관광정보 930 930

보건/의료 지역보건 1,410 200 1,610

사회복지
복지종합정보 1,680 390 230 2,300

복지행정정보 1,850 740 180 2,770

산

업

정

보

화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910 330 1,240

산업관련 DB 구축/연계 220 250 250 720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200 200 200 600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1,200 450 100 1,750

중소기업 ERP 도입지원 2,700 2,600 1,700 7,00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3,500 2,730 2,340 8,570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

보

화

지

원

사

업

서울종합정보센터 1,950 550 2,500

공무원 PC 1인 1대 보급 3,000 3,000 3,000 9,000

개인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800 800 800 2,400

생활정보센터 확충 8,100 18,900 40,500 67,500

Kiosk 설치/확대 500 10,500 10,000 21,000

정보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200 200 400

행정정보안내시스템(GILS) 구축 100 100

정보화추진인력 교육훈련 100 100 100 300

공무원 정보화교육 100 100 100 300

시민 정보화교육 500 500 500 1,500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100 100 100 300

시민단체 홈페이지 구축지원 50 10 10 70

정보화이벤트 개최 100 100 100 300

정보화 동호회 육성지원 10 10 10 30

정보통신망 4,000 3,000 3,000 10,000

기타 정보화사업 8,000 4,000 4,000 16,000

H/W, S/W, N/W 등 유지관리 4,500 5,000 5,500 15,000

총 계 67,610 77,390 84,360 229,360

시 부 담 액 60,413 71,585 80,939 2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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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원조달방안

추  진  과  제
재 원 조 달 방 안 (단위 : %)

국 비 시 비 민 자 기 타

행

정

정

보

화

통합정보시스템

구현

민원행정/사무자동화/세무종합

재무회계/인사급여
100

행정관리시스템 부문별 체계화 100

단위업무시스템

구축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100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100

청사유지관리시스템 100

보존문서관리시스템 100

행정업무 재설계 BPR 시행, 정착 및 개선 100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시범사업 100

분야별 구축 100

최고관리자정보

시스템 구축
EIS 도입 및 시행 100

도

시

기

반

정

보

화

지적 지적관리(편집지적) 100

도시시설물

도로관리 10 90

상수도관리 30 70

하수도관리 10 90

지하매설물 관리 10 70 20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100

용도/지구/구역관리 100

주택건설관리 100

교통
교통정보관리 20 80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100

환경

오염관리 45 55

폐기물관리 40 60

녹지조경관리 80 20(자치구)

방재
소방구조구급관리 20 80

위험물관리 20 80

생

활

정

보

화

문화
문화정보 80 20

관광정보 80 20

보건/의료 지역보건 20 70 10

사회복지
복지종합정보 100

복지행정정보 100

산

업

정

보

화

서울산업

One-Stop Mall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60 40

산업관련 DB 구축/연계 100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연계
100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구축 10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ERP 도입 20 80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20 7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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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선2기 신규시스템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

합계2000 2001 2002

행

정

정

보

화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도

시

기

반

정

보

화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청사유지관리시스템

보존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최고관리자정보시스템

생

활

정

보

화

지하매설물관리

산

업

정

보

화

용도/지구/구역관리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오염관리

폐기물관리

녹지조경정보관리

위험물관리

지역보건정보시스템

복지행정정보시스템

복지종합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중소기업관리시스템구축

중소기업 ERP 도입지원

합계

200

750

720

1,340

1,280

1,120

520

1,170

700

1,850

1,680

1,200

15,230

1,050

1,500

1,300

430

650

450

460

190

440

310

1,410

740

390

910

450

2,600

13,280

3,050

500

160

270

380

120

180

140

200

180

230

330

1,700

7,540

200

750

1,050

3,050

2,000

1,300

1,310

1,990

2,000

1,960

830

1,790

1,150

1,610

2,770

2,300

1,240

1,750

7,000

36,050

100

2,700

주： 세부예산내역은 [부록 VII-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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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과정의 합리화

 지금까지는 정보화사업계획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부분적

으로는 정보화 추진조직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CIO제

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경험을 감안할 때 정보화 기본계획과 예산을 적절히

연계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CIO의 시장을 비롯한 최고위관

리자들에 대한 대외교섭력 및 설득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대외적인 예산확보 노력 못지 않게 대내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분배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 그 동안은 정보화 추진조직이 분산되어 있어 예산배분 및 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랐다. 따라서 CIO의 이에 대한 조정자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 또한 정보화사업의 실제적 예산을 수립․집행하는 실무부서에 대해서도 CIO는 어

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 추진조직뿐만 아니라 실무부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화사업, 특히 GIS관련 사업들은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

편성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그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시

행에 앞서 연도별 세부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시 내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속비 또는 장기계획사업 형태로 추진하

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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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1] 싱가포르의 분야별 IT 활용내용

 NCB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부문 정보화사업의 주요 내용

분 야 세 부 사 업 명 내      용

정부내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정부업무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효율성 제고

Singapore Government

Network (SGNet)

싱가포르정부의 인트라넷, 전자우편, 예산 및 인사관리시스템

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Government Electronic

Mail System (GEMS)
다자간의 실시간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공유

Government Intranet 정부부처 및 기관간 연계

Public Sector

Smartcard (PS Card)

1997년 1월부터 활용된 것으로, 신분증 및 전자지갑 기능 등

을 가짐

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Planning

(SITP)

각 부처의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Mobile Terminals for

Police (COP-II)
일선의 순찰경찰과 경찰DB의 무선연계 시스템

정부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접근가능성과

편의성 제고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EPS)
EDI를 통한 정부구매절차의 전산화 시스템

Government Internet

Services
정부의 종합적인 인터넷 서비스

Automated Information

and Marriage

Searches (AIMS)

멀티미디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결

혼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Automated Traffic

Offence Management

System (ATOMS)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교통범칙금을 전산망을 통하여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4시간 가동

Intelligent Trademark

Search System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검색시스템으로 3개월이 소요되던

검색작업을 하루 밤에 가능토록 함

Immigration Automated

Clearance System

스마트카드와 생물학적 특성정보 등을 활용한 무인출입국관

리시스템

Government Call Centre 시민들은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이를 해당부서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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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응용분야

◦ IT 활용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또한 보편

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한다.

◦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세 부 사 업 명 내    용

교육

Acceleration the Use of IT
in Primary Schools(AITP)

초등학교에서의 언어나 수학교육 등 교육과정 속에서
컴퓨터 응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Student's and Teacher's
Workbench(STW)

Singapore ONE을 활용하여 중등학교의 수업에 강의
자료나 리포트 등에 있어 컴퓨터 활용시스템

JCNet
초급대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인터넷 활용을 가능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996년부터 도입

Singapore Polytech Virtual College 가상대학

Internet Mirror Site for Education
(MirrorS)

교육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을 종합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Timely Information for All,
Relevant and Affordable(TiARA)

세계최초의 전자도서관 시스템

Business Information Locator(BIL)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관련 정보를 출판물이나 전자
정보 형태로 찾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Singapore Memory 싱가포르의 역사와 전통을 멀티미디어 형태로 구축

Singapore InfoMap
1997년 3월 현재 837개 사이트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619개는 비지니스나 금융관련임

Singapore Inc Web Site
싱가포르의 비지니스 환경을 제시하고 싱가포르에서
비지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정보 제공

사법

Law Practice 2000 전자법률정보 시스템

Integrated Criminal Justice System
(ICJS)

사법행정의 전산화사업

의료
보건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환자기록의 전산화사업

A&E Clinical Support System 응급체계의 전산화사업

Teleradiology Pilot 원격진료시스템

Ambulance-Physician Data Link
(APDL)

응급차와 병원간의 데이터전송시스템

Central Appointment and
Referral System(CARES)

진료예약시스템

관광
오락

Online National Arts and
Entertainment Calendar(ONAC)

문화예술관련 종합서비스시스템

Singapore Travel Exchange
1997년까지 약600개의 여행사가 가입하는 관광종합시스
템으로 여행사들의 면허갱신, 각종 여행사나 여행정보
제공함.

Super-Conventions Service 컨벤션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건설업

Automatic Quantities
Take-off System

CAD 설계도로부터 필요한 자재수요를 즉각 판독

Building Plan Checking Systems 건축계획의 전자체킹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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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 부 사 업 명 내    용

제조업
및
유통업

Quickmould mould design 촉진

Mechatronics Design Centre (MDC) 3차원의 기계디자인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PRISMSplus (Process Industry
Skills Management System)

근로자의 기술이나 경험 등을 관리하는 인력관리시스템
으로 1995년 도입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Manufacturing (EDIMAN)

제조업분야에서의 표준화된 EDI 확립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Transportation (EDITRANS)

선박관련 서류의 EDI 방식에 의한 처리

TradeNet
1989년 도입된 EDI 방식에 의한 무역서류 처리시스템
으로, 1998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

 정보화 문화의 확산

분 야 세 부 사 업 명 내    용

정보화
마인드
확산

Computer Roadshows
쇼핑몰, 도서관, 지역회관, 학교 등 여러 장소에서 'IT
at Home'이라는 모토 하에서 정보화 비전 소개

IT Mascot(MITY-Make IT Yours) 정보화 마스코트 제작 홍보

Computer Playgrounds 5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놀이방 개설

Learning Centers 성인들을 위한 정보화 접근시설

IT POWER
IT POWER21, IT POWER Basic 등 사무실직원들에
대한 기본교육

Cybertime IT 4U 정보화의 이점 등에 대한 TV 공영광고

Scout IT Badge
스카웃회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컴퓨터 능력을
갖춘 회원에게 배지 수여

 정보화 기반조성

분 야 세 부 사 업 명 내    용

정보화
기반
조성

Singapore ONE
One Network for Everyone을 모토로 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연계

Internetwork Hub(I-Hub)
싱가포르내의 모든 중요 네트워크와 통신기반을 연계
하는 노드

Electronic Commerce Hotbed(ECH) 전자상거래 시스템

Infrastructure for
Electronic Identification(IEI)

인터넷상 사용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시스템

Content Hosting Programme
회사들로 하여금 인터넷 mirror site를 싱가포르에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인터넷에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함

National Contact Information Service
(NCIS)

인터넷 서치엔진

National Information Structure(NII)
Standards Programme

네트웍이나 시스템간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Quick Start Environment(QSE) Singapore ONE과 관련한 servers

Online Technologies Consortium
(OTC)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콘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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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2] 호주의 정부수준별 정보화 추진현황 및 특징

1. 카운슬 (Hurstville Civic Center)

 도서관의 이름부터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로 하여 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이나 word processing, film reader, CD-ROM검색, CNN

TV(with earphone)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도서관은 수도 캔버라에 국립호주도서관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시골지역에는

5-6개의 도서관을 합하여 지역도서관(region library)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

주․지방에 걸쳐 도서관간시스템(interlibrary system)을 통해 어디에서나 빌리고

반환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정보센터로서 시정 상황을 시민생활에 초점을 두어 홍보하며,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인터넷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full-time 직원들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위주의 불안정한 인력계획을 지양

 서울의 경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은 동단위로서 기존 도서관시설을 명실상부한 지

역정보센터로 활용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2. 시정부(시드니시)

 시드니시의 지역적 특성

◦ 시드니시의 비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활기차고 풍요로운 살아있는 도시를 창조하는

데 있다(The vision is to create a vibrant, prosperous, living city of

world standing).

◦ 시드니시의 city council은 의원 8명, 인구 15,000명, 면적 7제곱킬로미터의 적은

도시이다. 시드니시의 특성은 높은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상주인구 15,000명에 비

하여 출퇴근하는 인구가 20만명에 달해 이들도 매우 중요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

다. 그리고 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businessmen, citizens, 그리고 tourists 등

세 부류로 고객을 분류하고 있다.

◦ 주로 수행하는 서비스는 가로청소, 레저, 도서관운영, 공원관리, open spaces, 도

로관리(road maintenance) 등이 있다. 정보기술분야는 특성상 장기계획은 곤란

한데 시정부가 주안을 두고 있는 향후 2-3년의 사업은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이다.

◦ 매년 시민, 의회 및 기업에 대한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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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시와 NSW주정부와의 관계

◦ 시드니시가 수행하지 않는 일은 경찰, 소방, 교육, 보건, 상수도, 하수도, 교통관리

등으로서 이는 주의 관할이다.

◦ NSW주는 전체 144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시드니시는 그 중의 하나이다. 공공

서비스의 경우 시드니를 포함한 40개의 적은 city council이 집합체를 이루어 제

공하고 있는데, 다만 이를 대표하는 행정조직이나 대표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시드니시의 운영은 다른 정부, 혹은 NSW주의 운영과는 상당한 수준에서 독립적으

로 운영된다. 그 이유는 주로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세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city council은 저마다 독립적인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r를 갖고 있고 이들은 수입, 역할 등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 주정부와 시정부의 관계는 완전 독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가 사업과 재정면

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복업무로 인

한 혼란 및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중복업무의 한 예로서 2000년

버그문제를 주정부는 물론 시정부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드니시의 GIS 추진현황

◦ GIS 업무의 시작은 지금부터 12년 전부터이다. 그러나 비약적인 발전은 최근 3년

간 진행되었으며, GIS정보는 시민에게는 무상, 기업이나 다른 정부에게는 유상으

로 제공되고 있다.

◦ 가장 특이한 사항은 시에서는 underground의 GIS정보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이며, 이는 주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 주요 수입원이 재산세인 까닭으로 property-base data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시민들의 정보화와 정보공개

◦ 시민들의 communication 수단으로서는 e-mail(subscription system으로 신청

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음), 월간 주민회의(5-6곳), community center, idea

box, telephone 등이 있다.

◦ 정보공개법에 의해 모든 시민은 정보공개 요청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신청 후 14일 내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요청건수는 그리 많지 않아 ’98년 7월의

경우 시민으로부터의 요청건수는 5-6개에 불과하다.

 시드니시의 정보화 추진

◦ 정보화추진조직의 인원은 2년전 45명이었다가 행정개혁 후 15명으로 삭감되었다.

◦ 외부인사의 영입 등 탄력적 인력관리: 정보기술담당관도 영국의 은행에 있다가 임

용되었다.

◦ 많은 업무가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지므로 15명은 대부분 프로젝트관리자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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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한다. 총 12개 서비스 중에서 7개가 in-house, 5개는 민간기업에 아웃

소싱되고 있다.

◦ 고위선출직의 컴퓨터마인드에 관해서는 일반직원들과 정보수요에서의 차이가 존재

하여 관리자가 설득하는 작업을 전투에 비유할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2000년

버그 문제와 올림픽을 계기로 이들도 무언가는 중요하다는 마인드는 급속히 가지게

되었다.

 정부간의 정보공유

◦ 정보공유는 한마디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144개 시정부가 GIS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각자가 survey를 하는 촌극이 연출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될 정도다.

◦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와 접촉하여야 하는지’(now who

you contact)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들은 이 정보가 누구에

의해 관리되고 제공되는지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얻기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이 있다.

3. 주정부 (뉴사우스 웨일즈주)

 호주의 전반적인 정보화환경 분석

◦ 세계적인 추세는 현재 웹인구가 약 1억명정도이며, 2002년에는 3억명에 달할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현재 80억달러(미화), 2002년에는 3천억달

러(미화)로 각각 추산된다. 호주의 경우 지난 1년간 300만건의 인터넷 접속이 있

었으며, 5세 이상 110만명이 정규 인터넷사용자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25-39세

가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20세 이하와 50세 이상이 가장 저조한 사용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보다 시골지역은 이용률이 약 50% 정도에 그치

고 있다.

◦ 호주의 경우 ATM이용자 890만, EFTPOS 790만, 전화이용 이체이용자 390만,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 320만, 은행업무 460만, 교육 620만, 정부정보서비스 540

만으로 각각 나타났다. 인터넷기술의 초창기 사용은 은행, 의사소통, 교육 등이었

으며, ’98년 1월 현재 54,800개의 business web sites가 있고, 98년 말경에는

호주의 상위 1000개 기업 대부분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NSW주정부 홈페이지

◦ 900개 이상의 link가 제공되어 있고, 190개 이상의 기관이 web sites를 갖고 있

다. 주요 항목은 NSW 소개, 의회, 올림픽, 시골지역, 지역사회정보, 군, 정부기

관, 사업, 청소년, 2000년 버그, 그리고 각 지역과 각 기관에로 link 등이다.

◦ 서비스부문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15개의 분류가 있다: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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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ulture & recreation, education, emergency service,

employment, environment, government, health, housing, law & order,

rural, transport, utilities, youth.

◦ 현재 사용가능한 on-line 서비스의 예를 들면 지적(토지타이틀)정보에의 접근 즉

지적검색, 최종검색, 이미지요청, 견인차량정보, 원격교육 수강정보, 전문직업교육

수강정보, 경마베팅, 낚시라이센스 신청, 제세공과금 납부 등이 있다.

◦ 새로 제공할 계획에 있는 ServiceNSW on-line 서비스는 각종 자격증, 등록, 신

청, 교통벌과금 납부, 시정서비스, 토지 rates정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문

및 지불, 서비스 예약(home nursing, 식사배달, 폐기물 처리), 서비스 요청이나

취소(가스, 전기) 등이다.

 하나의 얼굴을 가진 정부

◦ ‘single face of government’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사회나 기업 등 고객들은 가치

판단과 선택을 통해 단일의 창구만을 상대하게 된다.

◦ 단 하나의 얼굴을 가진 정부라는 것은 www, 정부접근센터, 전화센터, 가판대,

ATM, 상호작용적인 TV,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ServiceNSW의 내용에는 결연, 지침, 기준, GNS(government network

service)을 기반으로 서비스 전달시설들과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NSW주 정보기술청

◦ 청장(executive director) 밑에 그를 보좌하는 보좌역과 비서관이 있으며, 청장실

에서는 부처간의 상응과 각 국을 지원한다.

◦ 재정행정실장(Manager, Finance & Administration)은 재정관리, 인력관리,

행정, CCSU 계약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전략정책국장

(Director, Strategy & Policy), 프로젝트 및 서비스국장(Director, Projects

& Services), 마케팅 및 정보통신국장(Director, Marketing &

Communication), 2000년 대응국장 (Director, Year 2000 Compliance)이

있다.

4. 연방정부(정보통신문화부의 연방정보경제처)

 연방정보경제처(NOIE) 개관

◦ NOIE는 정보관련 정책을 개발, 조정 및 개관하는 독립된 단체로서 전자적 교역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법적 및 물리적 기반

구조 환경조성, 국제적인 포럼들을 위한 단체위치의 일관성 확보, 새로운 기술을

정부의 행정과 정보․서비스 제공(provision)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들의 감독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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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이 정보경제에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 정부의 역할은 기업과 주민에게 방향을 제공하고 교육을 권장하며, 안전하고도

명확하게 공개되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원,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 전자상거래는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가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연방정보경제처의 정보화사업상의 전략적 우선순위

1) 전 국민에게 정보경제로 인한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회요인들을 극대화하고,

2) 이를 위해 직원들을 훈련시키며,

3) 세계수준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4) 호주기업에게는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현격하게 증가시키며,

5)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칙이나 관행에 영향을 행사하며,

6) 호주 정보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7) 정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세계수준의 모델을 실행하며,

8) 정보경제를 위한 법적, 규제적 틀을 설정하고,

9) 교육과 보건의료분야의 시장잠재성을 개방하며,

10) 정보경제에서 호주문화의 통합성과 성장을 확보한다.

 장애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 : AccessAbility

◦ 호주정부는 장애자들이 충분한 온라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프

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998-1999와 1999-2000 각 회계연도에 각각 1500만

달러를 배정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AccessAbility이다.

◦ 연간 약 15-20개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는 지역사회조직이나 지방

정부, 민간기업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접근(access)의 개념은 컴퓨터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특정 장애자가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포괄

한다. 또한 효과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훈련프로그램이나 보다 나은 web

design, web 내용의 개선 등을 모두 포함한다.

5. 연방정부(재정행정부의 정부정보기술처)

 정보기술처(OGIT)의 개요

◦ OGIT는 1995년 7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본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동 기관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OGIT의 구성원은 56명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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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하였다.

◦ OGIT가 추구하는 목표는 각 부처가 사업집행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

및 통신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정보보안프로그램 : Government online Gatekeeper

◦ 정부내적인 소통이나 서비스전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정부기관들은

타 기관이나, 기업, 지역사회와의 전자적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있는데, OGIT는 온

라인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ublic key technology’(공동으로 보안장치

를 해제하는 기술)를 점차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97년 말

에 이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기로 결정하고 OGIT가 이를 담당하기로 하였

다.

◦ ’97년 10월 GATEKEEPER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Information

Management, Access and policy branch가 프로젝트 조정 및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 기관들의 폭넓은 투입과 대표성을 위하여 CGIO를 위원장으로 하는 steering 위원

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국방부, 의료보험위원회, NOIE, 호주국세청,

Defense Signals Directorate, Centrelink와 OGIT의 고위직들로 구성되어 있

고 산하에는 세 개의 실무그룹 - 기업 및 사용자 수요작업단(Business and User

Requirements Working Group), 자료안전작업단(A Security Working

Group) 및 기술작업단(Technical Working Group) - 이 있다.

◦ 이 프로그램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암호해독에 있어 OECD의 guideline과 일치시키는 문제

- 정책 및 등록권한을 진행 중인 NOIE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

-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표준들을 확실히 구체화하는 것

- 정부의 PKT사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확신을 주는 것

- 서비스전달에 관한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인식하는 것

- 운영상의 기반구조 합리화를 통해 기관간에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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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1] 행정정보화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98년 7월 현재)

부  문 법  령  명 제․개정일 주관기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규정 ’96. 5. 3개정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6. 12. 31제정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 ’96. 12. 31제정 행정자치부

․법제업무운영규정 ’97. 12. 31개정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97. 8. 22개정 행정자치부

행정능률 제고

․등기특별회계법 ’95. 12. 6개정 대법원

․어음법 ’95. 12. 6개정 법무부

․수표법 ’95. 12. 6개정 법무부

․특허법시행규칙 ’96. 6. 22개정 산업자원부

․부동산등기법 ’96. 12. 30개정 법무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97. 12. 31제정 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98. 3. 28제정 행정자치부

원격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원격영상재판에관한 특례법 ’95. 12. 6제정 대법원

․교육법 ’97. 1. 13개정 교육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97. 1. 13제정 교육부

․한국교육방송원법 ’97. 1. 13제정 교육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97. 2. 11개정 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97. 3. 27개정 노동부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97. 4. 10개정 특허청

․주민등록법 ’97. 12. 17개정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 ’97. 12. 17개정 행정자치부

․교육기본법 ’97. 12. 13제정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97. 12. 13제정 교육부

․고등교육법 ’97. 12. 13제정 교육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97. 12. 24제정 노동부

․기능대학법시행령 ’98. 2. 2개정 노동부

․의료보험법시행규칙 ’98. 2. 8개정 보건복지부

자료: 정보통신부, 1998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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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2] 충청남도 중점 정보화 영역별 추진계획

구분
정보화 기반조성단계

(1998-2000년)

정보화 확대단계

(2001-2005년)

고도정보화확산단계

(2006-2011)

하드웨어

◦도공무원 1인 1PC보급

◦서버 및 주전산기 확충:도청 주

전산기(일반업무용),워크스테이

션(Web서버,전자결재시스템 운

영용 , 전자메일서버)도입

◦시군공무원 1인 1PC

◦컴퓨팅환경변화 수용 Web서버

환경으로 전환

◦DB서버, 그룹웨어서버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교체

◦시군 주전산기 확충

◦각 부서 독자적

W/S급 서버확보

네트워크

◦도청내 LAN 적극활용

◦전자결재시스템 기반구축

◦기존 국가망을 초고속망

으로 전환

◦충남종합정보망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전부서

확대 적용

◦초고속정보통신망확대적용

◦외부망연결확대

응용시스템

◦BPR을 통한 시스템 구상

◦인트라넷중심의 시스템

◦도청전체 홈페이지 구축

◦전자메일 사용의무화

◦도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

◦엑스트라넷으로 확장

◦각과별 홈페이지 구축

◦기존시스템과 웹시스템연결

◦인터넷 서비스 강화

◦개인별 홈페이지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모델링

◦통계, 도정현황 등 기본자료

DB화

◦각부서별 DB구축

◦시스템 통합

◦미들웨어도입으로 상호연결

◦기존 DB자료의 지속

적인 보완

◦새로운 DB개발

교육훈련

◦정보화전문요원 교육:연4회

◦일반사용자 교육: 연12회

◦도민정보화교육: 연6회

좌측과 동일 좌측과 동일

자료: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1997, p.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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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3] 강원도의 행정정보화 단계별, 부문별 추진계획

구    분
1단계

(1998-2002)

2단계

(2003-2006)

3단계

(2007-2010)

정보화

기반

조성

공무원 정보화 교육

․교육과정 개발

․PC활용, BPR등

정보화 교육실시

․보완․확대 ․보완․확대

지역정보화 역기능

대비

․행정정보공개

․조례․규칙의 정비

․보안지침 수립

․보완․확대 ․보완․확대

정보화 조직정비 ․CIO 제 도입 ․개발․운용의아웃소싱 ․개발․운용의 아웃소싱

정보화 기반 구축

․1인 1PC 보급

․LAN 확충

․그룹웨어/전자결재

도입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고도화

․BPR을 통한 그

룹웨어와 기반

시스템 연계

․BPR을 통한 그

룹웨어와 기반

시스템 연계

도정 고유업무 정보화

․내부재정․지방

세정 관리

․주민행정

․토지/지적,국공유재산

(하천,방조재)관리

․내부행정, 국공유재산

관리

․차량행정

․환경관리

․도로/교통관리

․상하수도관리

․지역산업관리

․건축행정

․복지, 위생행정

․민방위관리

․재난/재해관리

․지역개발

․농지/농작물

․문화/체육행정

․수산/어업행정

․산림관리

․축산/초지관리

지역

개발

및

자치

행정

강화

지리정보체계(GIS)

정비

․시범사업

- 8개 DB 구축

․종합지리정보

시스템 확대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재택서비스

(전자신고/전자신청)

․법․제도 개선

․시범서비스

․One-Stop/Non-

Stop 체제 구축

․One-Stop/Non-

Stop 서비스확대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서비스항목 확대

- 온라인 상담/고

충처리서비스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구축

․보완․확대 ․보완․확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EIS시스템 구축 ․EIS시스템 고도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구축

․수도권 연계

지역 시범사업

․구간확대(관광지,

교통요충지 등)

PC를 이용한 협업

체제 구축
․협업체제 구축 ․고도화

지역공공시설관리

체계정비

․건설부문 CALS

시범사업 실시

․지하관거관리

․CALS 확대 및

고도화

NGO간 Community

형성

․홈페이지 구축

․E-mail계정부여
․활성화

자료: 강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1998, pp. 279,282,28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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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4] 서울시 자치구 운영 S/W 현황

기관명
운 영   S / W   현 황

국 산 주 전 산 기 기 타 전 산 기 기

종로구

지방세체납

지방세과세증명

재무회계

민원행정

공시지가

전자문서송수발

전화민원접수

중 구

지방세체납

민원행정

일반폐기물수수료

환경순찰

공시지가관리

압류대장관리

그룹웨어

문서수발

용산구
민원행정

지방세체납

성동구

전자결재

토지이용

민원행정

광진구

체납관리

행사일정관리

민원행정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물품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동대문구

민원행정

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

공공근로관리

중랑구

지방세체납

민원행정

인사화상․전문서수발

홈페이지

자치법규

성북구

민원행정

물품관리

전자문서수발

지방세체납관리

과세증명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홈페이지

E-mail회원관리

강북구

공공근로

민원행정

물품관리

환경순찰

자빙세체납

전자결재

광파일시스템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도봉구

민원행정

체납관리

시설물관리

구정종합정보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금관리
세외수입부과관리
부정당업자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주요시설물관리
지방세완납확인
쓰레기종량제
책임보험과태료
과세증명발급
개별공시지가관리
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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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운 영   S / W   현 황

국 산 주 전 산 기 기 타 전 산 기 기

은평구

인허가

세외수입

쓰레기종량제

새마을소득지원금

주택건축행정종합

보건행정관리

인트라넷

서대문구

지방세체납 민원행정

그룹웨어

보안등관리

자치법규

공공근로관리

홈페이지

마포구

개별공시지가관리

청소차량부품관리

정화조관리

세외수입관리

인허가(면허세)관리

지방세체납

종량제 규격봉투

그룹웨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전산조회

양천구

지방세체납

과세증명서발급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주요시설물안전관리

민원행정시스템

통합사무자동화

재무회계

강서구

지방세체납

민원행정

물품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구로구

전자문서유통

지방세체납관리

물품관리정보

민원행정정보

지방행정정보은행

금천구
민원행정

지방세체납

영등포구

전자문서

인허가

물품관리

체납관리

홈페이지

자치법규 법령집

동작구

민원행정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사무자동화

관악구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그룹웨어

오름호적

서초구

지방세체납

재무회계

민원행정

물품관리

내무행정종합정보

강남구

지방세체납

감사실시

의료보호자격관리

Web

전자문서수발

민원행정

주택건축

지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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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운 영   S / W   현 황

국 산 주 전 산 기 기 타 전 산 기 기

송파구

민원행정

지방세체납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구인구직관리

송파한가족돕기

공익근무요원봉급관리

강동구

민원행정

공시지가관리

직원신상관리

구정업무실무자료

사회복지

도시관리

자전거등록관리

공공근로관리

자원봉사관리

각종게시판

입찰공고 및 알림관리

구정업무실무자료

웹서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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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5] 행정정보화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의 구조 및 조사방법

1.1 설문의 구조

 설문은 크게 일곱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사무정보화에 대한 인식

◦공무원의 정보기기 활용능력

◦행정정보화 교육

◦개발활용중인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된 평가

◦정보화 전문인력의 부서별 적정배치 인원

◦행정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 조사방법

 기간: 1998. 10. 26～11. 12

 대상: 서울시 본청 공무원 전체 (1800부 배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수율은

58.7%이다. 이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3개를 제외한 1043부가 유효한 자

료로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속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직급별로는 5급이상 10.8%(103명), 6-7급 73.9%(708명), 8-10급 12.5%(120

명), 기타(전문직 포함) 2.7%(27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1.4%(492명), 기타 일반직 34.3%(328명), 기능직

10.9%(104명), 전산직 2.7%(26명)의 분포이다.

◦근무연수별로는 5년 이하 17.8%(186명), 6-10년 18.9%(197명), 11-15년

15.6%(163명), 16년-20년 23.6(246명), 21년 이상 24.1%(251명)의 분포이

다.

2. 분석결과

2.1 행정정보화 인지도

 행정사무정보화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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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자동화에 대해 전체 공무원의 88.0%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통' 10.5%, '불필요'와 '매우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1.5%로 나타났

다.

 행정사무정보화에 대한 인식
매우불필요

1%
불필요

0% 매우필요

44%보통

11%

필요

44%

 실무자와 관리자간 사무자동화에 대한 인식차이

실무자와 관리자간의 사무자동화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서 8.1%의 응답자가 '매우

크다', 34.0%가 '크다', '보통'이 38.8%로 나타나 행정사무자동화에 대한 실무자와

관리자간 인식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식차이가 '작다'는 응답은

15.6%, '매우 작다'는 2.4%로 18.0%만이 인식의 차이가 작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를 실무자와 관리자로 분류하여 어떻게 다르게 느끼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와 관리자간 인식차이

 매우크다

8%

 매우작다

2%

   작다

16%

   보통

40%

  크다

34%

 직원의 정보화 능력

◦정보화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높다'를 포함하여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다' 46.6%, '낮다'와 '매우 낮다'가

41.7%나 차지하고 있어 직원들 스스로 정보화 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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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정보화 능력 평가

   낮다
38%

 매우낮다
3%

 매우높다
1%

  높다
11%

   보통
47%

◦한편, 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관리자와 실무자는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관리자와 실무자간에 직원의 정보화 능력에 대한 평가

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실무자보다는 관리자가 약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는 ‘매우 높다’와 ‘높다’를 합한 비율이 14.9%인데 비해 실무자는

11.1%의 응답자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관리자

46.3%, 실무자 46.7%,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한 비율은 관리자 38.8%, 실무자

42.3%로 나타나 관리자보다 실무자가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관리자   실무자

관리자와 실무자의 정보화 능력 평가

 매우크다 크다 보통 작다 매우작다

2.2 컴퓨터 활용도

 문서작성, 집계표작성, 그리고 PC통신 및 인터넷(문서/자료교환, 정보검색)으로 구분

하여 컴퓨터 활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작성은 95.8%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계표

작성,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서/자료를 교환한다거나 업무상 필요한 정보

를 검색하는데는 약 50%내외의 활용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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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 여부

활용함 활용하지 않음

 이를 다시 실무자와 관리자별로 활용여부를 교차분석해 보았다.

◦문서작성은 관리자의 92.6%, 실무자의 96.5%가 활용하고 있어 양자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실무자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나SP, 엑셀, 로터스123 등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집계표 작성의 활용여부는 관

리자의 38.7%, 실무자의 54.2%가 ‘활용한다’고 응답해 역시 실무자가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문서나 자료교환에 있어서는 관리자가 47.6%, 실

무자가 41.8%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관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업무관련 정보검색에 있어서도 실무자의 54.6%, 관리자의 62.9%가 ‘활용하고 있

다’고 응답해 관리자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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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보화 교육여부와 교육의 적절성 및 실제 업무에의 활용도

 교육이수 여부

정보화 교육의 이수 여부에서 문서편집 교육은 57.8%가 이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윈도95는 40.3%, 집계표 작성 교육은 22.9%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C

통신이나 인터넷 교육은 13.1%, 13.5%만이 ‘교육받았다’고 응답했고, 대부분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0%

20%

40%

60%

80%

100%

문서편집

집계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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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95
PC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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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여부

받음 받지 않음

 교육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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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교육내용의 적절성

문서편집 집계표 작성 윈도95 PC통신 인터넷

각 항목의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에 한하여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설문조

사를 한 결과, ‘매우 적절했다’는 문서편집이 20.7%로 상대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이 윈도95 16.8%, 집계표 작성, 인터넷 교육이 각각 15.7%, 15.1%로

나타났다. ‘적절했다’는 윈도95가 50.3%로 가장 높고, 문서편집이 49.6%, 집계표

작성 3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적절’과 ‘적절’을 합친 비율은 문서편집이

70.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윈도95 67.1%, 집계표 작성 54.4%의 순으로 평가했

다. ‘보통’은 PC 통신 48.1%, 인터넷 42.5%, 집계표 작성 40.3%의 순으로 나타났

고, 한편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은 모두 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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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교육의 실제업무에의 활용도

이 문항은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의 실제업무

에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문서편집이 3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

로는 집계표 작성, 윈도 95가 각각 22.2%와 20.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높다’와 ‘높다’를 합친 비율은 문서편집이 72.7%로 역시 가장 높고, 윈도95 60.9%,

집계표 작성 46.6%, 인터넷 37.8%, PC통신 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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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받고 싶은 컴퓨터교육

장래 받고 싶은 컴퓨터교육에 대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 인

터넷 교육이 38.9%로 가장 높고, PC통신 27.3%, 집계표작성 21.4%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윈도95도 7.5%, 문서편집 5.0%로 응답되었다.

구  분 빈도 % 순위

문서편집 77 5.0 5

집계표 작성 331 21.4 3

윈도95 116 7.5 4

PC통신 423 27.3 2

인터넷 603 38.9 1

계 1,550 100.0

받고 싶은 교육

 집계표 작성

21%

 문서편집

5%

 인터넷

40%

 PC통신

27%

 윈도95

7%

2.4 현재 개발활용 중인 업무용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편리성: ‘아주 편리하다’는 항목에 대해 ‘매우 긍정’이 16.0%, ‘긍정’이 34.9%, ‘보통’

이 39.5%이고 ‘부정’과 ‘매우 부정’을 합친 부정적 견해도 9.6%인 것으로 응답되었

다.

 관리성: ‘유지보수의 관리가 잘되고 있다’에 대해 ‘매우 긍정’과 ‘긍정’을 합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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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를 나타내었고, ‘보통’이 49.6%, 부정적 견해는 20.3%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호환성: ‘타부서와의 호환에 문제없다’는 항목에 대해서 ‘매우 긍정’을 포함하여

22.2%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고, ‘보통’이 48.2%, ‘매우 부정’을 포함한

29.5%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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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행정업무처리와 관련한 평가

 행정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서작업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이

18.2%, ‘긍정’이 36.7%로 응답해 전체의 54.9%가 문서작업이 과다한 것에 동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 39.3%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5.8%에 불

과했다.

 ‘불필요한 보고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이 25.0%, ‘긍정’이 37.7%로

나타나 62.7%가 불필요한 보고가 많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보통’은 29.9%, ‘부정’

과 ‘매우 부정’의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행정업무처리가 복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이 11.8%, ‘긍정’ 32.1%로

응답해 43.9%가 행정업무처리가 복잡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보통’은 46.6%,

‘부정’과 ‘매우 부정’에는 9.4%가 응답하였다.

 ‘문서관리가 비체계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이 14.7%, ‘긍정’이

31.9%로 46.6%의 응답자가 문서관리의 비체계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

통’은 43.4%, 동의하지 않는 견해는 1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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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구  분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  계

문서작업이 과다하다 168(18.2) 339(36.7) 363(39.3) 50(5.4) 4(0.4) 924(100.0)

불필요한 보고가 많다 233(25.0) 352(37.7) 279(29.9) 62(6.6) 7(0.8) 933(100.0)

행정업무처리가 복잡하다 109(11.8) 297(32.1) 431(46.6) 84(9.1) 3(0.3) 924(100.0)

문서관리체계가 비체계적이다 136(14.7) 295(31.9) 401(43.4) 88(9.5) 5(0.5) 925(100.0)

2.6 부서별 정보화 전문인력 배치 적정인원

 정보화인력의 배치에 대해서는 과별로 1명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48.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다음이 팀별로 1명 19.2%, 실국별로 1명 10.6%, 정보화부서의 지원으

로 충당 10.2%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부서별 정보화 전문인력 배치 인원

 구축되는 시스템별로 1
명
4%

 팀별로 1명
19%

 과별로 1명
49%

 실국별로 1명
11%

 정보화부서의 지원으로
충당
10%

 실국별로 정보화팀을
둔다
7%

2.7 근무연수별 컴퓨터 활용도

 문서작성

근무연수에 따라 문서작성의 활용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각

근무연수 기간별로 고른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21년이상 근무자의 불활용 비율이

6.8%로 상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문서작성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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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표 작성

근무연수에 따른 집계표 작성의 활용도는 6-10년 근무자가 65.8%로 가장 많이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5년 미만 근무자가 60.3%, 11-15년 근무자 각각

54.9%의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하지 않은 비율은 역시 21년 이상

이 62.3%, 16-20년 55.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근무연수 계층에 비해 상대적 불

활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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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자료의 교환

문서/자료의 교환은 5년 미만의 근무자의 활용이 58.4%로 가장 높고, 다음이 6-10

년 근무자의 51.3%로 다른 근무연수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11년 이상 근

무자의 활용률은 약 35%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계층은 역시 21년 이상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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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검색

근무년수에 따른 정보검색의 활용 역시 5년 미만 근무자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6-10년 58.1%, 11-15년 53.5%, 21년 이상 52.8%의 순으로 나타났다.

16-20년 근무자가 50.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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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전체 공무원의 약 90%가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컴퓨터

의 활용에 대한 직원들 스스로의 정보화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11.8%만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작성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자료교환이나 자료검색에는 약 50%만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받고 싶은 정보화교육으로 인터넷과 PC통신 사용법이 높은 우선 순위를 보였

다. 앞으로 광역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유통이나 업무처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

을 예상할 때 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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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여전히 문서작업의 과다, 불필요한 보고, 업무처리의 복잡

성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BPR을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전자문서의 유통을 통해 생산되는 문서량을 줄여야 하

겠다.

 개발되어 현재 활용중인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해 편리성은 50%, 관리성 30.1%, 호

환성은 22.2%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앞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무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철저하게 요구

분석을 하여 프로그램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여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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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1] GIS 관련 기술 동향

1. 컴포넌트(Component) GIS

1) 컴포넌트 GIS의 개념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은 단순하였으

나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의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은 수많은 단위

응용프로그램(component)들이 제공되고, 더욱 복잡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도구가 이용되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

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과거 단일 플랫폼에서 중앙집중 형태로 개발되고

운영되던 대규모 응용프로그램들이 이제는 개방형 환경에서 어디서나 실행될 수 있는

수많은 작은 실행파일, 즉 컴포넌트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또는 그 기반 개념이 되는 객체지향적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은

응용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최소 단위로 나누어 모듈화하고 모듈화된 컴포넌트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재사용의 개념은 원시

코드가 아닌 실행 프로그램의 재사용(binary reus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표준적인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구축될 수 있다.

 근래 Object Management Group(OMG) 및 Open GIS Foundation(OGIS) 등

에 의한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움직임과 Visual Basic,

PowerBuilder 등 효과적인 개발도구의 등장 및 CORBA, DCOM 등의 이질적 환

경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표준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컴포넌트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성숙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멀지 않

은 장래에 GIS 분야에 있어서도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이 주된 소프

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2) 컴포넌트 GIS 구축사례

 미국의 Arizona주 Scottsdale시에서는 이러한 컴포넌트 GIS의 이점을 주목하고

1994년부터 자체적인 GIS 모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Scottsdale시는 토지정보

시스템, 건축조례 감시시스템, 용도지역 통고시스템 등 3개의 목표시스템에 사용될

공통적인 GIS 모듈을 컴포넌트로 구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발방식은 개발

비 및 유지비를 감소시키고, GIS와 주요 클라이언트/서버 개발 도구의 통합 작업형

태를 제공하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있어서 융통성을 제공하며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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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국의 20/20 Land and Property Information System Suit의 구축에 있

어서는 컴포넌트 GIS 개발방식의 채택으로 목표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과업의 감독과 관리 업무를 개선하며 사용자 1인당 $1,50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컴포넌트 GIS의 개발과 관련된 GIS 표준화

 GIS 분야에서의 컴포넌트화는 데이터 포맷과 응용프로그램 모듈의 표준화 움직임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초기의 GIS 표준화는 다양한 포맷의 지리자료의 변환표

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변환표준인 SDTS(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방형 GIS의 구현

을 위해서는 데이터 변환의 표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기능별 응용프로그램이 세분화

되고 이들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연계․통합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컴포넌트 GIS의

발전과 응용프로그램 모듈의 표준은 이러한 점에서 서로 연관된다.

 OGC(Open GIS Consortium)에 의해 주도되는 OGIS(The Open Geodata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개방형 지리자료 상호가동성 사양)는 지리자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정보 커뮤니티간의 상호가동성(interoperability)을 위한

사양, 즉 개방형 GIS의 표준으로, GIS 데이터의 표준화 뿐 아니라 GIS 기능모듈

의 컴포넌트화와 이들 컴포넌트간의 완벽한 호환성의 확보 및 지리자료를 사용하는

정보 커뮤니티간의 일관성을 지향한다. OGIS는 지리자료간 상호가동성 문제를 해

결하고 광역 통신망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분산처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표준 제정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져 분산

저장된 다양한 형태의 공간자료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및 분석기능을 제공하

는 GIS의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2. 분산 컴퓨팅 환경의 GIS

1) 분산 컴퓨팅 환경의 발전과정

 최근 정보기술의 초점은 이질적(heterogeneou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네트웍에서의 클라이언트/서버 분산 컴퓨팅 환경 시스템의 구현에 모아지고 있다. 컴

퓨팅 환경은 초기의 독자시스템(monolithic)에서 2층구조(2-tier architecture)로,

다시 3층(3-tier)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2층구조란 한 시스템 내에 모든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을 저장하던 독자시스템에서 데이터서버를 독립시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서버를 공유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하며, 3층구조에서는 데이터서버 외에 응용

프로그램 서버(application server)가 다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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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적 층위구조는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다

수의 클라이언트가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며, 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의 유지관리와 기능변경이 일관성있고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GIS 구축에 있어서

다원적 층위구조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아주 작은 규모에서 거대 규모

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확장성

(Scalability)와 네트웍으로 연결된 분산 컴퓨팅 환경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게 해주는 분산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2) 인터넷/인트라넷 GIS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발전은 컴퓨팅 환경을 보다 다원적 다층구조로 변화시키고 있

다. 전반적으로 GIS를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의 발전은 과거의 독자적, 중앙집중 방

식에서 다층구조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GIS 소프트웨어의 구

조도 이에 맞게 급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가 GIS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지

형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인터넷의 활용과 연계된 연구과제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

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검색에는 웹과 Z39.50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착

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GIS의 활용은 공간정보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데이터관리, 매핑, 분석기능 등 GIS의 방대한 기능을 인터넷을 통

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인터넷 GIS의 현재 경향은 필요한 경우에 즉각 전송되는 작은 컴포넌트 GIS 모듈을

이용한 네트웍 중심의 구조가 주된 개발 방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GIS는 아직 기능의 고도화, 속도, 보안, 비용지

불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GIS의 활용가능성을 크게 높

일 수 있는 미래의 GIS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장래의 인터넷 GIS 발전방향은 처리방식에 있어서 전송부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클

라이언트와 서버의 컴퓨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혼합방식이 주조를 이룰 것

이며, 데이터 포맷에 있어서는 전송속도 면에서 유리하고 객체 선택이 가능한 벡터

(vector) 형식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Plug-in, ActiveX, Java 등 인터넷

GIS의 구현방식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장점을 상호보완적으

로 결합하는 혼합사용이 주된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3) 분산 컴퓨팅 환경을 위한 미들웨어 관련기술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질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상호통신(상호가동)

되어야 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미들웨어 관련기술이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된다. 미들웨어는 사용자가 요청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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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으며 누가 만들었는지에 상관없이 서로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미들웨어에 관한 표준 중 가장 먼저 제정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이다. 1991년에 제정된 CORBA 1.1은 ORB(Object Request

Broker)의 내부에서 클라이언트/서버 객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정의하였다. 1994년의 CORBA 2.0은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ORB

가 호환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상호가동성을 향상시켰다. ORB는 객체간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미들웨어이다. ORB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는 네트웍 어디엔가 있는 서버 객체에 대해 원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요청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해당 객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운영

체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없으며 이들간의 상호작용은 ORB가 중개해

준다. 따라서 ORB는 이질적인 분산환경에 있는 서로 다른 기종의 응용프로그램들

간에 상호가동성(Interoperability)을 제공하고 다중 객체 시스템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미들웨어는 객체지향표준과 상호가

동성으로 가는 출발점에 해당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DCOM(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은 근래에 CORBA와 경쟁하면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미들웨어 표준이다. DCOM은 Microsoft가 Mac과

Windows OS 환경에서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연계시키기 위해 만든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와 객체 컴포넌트 구축을 위한 표준인

COM(Component Object Model)이 발전되어 만들어진 객체지향 미들웨어 기술이

다. OLE/COM이 동일 컴퓨터 내부에서의 컴포넌트 표준이라면 DCOM은 네트웍

환경에서의 컴포넌트 표준 또는 미들웨어 기술로 생각할 수 있으며, OLE와

COM/DCOM 기능을 결합한 일련의 기술과 서비스를 ActiveX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DCOM은 원래 Windows NT를 비롯한 Microsoft의 OS를 위해 개발되었지

만 기타의 OS에도 확장 적용되고 있다. DCOM은 CORBA에 비해 개발의 역사가

짧고 다양한 하드웨어 및 운영체계에의 적응성도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기존의

Microsoft 개발환경에 익숙한 개발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CORBA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미들웨어 표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웍 환경에서의 GIS 운용기술의 발달과 OGIS, CORBA, DCOM 등 GIS 및 미

들웨어 관련 표준의 발달은 GIS 개발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GIS의 구축은 독

자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네트웍

환경에서 이러한 표준들과 완벽한 상호호환성을 획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구축 목

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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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대/통합 데이터베이스 GIS

1) GIS 데이터베이스 모형의 발전

 지금까지의 GIS는 국한된 범위의 전문가를 위한 도구였으며,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복잡하며 많은 기능들이 하나로 묶어진 팩키지 GIS 엔진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

러한 시스템은 GIS 엔진을 중심으로 데이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른 컴퓨팅 환경

과의 연결도구가 엮어지는 GIS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구조에서 GIS의

데이터베이스는 도형정보 처리를 위한 GIS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속성정보의 처리

를 위한 별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로 이원화된 분리모형(split model)

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근래 GIS가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분리 데이터베이스 모

형은 느린 처리속도와 관리의 복잡함, 공간자료와 속성자료간의 통합성 유지의 어려

움, 데이터베이스간의 자료교환에 있어서 잠재적 불일치의 가능성, 공간자료의 변화

에 따른 속성 DB의 재구축 또는 변화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또한 분

리모형은 기존의 MIS(경영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GIS를 접합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같은 방식에 의해서 공간 및 속

성 자료를 다같이 조작할 수 있는 단일의 데이터베이스 저장방식을 가지는 조직전체

의 정보 인프라(enterprise-wide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정보인프라는 다루는 자료의 범위는 광대하므로 매우 큰 데이터

베이스(VLDBs: very large database)에 적합한 관리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2) 통합된 GIS 데이터베이스 모형을 위한 해결책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있다. 대표적인 개

발의 방향은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공간 자료를 DBMS의 영역 내에 통합하여 관

리하고 이를 웹브라우져나 데스크 탑 GIS 클라이언트, MIS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배

하는 것이다. Oracle 8의 Spatial Data Cartridge(Oracle 7에서는 Spatial

Data Option)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ESRI의 SDE(Spatial Database Engine)는

GIS 업체가 내어놓은 대안으로, 데이터들이 일관성과 통합성을 가지면서 수많은 클

라이언트들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공간자료의 분석 및 조회결과를 네

트웤을 통해 제공하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DB와 연결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도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Oracle의

Spatial Data Cartridge는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공간데이터의 작성, 편집, 분석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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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I의 SDE는 이질적 컴퓨팅 환경에서 GIS 기능을 제공하고 공간데이터 조작기능

이 뛰어난 이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의 분리의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정보관리의 효율성과 DBMS 업체의 축척된 기술력으

로 보아 공간정보의 관리와 분석기능이 하나의 DBMS로 통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심의 접근방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문자 및 공간데이터

뿐 아니라 그래픽, 동화상, 음향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는 유니버설 데이터서버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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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2] GIS 구축환경 진단모형

1. Nolan의 정보기술 도입 진화모형

 조직내부의 정보기술 도입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모형은 Nolan의 진화모형이다. 이

모형은 시작(Initiation), 확산(Contagion), 통제(Control), 통합(Integration),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및 성숙(Maturity)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6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GIS가 도입되는가에 따라 그 구축의 방식과 효과가 달

라질 수 있다. 시작단계에서 GIS 구축되기 시작한다면 구축의 초점은 업무과정 중심

으로 기존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이며, 마지막 단계인 성숙단계에서

GIS가 도입된다면 전략적이고 조직 전체의 GIS 응용시스템 구축이 중심이 될 것이

다. 따라서 GIS 구축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직 정보화의 발전단계가 어느 수준에 도

달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GIS 구축은 그 특성이 Nolan의 모형을 따라 점차적으로 진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GIS의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시스템과는 달

리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까다롭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며 변환 후 잠재적 불일치의 가능성이 큰 공간데이터를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GIS 구축사업이 시작-확산-통제-통합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 데

이터관리와 성숙단계로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과 위험부담이 다른 전산시스템

보다는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GIS 구축사업은 초기의 도입단계부터

현재 그 조직의 정보화 단계에 관계없이 통합 데이터관리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출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PPRO의 도시정보시스템 모형(URBIS Model)

 미국 UC Irvine의 공공정책연구소(PPRO: Public Policy Research

Organization)는 미국의 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의 정보화 과정을 연

구하여 정보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그 효과를 검토하여 정보화, 특히 GIS의 구축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PPRO의 URBIS 모형

은 정보화의 성공여부는 관리 및 통제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며, 통제에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자가 정보화에 의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URBIS 모형은 정보화 관리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기술상태(Skill state): 이 상태에서는 정보시스템 부서의 책임자가 정보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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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며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정보화의 초점은 사용자 요구보다는 기술혁신에

맞추어지며, 최신의 기술이 도입되어 중앙집중식으로 통제되고 이를 위해 많은 인

원과 비용이 투자된다. 이 상태에서 정보화의 성공여부는 정보시스템 부서책임자에

게 달려있으며, GIS 구축은 기술적으로 복잡해져 일반인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워지

고 조직전체의 전략과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② 서비스상태(Service state): 이 상태에서는 사용자 부서의 책임자가 전산화를 주

도하며 동시에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정보화의 초점은 사용자 계층을

확산하는데 모아지며,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응용프로그램은

기존 부서의 기능 지원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설계되며, 전산화를 위한 인원과 예산

은 커진다. 이 상태에서의 GIS 구축은 다양한 기술이 혼합 사용되고, 구축 및 운

영의 책임이 사용자 부서로 분산되며, 비용효율이 떨어지고, 조직변화에 따른 방향

전환에 취약하다.

③ 전략상태(Strategic state): 전략상태에서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정보화를 직접 통

제하며 조직 전체의 일반적인 목적과 최고 의사결정자의 구체적 목표가 정보화를

통해 추구된다. 응용시스템들은 공공 서비스와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호분야에 초점

을 맞추어 개발되며, 정보화를 위한 비용은 감소되며 사용자 부담으로 충당하는 부

분이 늘게된다. 이 상태에서 구축된 GIS는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되며 부서간, 행정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최신기술의 도입과 비용지출에는 소극적인 특성을 나타낸

다. 이 관리상태에 있어서는 조직 전체의 목표가 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장기

적 목표가 최고 의사결정자의 교체 등의 요인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

서 구축된 GIS가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④ 혼합상태(Mix state): 이 상태는 이상의 세가지 관리 형태가 혼재된 상태이다. 정

보화에 대한 뚜렷한 통제체계가 없으며, 정보화의 목표나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새

로운 응용프로그램의 개발방향도 일관성이 없으며, 전산화 정책들은 서로 중복되거

나 상충되고, 정보화에 따른 효과는 최악인 반면 비용지출은 커진다. 이 상태에서

는 정보화의 책임자도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종종 정보화 사업을 소

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GIS 구축사업

은 조직 전체의 뚜렷한 목표가 설정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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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3] 국가 ITS 및 서울시 개별시스템 현황

1. 국가 ITS 기본계획 검토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 ITS 기본계획에 14개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으며, 14개 시스

템 중 핵심적이고 구축이 시급한 10개 시스템에 대하여는 현재 실제 구현단계에서

개발단위가 될 서브시스템으로 분해․정의하고 시스템간의 상호연계관계를 체계화하

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2수준에서 분해한 10개 시스템 각각을 다양한 ITS서비스를 모듈화하고 패키지화

하여 ITS서비스를 선택적,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총 35개 서비

스 구현단위로 분해하고 있다. 이들 제3수준 시스템은 서울시의 개별시스템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들이다.

 국가 ITS 아키텍쳐에서는 수도권 ATIS를 권역별 교통정보(TRIS)와 부가교통정보

(VTIS)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는 권역별 교통정보(TRIS)와 부가교통정보(VTIS)를

구현단계에서의 개발단위가 될 6개 서브시스템으로 분해․정의하고 시스템간의 상호

연계관계를 체계화하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수도권 TRIS의 상세설계 작업이 추

진되고 있다.

 수도권 ATIS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종합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관기관

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수도권

ATIS는 종합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표준화 작업, 시

스템 확장작업 등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수도권의 종합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도권 ATIS는 서울시의 교통신호체계, 신신호체계, 올림

픽대로 교통관리체계, 교통방송 ARS시스템, 도로교통안전협회의 KORTIC 시스템,

무인교통위반 단속시스템 그리고 국도 및 고속도로 관리체계 등을 물리적인 서브시스

템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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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III-1] 서울시 교통시스템과 관련된 국가 ITS의 3수준 기능

제 1 수준 제 2 수준 제 3 수준

첨단교통

관리분야

(ATMS)

도시교통관리

(UTMS)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신호제어(UATSCS)

도시부 간선도로 우선처리신호제어(UAPTCS)

도시부 간선도로 가변차로신호제어(UARLCS)

도시부 간선도로 광역교통신호제어(UAWATCS)

도시부 간선도로 돌발상황관리(UATMS)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정보제공(UATIS)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UETMS)

도시고속도로 교통류제어/연계(UETCS)

도시고속도로 돌발상황관리(UEIMS)

도시고속도로관리

(FTMS)

고속도로 교통관리(FTMS)

고속도로 교통류제어/연계(FTCS)

고속도로 돌발상황관리(FIMS)

국도교통관리

(RTMS)

국도 교통신호제어(RTSCS)

국도 우선처리제어(RPVCS)

국도 가변차로제어(RRLCS)

국도 교통정보제공(RTISS)

국도 돌발상황관리(RIMS)

자동요금징수(ETCS) 자동요금징수(ETCS)

자동교통단속

(ATES)

속도위반단속(ATES.SVES)

신호위반단속(ATES.TSVES)

차선위반단속(ATES.LVES)

중차량관리(HVMS) 중차량관리(HVMS)

첨단교통

정보분야

(ATIS)

권역별교통정보

(TRIS)

권역정보센터(RTIC)

기본정보(BIBS)

부가교통정보

(VTIS)

출발전 교통정보안내(PTIS)

운전중 교통정보제공(ETIS)

정적주행안내(SRGS)

동적주행안내(DRGS)

첨단대중

교통분야

(ATPS)

시내버스정보(CBIS)

시내버스정보(CBIS.BIS)

시내버스운행관리(CBIS.BOMS)

버스전용차로(CBIS.BLMS)

요금징수(CBIS.IFCS)

고속버스정보

(EBIS)

고속버스정보(EBIS.BIS)

고속버스운행관리(EBIS.BOMS)

좌석예약(EBIS.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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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개별시스템의 자료수집체계 현황분석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관련 시스템은 기존 교통신호체계, 신신호체계,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체계, 교통방송 ARS시스템, 도로교통안전협회의 KORTIC 시스

템, 무인교통위반 단속시스템 등이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버스업체

경영정보 관리시스템, 택시 콜기능, 물류 데이터베이스,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등의

시범운영 또는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종합교통정보는 이들 개별시스템

의 교통정보 수집체계를 통하여 수집된다. 다음은 이들 개별시스템을 교통정보수집체

계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1997년 5월 현재 서울시의 신호제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루프검지기는 약 600여

개이다. 이들 검지기는 도로의 기능상 대부분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집중 매설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로이상(폭원 12m이상)의 도로에 매설되어 있다. 이들 검지기는 지

역적으로 편중설치되어 있다. 중구와 종로구 등의 도심지역에는 한 링크에 3-4개의

검지기가 차선별로 매설되어 있기도 하며, 동일 링크의 전후방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도 있다. 현재 루프검지기의 관리체계는 강북동부, 강북서부, 강남지역, 그리고 영등

포지역의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들 루프검지기 중 도심지역 또

는 중요간선도로에 설치된 검지기는 링크 주행속도 등의 유용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신호체계의 루프검지기는 중요가로축의 주행속도를 측정하는데 활

용가능한 검지기로서, 교통축 구간별로 루프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의 교

통자료는 타시스템의 교통자료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서초구 일부지역을 포함한 강남구지역 즉, 동서로는 영동

대로에서 강남대로구간, 남북으로는 양재대로에서 역삼로구간의 신호교차로에서 운영

되고 있다. 첨단신호 운영지역의 현장제어기 설치지점은 총 61개소이며, 설치 검지기

수는 총 571개로서 정지선 직진검지기 117개, 정지선 좌회전 검지기 172개, 대기행

렬 검지기 204개, 앞막힘 예방검지기 78개로 구성되어 있다. 첨단신호체계 검지기의

수집자료는 첨단신호 운영구간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므로

이들 정보는 교통정보에의 활용여부에 따라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은 올림픽대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가변전광판(VMS),

ARS/ FAX, Internet 등의 매체를 통하여 교통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체

계이다. 이 시스템은 올림픽대로의 잠실-여의도 18km구간에 각 방향별 17개, 총

34개 지점에 영상검지기를 설치하여 교통상황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의

관리시스템에서는 10개 한강교량구간의 구간별 통과교통량, 지점통과속도, 점유율,

유고정보 등을 30초단위로 수집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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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도로의 소통자료는 서울지방경찰청의 CCTV를 통하여 monitoring하고 있으며 관

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규제, 도로공사, 통제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올림픽대

로 교통관리시스템의 검지자료도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현재 서울시의 개별 서비스체계에서 수집되는 자료 중 교통정보제공 목적으

로 수집되는 교통자료로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통방송의 교통정보 ARS시스템은 서울시내 21개 주요교통축의 실시간 교통상황정

보를 교통방송이나 ARS를 통하여 교통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

템은 서울시내의 21개 중요교통축의 363km구간을 261개 cell로 세분하고 있다.

cell자료는 영상검지기 40개, 상황실과 연결된 CCTV 76대, 남동, 남서, 서북, 동북

의 4개 지역방송실, 그리고 남산타워와 63빌딩의 2개 방송post를 통해 수집되고 있

으며, 이의 분석자료는 교통정보 이용자에게 교통방송과 ARS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특히 199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 ARS시스템은 이러한

관찰정보 및 계량정보를 10분단위로 수집하여 21개 교통축의 교통상황정보를 오전7

시부터 오후9시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통방송 ARS시스템에서는 서울시

21개 중요교통축의 소통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교통통제 계획 등의 정보를 체계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통방송에서 수집되는 교통자료는 대부분 관찰자료이다. 그

러나 이들 자료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서 이는 교통통신원이 대부분 관찰

지역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

영되고 있는 개별서비스체계에서 수집되는 자료 중에서 교통정보제공 목적으로 수집

되는 교통자료로서는 가장 공간적범위가 넓은 자료이며, 그 신뢰도도 비교적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부터 도로교통 안전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KORTIC(교통정보 서비스

센터)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여러 교통정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종합교통정보 데이타 베이스를 구

축할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KORTIC은 109대의 CCTV, 서울경찰청 교

통정보센터의 검지기 자료, 고속도로 검지기 자료, 2,000명의 자체 교통통신원, 교

통경찰 제보, 100대의 GPS 시스템을 장착한 시험차량 등을 통하여 수도권 전역의

종합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 성과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무인교통위반 단속시스템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중요 교통법규 위

반사항을 첨단장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교통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검지하고, 검지된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중앙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서울시에서는 1996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자동화 시키고 있다. 무인단속시스템의

1차적인 목적은 교통위반차량을 자동단속하는데 있으나 무인단속시스템의 자동차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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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판 인식기능과 정보처리기능은 향후 교통정보 자동수집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버스업체 경영정

보 관리시스템, 택시 콜기능, 물류 데이터베이스,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등의 시범운

영 또는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개별 서비스체계별로 수집된 교통자료는 직접 관련이 있

는 서비스센터 즉, 교통관제센터,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센터, 교통방송 정보센터, 그리

고 KORTIC 센터 등에서 독립적으로 분석 가공한 정보를 개별시스템별로 이용자에

게 제공한다. 그러나 개별시스템에서는 수집교통자료의 속성상 제공할 수 없거나, 제

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공정보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시스템

에 의해 수집되는 교통자료는 교통제어용으로 수집되는 자료로서 링크 통행시간의 예

측이나 축별 주행시간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의 경우

에는 대안도로의 교통상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통방송에서 수집되는 자료

는 공간적으로는 넓은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수집자료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첨단신

호체계나 올림픽대로 관리시스템 수집자료에 비해 정밀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개

별자료의 한계점을 상호보완하고 개별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교통자료의 신뢰성과 공간

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개별시스템의 교통정보를 종

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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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1] 인천광역시의 생활정보화 기본계획 요약

 인천시에서는 생활정보화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지역별 할당추출한 708명 방문조

사하였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성되었다.

◦ 정보화인지도

◦ 정보수요구조 및 만족도

◦ SWOT분석(인천시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

◦ PC통신 및 인터넷 활용현황 파악

 수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문화/생활정보

◦ 2순위 교육/취업정보

◦ 3순위 뉴스/기상정보

◦ 4순위 경제/행정정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사용자 접근성이 용이한 UI(user interface)개발이 중요

◦ 서비스하는 정보의 지속적인 최근화(update)가 중요

◦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의 체계화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각 DB간 연동을 고려한 표준화모델 제시

◦ 지역내 정보화 관련업체의 효과적 활용(민/관 황금분할)

◦ 신기술을 활용한 인터넷상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선호

 단계별 추진사업 선정기준으로는 다음을 활용하였다.

◦ 파급효과의 크기, 생활의 질에 직결여부

◦ 정보서비스 수요조사결과 반영

◦ 정보서비스 구축의 시간적 긴급성

◦ 현재 기술적 사업추진 가능성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1단계: 1998-2002,

2단계: 2003-2007)

 교육정보 중 초․중․고 학습정보, 사회복지정보분야 중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 장

애인재활정보시스템, 요보호아동정보시스템, 아동보육정보시스템은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기 구축하였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는 시스템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축에서 제외하고 연계하여 활용한다.

 생활기본정보시스템 구축에서는 우선 정보서비스내용으로 지역뉴스, 민원 및 행정정

보, 교통정보, 교육정보, 취업정보, 자원봉사, 날씨정보, 부동산정보, 벼룩시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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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숙박시설정보, 전자게시판, 연예/오락, 홍보/광고, 여행/레저, 금융, 법률/세무,

개업/사업경영정보 등을 설정하여 1단계(1999.1～2000.6)에 추진하며 1998년 연

내에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DB,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2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홈쇼핑 전자상거래지원시스템은 2단계 추진사업으로 2003년에 구축하며 총예산은

37억여원으로 추정하였다.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은 인천시교육청 주도하의 교육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1단계 중

2000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며 총예산은 21억여원으로 추정하였

다.

 이밖에도 사이버문화공간구축은 2단계 추진사업으로 2003년에 구축하며,

◦ 문화재정보시스템 역시 2단계에 추진하며 2003. 7～2004. 6에 구축하고,

◦ 전자도서관을 인천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2004. 1～2005. 6에 추진

◦ 사이버시민교양대학은 인천시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2005년에 추진

 응급진료를 위한 사이버병원시스템은 지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단계인 1999.1～

2000.12에 추진

◦ 지역의료보건정보시스템은 인천시 보건과를 중심으로 2003년에 추진

◦ 시민평생건강관리시스템은 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2004년에 추진

◦ 원격진료시스템도 지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005.1～2006.12에 추진

 여성복지정보시스템은 1단계 2001.7～2002.6에 추진하며 인천시 여성정책실을 중

심으로 구축하고, 노인복지정보시스템은 2단계 2003년에 구축하며 복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함.

◦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은 인천시 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1단계인 2000년에 추진

 생활정보화부문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의 관련부처, 시정부의 관련부서, 관련 민간단

체, 그리고 생활정보화부문의 지역내 IP와의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종합정보센터와 연계한 지역내 전문기관 및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단위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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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2] 경기도 생활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에서는 수요조사를 300명 전화 및 방문조사(PC통신 이용경험이 있는 20대 이

상 250명, PC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주부집단 50명)를 병행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였다.

◦ PC통신에 관한 일반사항(만족도, 평가시 주요고려사항, 주이용서비스)

◦ 필요정보조사(생활/교육분야, 공공기관 및 행정분야, 경제분야, 지역분야 등)

◦ 인터넷에 대한 인식 및 이용현황

◦ 경기도 생활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식(경기도 홈페이지 인지현황 및 이용경험, 새로

운 경기도 생활정보서비스에 대한 가입의향등)

◦ 인터넷서비스의 필요정보와 인터넷서비스 사용시 우려되는 점

 수요조사 분석결과 정보관련측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

하는가, 전문성 있는 정보인가, 최신의 정보인가, 검색이 용이한가, 정보의 내용과 깊

이가 적절한가 등이 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공요소로 파악되었고, 통신성능측면에서는

통신의 안전성, 접속의 용이성, 통신속도 등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교육/홍보측면으로 정보서비스 제공에 앞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정보서비스의

활용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측면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계별 추진사업 선정기준은 전화면접, 주부집단 및 인터넷서비스 요구에 대한 점수

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연차별 생활정보서비스의 우선순위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분야에 걸쳐 1998년에 제

공할 정보와 1999년에 제공할 정보를 구분하였다.

◦지역DB정보

- 1순위: 건강/의료시설, 교육, 구인/구직, 부동산, 교통, 관광지안내, 공공기관, 지

역행사 정보

- 2순위: 기업, 환경, 행정통계, 농수산, 음식점/카페

◦ IP 연계

- 1순위: 뉴스관련, 문화/취미, 건강/의료, 교육, 구인/구직, 금융, 부동산, 법률/세

무, 민원/행정

- 2순위: 날씨, 종교, 육아/요리, 스포츠, 증권, 환경, 음식점/카페

◦ 자문/상담서비스

- 1순위: 의료상담, 법률/세무상담

- 2순위: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해 서비스항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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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민원서비스

- 1순위: 행정/민원처리를 위한 절차,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양식 등 정보제공

- 2순위: 전자신고/신청 등에 대한 기초연구, BPR, 법․제도연구

 추진체계로 정보서비스센터는 경기도가 주관하여 초기개발 및 투자비용을 전액부담하

고 운용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과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초기단계에는 사용자확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IP 연계를 통해 제공되

는 서비스만 수익자부담 하도록 한다.

◦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하이텔 서비스이용자 비율, 일인당국민소득 증가율, PC 보급

대수 등을 통해 설정하고 주민 1인당 요금은 월 1,000원씩 회원제 회비로 징수하

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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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3] 전라남도 생활정보화 기본계획

 전라남도에서는 교육연구정보화와 생활정보화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교육연구정보화의 기본목표는 중앙정부와 유사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구

축, 최상의 교육서비스 제공, 21세기 교육정보화 중심국가로 부상, 정보사회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작지만 효율적인 교육행정조직 구현으로 하고 추진방향은 교육개

혁의 효율적 추진,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으로 하였다.

◦ 교육부의 초․중등학교생에 대한 정보화기초교육 확충, 정보화교육을 전담할 전문

교육인력의 양성 및 교육용 컴퓨터확대보급 추진이외에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부문,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육성, 그리고

정통부의 전문교육인력의 확보지원, 정보문화홍보관 운영, 군장병에 대한 정보화기

초교육 확충, 농어촌지역 컴퓨터교실의 지속적 추진, 가정내 PC활성화를 위한 안

내책자 제작․배포, 컴퓨터 교육안내상담실 기능확충과 연계하여 교육정보화를 추

진하고자 하였다.

 교육․연구정보화 시범사업으로는 가상대학을 활용한 공무원․주민 교육모델과 멀티

미디어 정보(전문)대학 설립을 선정하였다.

 생활정보화시스템으로는 종합교통정보, 물가 및 상품쇼핑정보, 항공․항만정보, 의료

복지정보, 금융정보, 차량정비․주차안내, 자동차중고매매, 문화생활정보, 관광안내,

부동산정보, 동호회안내, 여성전용(미용, 패션, 의학, 법률상식), 구인․구직안내, 방

송안내, 범죄 및 재난방지,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망라되었다.

 생활정보화의 추진기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지역종합정보센터(정보화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

◦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육성

◦ 서비스지향의 정보시스템 구축

◦ 생활정보시스템 구축과 IP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진체계로는 관․산․학․민이 공동으로 지원(20%, 60%, 10%, 10%)하는 재단

법인에 공동참여하도록 하고 동조직의 주기능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결, 추진

및 사업시행, 다양한 정보시스템 관리, 시․군지역정보센터설립추진 및 관리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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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4] 서울시 홈페이지 사이트 맵

서울포커스 Sitemap

Search

English

Home

시장실 약력

말과글

시민과의 데이트

시장에게 바란다

역대시장

행정자료실 행정조직

행정기구

청사위치도

행정구역도

행정정보

시정주요일

지시의회의원

전화번호안내

자치법규집

통계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시정게시판

청소년게시판

서울시청뉴스

교통

날씨

도시가스

입찰공고

월간푸른소식

월간서울

입법예고

서울뉴스

민원실 감사청구센터

시민신고센터

규제개혁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퇴폐․변태영업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도로표지판

여론광장 자유토론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의견

상계2, 화곡지구 아파트
선착순분양

`98년 제10차 공동주택
동시분양

생활백과 주택 주택마련종합안내

주택임대차보호안내

분양안내

달라지는 주택시책

국민주택
국민주택특별공급
민영주택
임대주택
근로자주택
조합주택
재건축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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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

장애인 정보

재난유형별 대처료령

지하철 안내

시설이용안내

재난과 안전

보육행정

보육정보 어린이집

놀이방

유형별 사고발생현황

오존정보

재난신고전화

주택용어사전

전세임대차 상담사례법

사회교육
프로그램

생활속의
119

쓰레기분리
배출요령

소방방재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화재발생상황
재산피해상황
인명피해상황
최근 5년간 원인별 화재
발생상황
장소별 화재발생현황
월별, 계절별 화재발생현
황
10년간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
건국이후 10화재
외국의 화재발생상황
가스별
사용처별
원인별
피해등급별
가스별인명피해
문제점 및 사고방지대책
주요사고사례

오존의 두 얼굴
서울의 오존 오염도 수준은 이렇습니다
오존경보제란
오존경보발령 및 해제는 3단계로 실시됩니다
오존경보발령시 주민행동요령에 따라 협조하여야 합니다
오존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 현황
지하철 노선
역세권 문화공간
환승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당산철교 재시공에 따른 안내
이럴 땐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대형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자치구 재활용 센터

건축허가를받고자 할 때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할
때
노래방․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용접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방화관리자란
소방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체점검 통지를 받았는
데

보육시설이란
이용대상
입소방법
보육료

화재
가스
교통
지진
전기

어린이 집/놀이방 설치
요령
보육교사가 되려면
관련기관 전화번호

* 각 분야 별로 다수
단체 열거

소방민원행정안내

소방서 위치

통계

소화기 & 소화전
사용법

불이 났을때는 이렇게

119구급대 & 구조대

소방장비를 소개합니다.

응급처치법

이달의 문화행사

문학

무용

문예단체 음악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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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사립

* 각 분야 별로 다수
열거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길
문화학교

대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 문화복지 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및 문고
주요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화랑

시민 생활문화 진흥
전통문화 계승 발전
서울관광 개발 진흥
국제 교류협력 증진
문화분야 공공근로사업

조직도
문화관광국 과별 주요업무
문화재 보호법
공연자 등록
공연장 설치허가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연극

연극

문학

무용

문예인물

문화행정

전통문화

세시풍속

한국의 전통혼례

운현궁 가례행사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한국의 전통제례

문화공간

서울문화재

영화

영화

음악

미술

공연시설

전시시설

전통

도서관

복지,전수시설

유형문화재

연속자료

행정

기념물

시책

통계

국보․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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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케치

서울시립 교향악단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서울시립 합창단
서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서울시립 가무단
서울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서울시립 무용단
서울시립 오페라단
서울시립 극단

세종문화과관은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
대회의장
소회의장
연회장
분수대 광장

상설전시
기획전시

소식
전시일정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600년동안의 서울이야기
서울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지금 이시간 서울은
시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일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과 함께 합니다.
서울, 21세기를 향하여
서울의 어원

서울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사진으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환경사진전 입상작
좋은 간판, 좋은 이름 선정작

강좌일정
현대미술의 족보

소장작품 목록
작가소개

지정 예매소
좌석 배채소

연간 프로그램
토요상설무대
이달의 공연안내

소개
관람안내
약도

팜플렛
사진속의 공연

세종문화
회관

서울시립
미술관

소식

서울시립미
술관은

열린 마당

미술강좌

GIS

포토갤러리

청소년
문화탐방

역사

상징물

자료실

전시회정보

갤러리

약도 및 교통안내

회원모집

매표정보

문화에세이

음악이야기

공연앨범

프로그램
정보

세종문화회
관 산책

시립예술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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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운현궁 가례
종묘대제
사직대제
명동축제
대학로 축제
신촌문화축제
경동약령시의 날
한성 백제문화제
지역문화축제(각구별로)

남대문
동대문
사직단
암사동 선사 주거지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
드림랜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어린이 대공원

잠실종합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장충 체육과
효창 운동장
목동 운동장
뚝섬 체육공원

광화문 쪽
시청 & 덕수궁 쪽
남대문 & 명동쪽
인사동 & 창덕궁 쪽
동대문 쪽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경동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용산 전자상가

성곽

산/강

명소

서울의 할인매장

서울의
백화점

스포츠시설

인터넷 쇼핑

축제

놀이공원

쇼핑 서울의시장/
전문시장

능

걷기

지하철 타기

서울구경

문화유적

공연,전시장

스포츠

고궁

태권도
택견
씨름
활쏘기

경륜

스키

프로농구

골프

프로축구

경마장

전통스포츠

윈드써핑

프로야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서울놀이마당
대학로소극장
한국종합전시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서울과학관

전쟁기념관
농업박물관
국악박물관
우정박물관
김치박물관
자수박물관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서대문형무소역
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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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페이지

세계각국 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서울자매도시
양해각서 체결도시
관련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
사법기관
대학교
언론기관
검색엔진
인터넷 카페

* 각 구 마다

판문점, 임진각
한국민속촌
이천도예촌
강화도

관광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공원

국외

국내

추천합니다

숙박

서울지도

서울근교

경희궁근린공원
낙성대공원
남산공원
독립공원
보라매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사육신공원
사직공원
서울대공원
석촌호수공원
손기정공원

시민의 숲
쌈지마당
어린이 대공원
올림픽공원
용산가족공원
장충당 공원
탑골공원
파리공원
한강시민공원
효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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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가격

축산물가격동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판매장현황

도매가격

사이버물물
교환장

소비자종합정보망

생활정보

소비자피해
구제정보

사용자의견란

장바구니물
가정보 서울장바구니물가정보

한국교통정보
시스템

일반교통정보

고속도로/국도
정보

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

수질정보

식품정보

교통정보

대기정보

한국도로공사

기상정보(기상청)

야! 심봤다

농수산물
종합정보

대규모 점포현황

삽니다
팝니다.

가격정보

가축/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물품부문-가전제품

업종별가격정보

서비스부문

전기, 수도, 가스
보건, 의료
공공교통
교양, 오락
통신
행정수수료

구간별화상정보시스템
교통통제구간

* 미구축 상태임
현재는 ARS응답
의 형태임

동영상서비스
문자정보서비스

고속도록/국도정
보
유고/통제정보(미
구축)

자동차정보
교통법률정보
자동차사고정보
운전자정보

수도권
광주권
부산권

차량견인료
부동산중개료
포장이사요금

농수산물 종합정보(유통공사)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정보
구리농수산물 시장물가정보

서울포커스

통합소비자
민원

소비텔 상담기관안내
소비자 뉴스
유용한 사례
소비자 상담실
사업자에게
자료실

서울시 홈페이지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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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5] 설문지 분석결과

컴퓨터(가정)

무응답
1%

없다
22%

386이하
5%

486
28%

586이상
44%

모뎀(가정)

무응답
8%

없다
37%

14.4K이
하

15%

33.6K
25%

56K
14%

ISDN
1%

컴퓨터(직장, 학교)

무응답
15%

없다
24%

386이하
2%

486
14%

586이상
45%

모뎀(직장, 학교)

무응답
17%

없다
34%

LAN
29%

33.6K
8%

56K
7%

14.4K이
하
4%

ISDN
1%

컴퓨터 사용빈도(문서편집)

무응답
1%

하루에 한
번이상
27%

일주일에
한두번
22%

사용안함
29%

한달에 한
두번
15%

6개월에
한두번

6%

컴퓨터 사용빈도(PC통신)

사용안함
51%

한달에 한
두번
6%

6개월에
한두번

5%

일주일에
한두번
15%

하루에 한
번이상
19%

무응답
4%

컴퓨터 사용빈도(인터넷)

사용안함
51%

한달에 한
두번
7%

일주일에
한두번
17%

하루에 한
번이상
17%

무응답
4%

6개월에
한두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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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능력

매우 높은
수준
1%

보통
32%

낮은 편
29%

매우 낮은
수준
30%

높은 편
8%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경험 여부

무응답
3%

없다
85%

있다
12%

서울시 홈페이지 만족도

무응답
86.7%

불만
2%

보통
7.4% 매우 불만

1%

만족
2.6%

매우 만족
0.2%

지역정보센터로 적합한 곳

지역도서
관

20%

구청
13%

동사무소
27%

사회복지
관

20%

우체국
3%

학교
16%

기타
1%

관심 있는 정보분야

교육/취업
33%

문화/스포
츠

35%

보건/복지
12%

행정/경제
17%

교통
2%

환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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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여행안내
정보
34%

스포츠안
내정보
16%

사진/취미
정보
7%

예술/연
예/공연안

내정보
29%

문학/도서
정보
14%

교육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자격증관
련정보
28%

사회문제/
청소년상
담정보
13%

사회봉사
정보
6% 해외연수

정보
11%

가상학교
정보
9%

무응답
1%

평생교육
정보
32%

직업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무응답
3%

유망직종
안내정보

27%

각종수험
정보
17%

구직정보
4%

창업정보
31%

구인정보
11%

직업훈련
정보
7%

건강/의료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응급처치
법

15%

의료보험
정보
5%

의료시설
예약정보

6%
의료시설

정보
6%

의료상담
27%

건강상식
41%

사회복지/후생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무응답
1%

노인복지
시설정보

21%

여성복지
시설정보

22%
아동복지
시설정보

10%

연금정보
22%

시민/노인
대학정보

10%

장애인복
지 및 취

업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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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행정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무응답
1%

민원행정
정보
35%

공공기관
시설정보

20%

법률정보
22%

치안/재해
관련정보

6%

세무정보
16%

경제/금융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물가정보
29%

홈쇼핑정
보

19%

기업정보
14%

증권정보
9%

홈뱅킹정
보

10%

부동산정
보

18%

무응답
1%

교통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무응답
1%

시내버스노
선정보
16%

지하철이용
정보
18%정체구간정

보
23%

고속버스/
철도/항공
기예약정보

42%

환경관련 정보서비스 수요

무응답
1%

대기오염
정보
18%

오존경보
관련정보

7%

환경관련
신고정보

13%

재활용정
보

41%
수질오염

정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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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6] 정보수요의 계층간 차이분석(crosstab analysis)

 먼저 성별 수요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문화/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가장 선호

하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교육/취업관련 정보서비스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부표 Ⅳ-1] 관심 있는 정보분야*성별 Crosstabulation

관심 있는 정보분야
성   별

합 계
남 자 여 자

무응답

교육/취업

문화/스포츠

보건/복지

행정/경제

교통

환경

68

99

30

61

8

3

1

96

73

32

21

3

3

1

164

172

62

82

11

6

합 계 269 229 498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노령계층에서는 역시 보건/복지관련 정보를, 20대～40대의

청․장년층은 문화/스포츠관련 정보를, 그리고 20대와 30대 및 퇴직이 임박한 50대

의 경우는 교육/취업관련 정보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Ⅳ-2] 관심 있는 정보분야*연령 Crosstabulation

관심 있는 정보분야
연  령

합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무응답

교육/취업

문화/스포츠

보건/복지

행정/경제

교통

환경

합 계

3

5

1

9

74

71

4

16

1

1

167

31

27

9

24

2

1

94

31

42

17

21

3

2

116

20

14

15

13

4

66

1

5

13

17

7

1

2

46

1

164

172

62

83

11

6

498

◦ 직업별 그룹간에도 선호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의 경우 문화/

스포츠가, 학생과 가정주부의 경우 교육/취업이, 그리고 무직의 경우는 보건/복지관

련정보의 선호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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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Ⅳ-3] 관심 있는 정보분야*직업 Crosstabulation

관심있는 정보분야
직  업

합 계
학생 직장인 자영업 가정주부 무직

무응답

교육/취업

문화/스포츠

보건/복지

행정/경제

교통

환경

합 계

47

50

10

1

108

31

43

7

24

4

3

112

18

37

13

35

4

107

1

56

34

27

9

3

130

12

8

15

4

2

41

1

164

172

62

82

11

6

498

◦ 소득계층별로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월소득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계층

에서는 교육/취업정보가, 그리고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부유계층과 100만원 이하의

영세계층(학생이 주류)에서는 교육/취업정보와 문화/스포츠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부표 Ⅳ-4] 관심 있는 정보분야*월평균가계소득 Crosstabulation

관심 있는 정보분야

월 평 균 가 계 소 득

합 계
무응답

100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상

무응답

교육/취업

문화/스포츠

보건/복지

행정/경제

교통

환경

합 계

12

7

1

1

21

1

32

25

10

8

1

87

70

67

32

37

2

5

213

42

39

14

24

6

1

126

8

17

4

11

2

42

7

1

1

9

1

164

162

62

82

11

6

498

 세부적인 정보수요에서도 계층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 먼저 교육관련정보의 경우 여성은 평생교육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면, 남성은 자격

증관련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대의 경우 자격증정보, 30대 이

상의 경우는 평생교육정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관련 정보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10대와 20대는 수험정

보, 30대 이상은 창업정보에 관심이 많았고, 직종별로는 학생과 무직이 유망직종안

내, 여타직군의 경우는 창업정보에 관심이 많았으며, 소득계충별로도 100만원이하

의 경우는 유망직종안내, 100만원이상은 창업정보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 문화/스포츠 관련정보의 경우는 20대의 경우 예술․연예/공연안내정보, 3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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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행안내정보를 선호하였고, 직종별로는 학생의 경우 예술/연예/공연안내, 자영

업의 경우 스포츠안내를 선호하는 반면, 직장인, 주부, 무직의 경우는 여행안내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도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의

경우는 예술/연예/공연안내를,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400만원 이상의 경

우는 여행안내정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료관련 정보에 있어서는 선호의 계층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복

지/후생관련 정보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우선 성별로 볼 때 남자의 경우는 연금정보에, 여자는 여성복지시설정보에 가장 관

심을 나타냈고, 연령별로도 30대까지는 연금정보를, 40대는 여성복지시설을, 50대

이상은 노인복지시설정보에 관심을 나타냈고, 소득계층별로도 100만원～200만원

의 경우 여성복지시설정보, 400만원 이상은 노인복지시설정보, 기타 100만원 이하

및 200만원～400만원까지는 연금정보에 가장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기관/행정관련 정보서비스의 경우도 선호의 동질성이 눈에 띄지만 직종과 관련해

서 학생과 직장인의 경우는 다른 직종의 경우 민원행정에 관심이 많은 것과 달리 법

률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제/금융관련 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는 기업정보, 20대의 경우는 홈쇼핑정보, 30대는 부동산정보, 그리고 40대 이

상은 물가정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직종별로도 학생은 홈쇼핑정보,

직장인은 부동산정보, 자영업과 가정주부 및 무직의 경우는 물가정보를 가장 관심

있어 하였다. 소득계층별로도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까지는 물가정보를, 200만

원～300만원 계층과 400만원 이상은 홈쇼핑정보, 300만원～400만원 계층은 부동

산정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통정보와 환경정보의 경우도 선호의 동질성(homogeneity)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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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1] 『산업정보망』의 주요 내용 (산업자원부)

구분 서비스 항목 정 보 내 용
DB 구축 및 

관리 주체
비고

DB

서비스

공단 및

공장정보

-산업단지안내 -분양정보

-공장정보 -통계정보

-공장설립관련정보

한국산업

단지공단

멀티미디어

패션디자인

DB

-패션쇼 -디자이너

-브랜드 -취업

-패션스쿨 -관련단체

-관련문헌 -용어사전

-도움말

한국섬유

산업연합회

선진국전력정

책/기술개발

정보

-전력정책 -전력기술동향

-연구소 및 기업 -유형별 검색

-문헌검색 -관련 사이트

-공지사항 -도움말

산업기술

정보원

에너지 통계

정보시스템

-에너지통계 안내 -키워드로 찾기

-메뉴로 찾기 -분류코드로 찾기

-그래프로 보는 주요통계 -도움말

에너지경제

연구원

해외상품정보
-해외상품시장정보 -수출마케팅정보

-홰외상품속보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정보통신 자

료DB

-잡지별검색 -정보산업요소

-키워드검색 -컴퓨터

-산업전자 -전자제품

-특집기사 -시장동향

-통신 및 통신망

(주)코스모

정보통신

디자인 정보

-디자인 뉴스레터 -디자인 가이드

-이미지 갤러리 -기업 & 디자이너

-디자인 용어 & 강좌 -디자인 모니터링

디자인나라

전기분야 전

문기술인력정

보

-기본검색 -정밀검색

-기술별 -소속별

-기존정보갱신/신규참여 -도움말

한국전기

연구소

전기정보 DB
-업체정보 -제조업체통계

-수요처정보 -전기정보지

한국전기공

업협동조합

전자부품/재

료정보DB

-업체정보 -부품정보

-게시판

한국전자산

업진흥회

지방무역 /산

업정보

-지역상품/특화상품 정보-무역업체정보

-무역통계정보 -무역/산업 동향정보

-무역지원기관정보

한국무역협

회

인 천 ,

대 구 ,

경 북 ,

전 북 ,

경남

건설/건축자

재 정보

-분류명 -키워드검색

-회사명 -제품명

별빛정보통

신

전자분야 기

술정보

-출처별 기사검색 -정부/기관소식

-발주/지원사업 -키워드검색

-해외정보 -산업동향

-기업동향 -기술동향

(주)코스모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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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항목 정 보 내 용
DB 구축 및 

관리주체
비고

산업

분 야

별

건설분야

-기관(조합 및 업체정보) -정보광장

-공단 및 공장정보 -건설/건축자재정보

-자료실 -글나눔터

-공지사항

기계분야

-기계산업현황 -기계산업비지니스

-기계산업관련정책 -기계산업D/B정보

-항공우주재료정보 -정보광장

-공개자료실 -전시회안내

-게시판

한전정보네트

웍(주),

한국기계공업

진흥회

무역분야

-기관(조합 및 업체정보) -정보광장

-지방무역 및 산업일반 정보

-해외상품정보-자료실 -글나눔터

-공지사항

한국무역협회

섬유분야

-기관(조합 및 업체정보) -정보광장

-멀티미디어패션디자인정보

-KORTEX 제공 섬유관련 DB

-자료실 -글나눔터

-공지사항

에너지분야

-에너지통계분석 (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

-자료실 -글나눔터

-공지사항

에너지경제연

구원

전기분야

-통신광장 -기관/조합정보

-전문정보DB -산업동향

-시장정보 -공지사항

중소기업청 .

한전정보네트

웍(주), 한국

전기공업협동

조합

전자분야

-전자산업동향 -전자부품/재료정보

-정보광장 -기술정보

-기관(조합 및 업체정보) -정보통신자료

-글나눔터 -공지사항

한국전자산업

진흥회

디자인분야

-KIDP 소개 -KIDP 사업

-게시판 -디자인뉴스

-자료실 /DB서비스 -가상전시회

-웹진 -디자인월드

-Cool Site -ICSID2001

한전정보네트

웍(주), 한국

산업디자인진

흥원

기타분야

-과학기술정보 -은행정보

-경제연구소통합정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공지사항

벤처기업정보 -기업리스트 -항목별 검색
중소기업청과

공동제공

기 타

이용안내 -산업망 소개 -회원가입

응용서비스
-전자우편 -글나눔터

-정보검색

기타서비스
-구인/구직 -산업동향

-웃음한마당 -생활정보

기타
-날씨 -주가 -환율

-산업뉴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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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2] 산업인력정보화의 주요 내용

구 분 ‘98년까지의 주요 추진내용 ‘99년의 주요 추진내용

고용보험
정보시스템

ㅇ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의 개발, 확대
ㅇ 향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통합
등에 대비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ㅇ 고용보험시스템의 안정화
ㅇ 고용보험EDI시스템 구축
ㅇ 정책수립지원시스템(EIS) 구축

고용정보
시스템

ㅇ 고용정보종합서비스망 구축
ㅇ 고용정보입력자동화 시스템 구축
ㅇ 고용정보네트워크 및 이용자 확대
ㅇ 정보직접조회시스템 구축
ㅇ 취업알선시스템의 운영

ㅇ 구인․구직, 취업알선시스템 운영
ㅇ 고용정보종합서비스 시스템 확대

자격검정
정보시스템

ㅇ 국가기술자격 관련DB의 운영
ㅇ 필기시험답안판독시스템 구축
ㅇ 상시검정전산시스템을 구축
ㅇ 능력개발정보통신서비스 시스템을
인터넷 서비스로 구축

ㅇ 국가기술자격 관련DB의 운영
ㅇ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은행 운영
ㅇ 답안판독시스템 확충
ㅇ 상시검정전산시스템 가동
ㅇ 능력개발정보통신서비스 가동

산업재해
예방정보
시스템

ㅇ 산업안전보건정보서비스
ㅇ 산업안전정보화 기반구축
ㅇ 위험설비종합위험관리체제 구축
ㅇ 산업안전기술지도사업 정보화
ㅇ 산업안전사업심사 정보화

ㅇ 산업안전보건종합정보서비스 운영
ㅇ 그룹웨어 구축
ㅇ 시스템 2000문제 해결
ㅇ 위험설비 종합위험관리체제 운영

장애인고용
정보시스템

ㅇ 장애인고용관리시스템의 운영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산업인력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ㅇ 장애인고용관리시스템의 운영
- 홈페이지 확대
- KIOSK 설치 등 공단안내 서비스체계
도입

ㅇ 장애인기금지원관리시스템 개발
ㅇ 장애인직업재활DB 구축

직업훈련
정보시스템

ㅇ 인력공단 산하 22개 직업훈련기관
의 직업훈련생DB 구축하여 인력
소요기업에 정보제공 (‘97년도: 14
개소, ’98년도: 8개소)

ㅇ 직업훈련생 DB 시스템 운영․보완
ㅇ 원격직업훈련시스템 구축

근로복지
정보시스템

ㅇ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산
재보험시스템 개선

ㅇ 외부정보망 정보공유체제 구축
ㅇ 실업대책사업 등 전산화

ㅇ 산재보험종합전산망 재구축

산재의료
정보시스템

ㅇ 종합의료정보전산망을 5개년 계획
으로 구축 (시범병원사업 ‘98-’99)

- 진료 및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 원무관리시스템 구축
- 의료정보일반관리시스템 구축

ㅇ 시범병원 (창원) 구축
◦ 1차 확대병원 환경구축 및 적용
ㅇ 타병원 확대적용 (2000-2002)

노동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ㅇ 노동종합정보화계획 수립
(1차:1998～2000, 2차:2001～2005)

ㅇ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산화
ㅇ 노동연구정보 DB 구축
ㅇ 노동통계정보 DB 운영
ㅇ 노동행정정보망 보완
ㅇ 정보화기반 강화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산화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전산화
ㅇ 노동통계 DB 확충
ㅇ 노동연구정보 DB 구축
ㅇ 사업장관리 전산화
ㅇ 정보화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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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3] 과학기술정보화의 주요 추진사업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과학기술

DB 구축

및 확대

◦ 과학기술정보의 핵심분야DB를 획기적으로 확대구축하여 정보활용도 향상 및

자급체제를 확보하며, 기술정보실과 연계 원문서비스 확대 및 사실정보 DB

구축 강화

◦ ‘97년에는 약 67만건의 DB가 구축되었으며, ‘99년까지 450만건의 DB를 구축

할 계획임

◦ 국가과학기술정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각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

고 있는 과학기술정보 등을 상호연동하여 정보원간 상호교환 및 공유체제 구

축을 위해 가칭 ‘과학기술 DB개발협의회’ 구성

연구전산망

의 고도화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기존 연구전산망을 점진적으로 고속·대용량화

◦ 과학기술정보, 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 및 상호교류 수단을 제공하는

과학기술혁신의 인프라 구축 (연구전산망을 초고속과학기술전산망으로)

◦ ‘99년의 사업으로 초고속연구전산망을 확대 고속화 안정화하며, 관련기술을

표준화하고 기존체계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추진

과학기술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기반을 둔 분산형 국가 과학기술 전자도서관 (Digital

Library) 구축하여 2000년까지 과학도서관을 모델로 한 세계최고의 첨단전자

도서관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전자도서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며, 2000년 이

후에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흡수 통합

◦ ‘97년에는 4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시범사업 실시

◦ ‘98년에는 시범전자도서관 구축

◦ ‘99년의 추진방향은 사용자중심의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며, 정보기

술의 통합적 적용을 통한 Test Bed 구축

원격

공동연구

및

실험시스템

개발

◦ ‘97년도에 3단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98년도에는 사업대상 범위에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으며, 1차년도(’97)에 개발

하여 테스트한 원격공동연구 및 실험을 위한 Prototype(모형)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실시간 모의실험(Real-time Simulation) 개발

◦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원거리 연구조직체제를 수립하고,

네트워크상의 공동연구환경을 조성하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서비스 후 단계적으로 확산

과학기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2000년대를 향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정보화의 기반사업으로 추진하여, 과학기

술 및 연구개발의 One-stop/Non-stop 서비스 체제 확립

◦ ‘97년에 4단계 종합계획 수립하고, 1단계 시범사업 착수

◦ '98년 사업으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핵심부분 시스템통합

(SI : System Integration) 및 호환성 확보

◦ ‘99년의 추진방향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개발 구축된 시스템을 상호연계하

며, 예산, 인력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병행 개발방식

을 적용하여 추진

과학문화

종합정보망

구축

◦ ‘99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 문화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24시간 Non-stop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과학기술 문화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 조성

◦ ‘99년에는 과학문화 DB와 인터넷 홈페이지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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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4]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제도 (통상산업부, 1997)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정보화투자 지원제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보화투자 지원사업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정보화투자 지원사업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정보화우수업체 지정사업

중소기업 정보화 진단 지도사업

중견/중소기업 정보화구축 진단 지도사업

기업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지원사업

정보화 기술개발 인력 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S/W도서관 운영사업

정보화투자 세제지원제도

공동정보화 지원제도

중소기업 공동정보화 지원사업

유통정보화기기 도입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정보화 진단 지도사업

정보화인력

교육․연수 지원제도

중소기업 정보화인력 교육 연수사업

중소기업 자동화인력 교육 연수사업

중소기업 정보화인력 연수사업

한국정보문화센터 교육연수사업

중소기업 산업기술정보활용 연수사업

경영․기술정보

지원제도

중소기업 정보은행사업

과학기술정보 제공사업

산은경영기술정보 제공사업

산업기술정보 조사 분석 제공사업

중소기업창업 및 지원DB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

연계생산지원 사업

상품 화상DB 구축지원사업

인터넷 가상전시관(TECHNONET)사업

지역산업기술정보망 구축 운영사업

무역자동화서비스 지원사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제도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경쟁력강화기반 기술개발 지원사업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

정보화지원업체 육성사업

멀티미디어산업 융자지원사업

정보산업자금 지원사업

유망정보통신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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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5] 『중소기업사이버마켓몰』의 주요내용 (중소기업청)

구분
서비스 

항목 
정보의 내용

DB 구축 

및 관리 

주체

비고

중소

기업

지원

정보

Y2k정보

안내센터

-새소식 -자료실 -문의사항

-Y2k 점검방법 -Y2k 관련사이트 -Y2k 해결사례
(주)케이스

자금/세제

지원 정보
관련자료를 파일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창업지원

정보
"

인력지원

정보
"

판매지원

정보
"

국제협력

지원 정보
"

유 통 지 원

정보
"

중 소 기 업

관련통계

-경제지표 -자금 및 신용보증 -일반

-경영 및 판로 -창업 - 인력

-유통 -기술 및 품질향상

경 제 지

표 항 목

만 서비

스중

동향정보 관련자료를 파일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법령정보 "

신청서

-자금관련 신청서 -창업관련 신청서

-인력관련 신청서 -기술관련 신청서

-경영관련 신청서 -국제협력관련 신청서

-유통관련 신청서

자료실 관련자료를 파일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중소기업

범위해설

-법령방 -해결방 -풀이방

-사랑방 -안내방

지역

정보

센터

창업

-일반창업절차 -입지선정과 공장설립

-인허가가 필요한 제조업종의 기준과 절차

-관련 Site

구인구직
-구인회사소개 -구직인재소개

-구인회사등록 -구인인재등록 -관련 Site

상품소개
-업종별 -상품별 -회사명별

-검색

종합장터 -신상품소개 -산업용중고기계 -중고물품

이런 회사

찾습니다
-접수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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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항목 
정보의 내용

DB 구축 

및 관리 

주체

비고

기술

정보방

기술이전 -국내보유기술이전 -외국보유기술이전

기술지도

-전문기술인력 Pool -지도기관 현황

-지도기관 보유기술 -기술지도 신청

-'98 유망명단

-중소기업 수출개발품의 Design 및 Mock-up (견

본품모형)제작 지도계획

기술협력
-국내인증 -해외인증

-우수마크 -해외인증 획득업체

관련파일

모음

시험연구

설비개방

-신청결과 -설비검색/신청

-설비사용수수료

기술동향

-국산신기술인증(KS마크) -과기동향통계

-신기술인증(NT마크)

-기계류,부품,소재 품질인증

과학기술처

안기부 등

DB 연결

기술지원

시책
각종 시책이나 현황자료가 파일형식으로 제공

기술애로

상담

중소기업청과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 중소 기업

청 등과 연결하여 서비스

타기관

연결

유관기관

기술정보

종합기업서비스센터 (INNO-Net) 등 13개 기관

연결

타기관

연결

정보망

이용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연결

중소기업상품정보, 인터넷중소기업관, 중소기업창

업지원DB, 전기산업정보망, 금속주조방, 이노넷

(Inno-Net), 수출상품거래알선, 중소기업경영기술

지원단, ICES KOREA 등 9개 홈페이지 연결.

타기관

연결

추천

사이트

검색엔진, 정부부처 등 9개 분류별로 관련 사이트

연결

타기관

연력

애로신고센터 -이용안내 -개요 -신청

기타

중소기업청

소식
-청소개 -보도자료

이용안내 -정보목록검색 -세부안내

전자우편

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관리 등 전자우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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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6] 중소기업 정보은행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 DB)

항목 서비스 내용 비고

기업/기관

-기업체정보 -신설법인현황 -유망중소기업

-선진기술업체 -인/허가제조업체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국가연구기관 -금융기관

-공공협회 -지방자치단체

자금/입지

-공공자금정보 -신용정보 -은행/보험/리스정보

-국가공단정보 -협동화사업장 -농공사업장

-APT형공장 -창업보육센터

법률/제도

-법률정보 -고시/공고 -고시/공고 연계

-서비스 -지원업종정보-육성시책정보

-자금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판로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경제/산업

-창업경제 -경제통계 -경기전망

-월간경제동향 -업종별동향 -한국표준산업분류

-원자재정보 -기업나라/일반경제

Cyber 창업

도우미

-중소기업범위 -창업기업범위 -창업절차안내

-창업게임 -창업시뮬레이션 -창업평가분석

-창업상담사례 -창업지원사례 -창업성공사례

-창업강좌 -창업이벤트 -창업온라인상담

Cyber 장터

-제품광고 -공장부지매매정보 -기계설비매매정보

-해외수발주 -국내수발주정보 -대한투자희망업체

-벤쳐사랑방 -투자유치희망업체

기술/규격/

문헌

-신기술정보 -의장/특허정보 -표준정보

-ISO-9000정보 -지도사례정보 -조사연구정보

-중진공문헌 -중앙도서관

인력/연수/

전시회

-전문가정보 -국내기술정보 -구인정보

-구직정보 -채용박람회 구인정보-채용박람회 구직정보

-연수정보 -국제전시회정보

기업인의

방

-공지사항 -게시판 -전자우편

-CUG서비스 -자료받기 -서식받기

Y2K정보

안내센터

사용안내
-회원가입 -서비스Map -서비스안내

-코드안내 -회원ID

상호접속망
-열린정부 -중소기업관 -사이버마켓몰

-Cyber-KOEX -아롬길

국가상징

도안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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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7] 『중소기업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항목 서비스 내용 비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산업별 -지역별 -업체명별

상품카타로그 제품군별에 의한 상품검색

경제정보 -한국경제 -지역현황 -해외시장동향

Trade Post
-Offer to Buy -Offer to Sell -Business Opportunities

-Free Membership

공예품전시 전국공예품전시회 입상작 전시 및 전시판매장,협동조합 안내

TV백화점

주방용품, 가정생활용품, 사무용품, 통신기기, 패션용품,

유아․아동용품, 건강․미용용품, 스포츠․레져용품,

자동차관련제품, 영상․음향기기, 기타

상품권안내
-상품권 안내 -상품권 사용장소안내

-중소기업유통센터 -상품안내

Link

Service

-Public -Business -Media

-Education -Arts &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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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8] 인천시 산업정보시스템의 주요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인력/취업정보
인력정보 인천지역 인력, 전문인력, 전문기능 정보

취업정보 인천지역 취업, 채용/고용, 구인/구직 정보

기업체/제품정보
기업체 정보 인천지역 기업체, 기업체일반 정보

제품정보 인천지역 제품, 제품일반, 신제품, 품질 정보

산업기술정보

특허정보 특허정보, 상표정보, 표준/규격 정보

인증정보 인증제도 정보, 국내외 인증기관 정보

기술정보
신기술, 기술동향, 전문기술, 기술문헌, 연구보

고서 정보, 산학연계

중소기업지원

정보

중소기업지원시책 인천중소기업지원정보, 중앙부처/공공기관지원

중소기업 지원기관 정보

중소기업 교육지원 정보

거래/판매정보

인천지역 산업용품유통정보

거래/판매알선

입찰/수발주 정보 인천지역 입찰/수발주, 입찰/수발주 정보일반

경매 인천지역 경매정보, 경매정보일반

자금/금융정보

공공자금정보

은행정보

자금대출 및 융자정보

리스정보

신용정보

경제동향정보

경영이론/기법정보 경영이론/기법, 마케팅, 인사제도, 규정사례

창업정보
창업 법규/절차, 창업 지원/기관, 창업유망품목

정보, 인천지역 산업용지 정보, 산업용지 일반

행정/법 실무정보 행정/민원관련 정보, 세무/재무/법무정보, 일반

경제정책 정보 인천시 경제정책 정보, 경제정책 일반

성공사례 성공사례일반, 정보화 성공사례

무역/해외투자 정보

전시회/세미나 정보

개발유망 ITEM

산업동향정보 인천지역 동향, 산업동향일반, 경제통계정보

장비/설비정보

시험연구장비

중고장비/설비정보

최신장비/설비정보

장비/설비 일반

특수장비/설비정보

전문SW정보

노동정보

노동법률/정책정보

노무/임금정보

산업재해

인천항만정보

해상운송업 정보

항만시설정보

선박 입출항정보

출입국관리정보

통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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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9] 서울시 산업경제통신망의 서비스 내용

경제․경영
일반 서울시경제동향

연구기술정보

산업뉴스(신문), 산업정책(정부), 경제관련기
관(공공기관/단체/민간연구소), 용어사전

자금지원

경영지원업체

경제일반

연구․기술지원, 품질인정, 특허 및 지적재산
권, 학회․협회, 연구소

서울시월간경제동향, 국내산업경제동향, 서울
시 경제지표, 해외산업경제동향

인력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사이버
마켓몰

중소기업
관련법규

판로지원

서울의 투자환경, 외국인투자동향, 외국인 기
업지원제도, 외국인투자제도, 자료받기

상담/컨설팅, 세무/회계업체, 정보처리업

서울시자금지원

중소기업 관련법규, 일반 법규

기관별자금지원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법령

기능대학

정부/공공기관, 은행, 보험, 벤처캐피탈

직업전문학교

서울시기능대학, 타기관기능대학

교육/기관
안내정보

서울시직업전문학교, 타기관직업전문학교

구인/구직

교육/연수, 단체/기관/공단

국내판로지원

구인등록, 구인조회, 구직등록, 구직조회, 구
인/구직 연계정보 (노동부의 인력은행정보
등과 연계)

해외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
장, 전시회일정

판로지원업체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상설전시장, 해외무역전
시/박람회, 수출기업화사업

판로정보안내

업종별교류

전시/박람회일정, 산업디자인, 제품광고/홍보,
시장조사, 바이어가이드, 입찰/낙찰

입찰공고

시장조사 대행업

상품광고

회사소개
향후 EC로 확대 예정

제조업과 제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업경제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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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입지
지원

공장등록정보, 공장등록 통계정보, APT형 공
장정보, 공장설립지원

서울창업보육센타, 타기관창업보육센타

공장입지정보

매각/매입, 원자재조달, 시설자동화, 폐기물처
리/공해방지, 리스 및 렌탈

국내산업단지, 해외산업단지, 외국인전용산업
단지

국내외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생산설비정보

소비자
종합정보망

서울장바구니 물가정보, 사이버물물교환장,
야!심봤다, 가격정보, 농수산물 종합정보, 가
축/축산물가격, 대규모전포현황, 농축산물판
매장현황

장바구니
물가정보

부가서비스

소비텔, 서울포커스, 통합소비자민원장바구니
물가정보

서비스안내, 우편번호안내, HSK코드안내, 등
록

생활정보

키워드검색과 고급검색

수질정보, 대기정보, 식품정보, 기상정보, 교
통정보

서울특별시(27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147개), 입법기관(3개), 지방자치단체(69
개), 민간단체(1개)

소비자의견란

소비자의견란

서비스맵

대화방

공지사항

문의사항

유관기관

자료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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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3.4e-0384.8

13.5

전산담당조직

별도의 조직 없음 계단위 과단위 실/부단위

[부록 V-10] 설문조사 분석

 컴퓨터 보유현황

4.3
10.9

79.2

5.6

보유기종

386급 이하 486급 펜티엄급 워크스테이션급

 전산담당조직

 컴퓨터 활용용도

0

5

10

15

20

25

컴퓨터 사용용도

기타

신제품개발용

생산관리용

외주/구매관리용

정보수집용

자재관리

고객/영업관리

인사/급여/재무관리용

단순사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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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가 시급한 분야

0

5

10

15

20

25

30

정보화가 시급한 분야

정보수집

고객/영업관리

신제품개발

인사/급여/재무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외주/구매관리

기타

 서비스별 사용정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CALS

2) EDI

3) 전자상거래

4) CAD/CAM

5) 온라인 수발주

6) POS

7) 인터넷

3

5

6

0

4

4

4

3

6

6

35

6

3

51

10

11

19

15

28

6

51

89

84

74

66

67

90

15

활용하지 않음 어느 정도 활용 많이 활용 도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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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화 수준

0

5

10

15

20

25

30

35

40

전산화 수준

0.7

7.4

27.927.9

36

문서작업 등 기본적 수준

단위업무 전산화 도입단계

단위업무 전산시스템 활용단계

MIS 전분야 적용단계

ERP (전사적자원관리) 구축 단계

◦ 업종별 전산화수준

0 2 4 6 8 10 12

섬유제품 

출판/인쇄업

금속제품

기계제품

전기/전자제품

도소매 

정보처리업

0

0

0

0

0

1

0

0

0

0

1

1

0

5

4

2

0

2

11

8

2

1

5

4

3

8

3

1

9

6

4

4

7

9

1

문서작업 등 기본적 수준

단위업무 전산화 도입단계

단위업무 전산시스템 활용단계

MIS 전분야 적용단계

ERP 구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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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화 효과

20.6

58.8

8.1

4.4

8.1

 

매우 효과적

비교적 효과적

그다지 효과 없음

거의 효과 없음

모르겠다

 기업의 정보화 수준별 기업정보화에 대한 평가

0 5 10 15 20 25 30

기본적 수준

단위업무 전산화 도입단계

단위업무 전산화 활용단계

MIS 전분야 적용단계

ERP 구축단계

매우 

비교적 효과적

그다지 효과없음믐

거의 효과없음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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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추진시의 애로사항과 서울시가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분야

◦ 정보화 추진시의 애로사항

0 5 1015202530

애로사항

7.6

10.5

11.8

12.6

7.6

21.9

26.6

전문인력 부족

자금부족

경영진의 정보화 인식 부족

직원들의 정보화 인식 부족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정보/자료 부족

업무의 성격상 정보화의 이점이 없음

◦ 애로사항과 정보화수준과의 연계

    애로사항

정보화수준

전문

인력

부족

자금

부족

경영진 

인식

부족

직원의 

인식

부족

프로그

램개발

문제

정보/

자료

부족

업무

성격
기타 합계

기본적 수준
19

(22.6)

13

(15.5)

8

( 9.5)

12

(14.3)

8

( 9.5)

10

(11.9)

12

(14.3)

2

( 2.4)

84

(100.0)

단위업무 전산화

도입단계

22

(31.4)

15

(21.4)

5

( 7.1)

9

(12.9)

9

(12.9)

7

(10.0)

2

( 2.9)

1

( 1.4)

70

(100.0)

단위업무 전산화

활용단계

19

(29.2)

16

(24.6)

3

( 4.6)

8

(12.3)

10

(15.4)

7

(10.8)

2

( 3.1)

0

( 0.0)

65

(100.0

MIS 전분야

적용단계

3

(20.0)

7

(46.7)

2

(13.3)

1

( 6.7)

1

( 6.7)

1

( 6.7)

0

( 0.0)

0

( 0.0)

15

(100.0

ERP 구축단계
0

( 0.0)

0

( 0.0)

0

( 0.0)

0

( 0.0)

0

0.0)

0

( 0.0)

1

(100.0)

0

( 0.0)

1

(100.0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

26.3

22.6
21.9

17.5

6.6
5.13.4e-038

전문인력/교육 지원

자금지원

관련정보/기술 제공

전송망구축/요금할인

각종 행정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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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수준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내용

        서울시  

      지원분야

정보화수준 

자금지원
전문인력/

교육지원

홈페이지

구축지원
행정지원

정보/기술

제공

전송망

구축/

요금할인

합계

기본적 수준 9
(16.1)

21
(36.5)

4
( 7.5)

4
( 7.0)

12
(21.1)

7
(11.8)

57
(100.0)

단위업무
전산화
도입단계

7
(19.5)

12
(31.1)

2
( 4.9)

2
( 6.2)

9
(24.3)

5
(14.1)

37
(100.0)

단위업무
전산화
활용단계

10
(26.8)

9
(23.2)

0
( 0.0)

1
( 2.1)

8
(21.1)

10
(26.8)

38
(100.0)

MIS 전분야
적용단계

4
(35.0)

3
(25.0)

0
( 0.0)

2
( 15.0)

1
( 5.0)

2
(20.0)

10
(100.0)

ERP 구축단계 0
(0.0)

0
( 0.0)

0
( 0.0)

1
(100.0)

0
( 0.0)

0
( 0.0)

1
(100.0)

합계
30
(21.0)

44
(30.5)

6
( 4.3)

10
( 6.7)

30
(20.6)

24
(16.9)

143
(100.0)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정보획득원, 서울시가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정보

◦ 기업운영에 가장 필요한 정보

0 5 10 15 20 25

필요정보

2.7

3

4.6

5

6.9

11.5

12.6

16.1

18

19.5

관련업계 정보

기술관련 정보

고객/거래처/시장조사 등 영업관련 정보

경제동향/시장상황 정보 

원자재 가격동향 등 조달정보

경영/재무/금융 정보

법률/행정/세무 정보

전시회/박람회/세미나 정보

기계설비/공장부지 매입/매각 정보

인력/채용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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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획득원

23.1

22.4

22

19.2

8.2

3.9 1.2

정보획득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전문가 자문

관련 조합/협회

컴퓨터통신/인터넷

중소기업청/중소기업공단

기타

시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가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정보

0 5 10 15 20 25

필요제공정보

0.4

3.2

5.6

6

6

8.8

8.8

12

13.5

13.5

22.3 경제동향/시장상황 정보 

기술관련 정보

법률/행정/세무 정보

관련업계 정보

원자재 가격동향 등 조달정보

경영/재무/금융 정보

인력/채용관리 정보

전시회/박람회/세미나 정보

고객/거래처/시장조사 등 영업관련 정보

기계설비/공장부지 매입/매각 정보

기타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용도

41.8

21.6

13.4

9

6.7

4.5 3

활용용도

정보검색

전자우편

이용하지 않는다

기업홍보

제품홍보 및 판매

금융업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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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경제통신망에 대한 인지도

63.7

30.4

3.7 2.2

인식도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보았지만 사용해본 적 없음

한두번 접속해 보았음

여러 차례 접속해 보았음

◦ 각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시기

8.5

16.9

10.8

15.4
15.4

6.2

26.9

1996년 이전

1997년

1998년

1년 이내 구축예정

2-3년 이내 구축예정

3년 이후 구축예정

구축계획 없음

◦ 정보통신서비스를 미활용 이유

38

22

20

12

8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

이용요금이 비쌈

설비미비

이용방법을 모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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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실태

◦ PC 통신을 활용한 상품구매 정도

            설문결과

  상품명  
응답빈도수 비 율

구입제품 없음

가전제품

컴퓨터제품

가구제품

음반/서적/소프트웨어

의류

음․식료품

운동/체육용품

916

12

20

2

29

11

0

3

92.2

1.2

2.0

0.2

2.9

1.1

0.0

0.2

합계 993 100.0

◦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구매

            설문결과

  상품명
응답빈도수 비 율

구입제품 없음

가전제품

컴퓨터제품

가구제품

음반/서적/소프트웨어

의류

음․식료품

운동/체육용품

968

2

6

0

13

4

0

1

97.4

0.2

0.6

0.0

1.3

0.4

0.0

0.1

합계 994 100.0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를 통한 상품구매 의사

0 10 20 30 40 50 60

구입행태

구입의사 없음

음반/서적/소프트웨어

컴퓨터제품

가전제품

운동/체육용품

의류

음식료품

가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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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소비자의 정보획득 실태

◦ PC 통신을 활용한 정보획득내용

0 10 20 30 40 50 60 70

획득정보

이용하지 않음

관광/문화정보

학술/학습정보

금융정보

상품/기업정보

기술정보

법률/행정정보

창업지원정보

의료/병원정보

식당정보

◦ 인터넷을 활용한 획득정보

0 10 20 30 40 50 60 70 80

인터넷활용실태

이용하지 않음

학술/학습정보

관광/문화정보

상품/기업정보

기술정보

법률/행정정보

금융정보

의료/병원정보

창업지원정보

식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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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I-1] 일본동경도청의 광케이블 프로젝트 구축사례

 프로젝트 개요 : 일본동경도 하수도국이 시행중인 「SOFT PLAN」은 Sewer

Optical Fiber Network Plan의 약칭으로 최첨단정보통신기술과 도시의 기반시설

인 하수도시설을 융합하여, 신뢰성이 높은 고도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말

한다.

1) 구축계획 : 하수도 관거내 광케이블 포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표 VI-1] 하수도 관거내 광케이블 포설계획

 사업명 계획내용  1차년도  2～4차년도
연도별 계획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하수도건설 광케이블포설 48Km 372Km 120Km 120Km 132Km

2) 하수도관내 광케이블 포설방법

 광케이블포설을 위한 「로봇트」를 이용하여 하수도관내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하수도

관내 광케이블은 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케이블 외장을 스텐레스 스틸등으로 특수

처리하였다.

3) 네트워크구성

① 시설운전관리시스템(FA시스템)

◦ Sub스테이션(펌프장, 처리장)→Key스테이션(처리구관리쎈터)→Master스테이션

(종합관리쎈터)을 그림과 같이 ATM 광역네트워크로 접속하고, 각 스테이션을 계

층화시켜 시스템을 구성하게 하고 전체로서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 상위계층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설비의 감시를 행하고 하위계층에서는 실제의 플랜

트의 직접적인 감시를 행한다.

◦ 정보전송은 감시조작신호접수, 감시영상절체, 영상신호수신연락용전화, 팩시미리 송

수신이 동일네트워크상에서 실현가능한 멀티미디어 통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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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Station

기간네트워크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ISDN
교환기

전화시스템

ATM
정보전송장치

도청

처리구네트워크

Key Station

사무자동화 ITV공장자동화전화시스템

Key

Station

ISDN
교환기

ATM
정보전송장치

Sub Station

사무자동화 ITV공장자동화전화시스템

Sub

Station

ATM
정보전송장치

[부록그림 VI-1] SOFT PLAN의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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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정보관리시스템(OA시스템)

◦ 사무자동화계 업무의 각종서브시스템을 사업내 LAN네트워크에 접속, 업무별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클라이언트서버방식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한다.

◦ 산재되어 있는 각 시설 및 관련사무소로부터 정보접수는 앞에서 말한 계층화된

ATM 광역네트워크 접속에 의해 자동교신이 가능하게 되고 번잡한 수작업이나 프

로필 디스크 등의 정보보존매체의 백업작업이 해소된다.

③ 통신네트워크시스템

◦ 광역ATM네트워크는 데이터,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프로토콜은 국제표준규격을 채용하여 유연하고도 심플한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경도청
제이본청사

ATM

後樂(고라꾸)

펌프소

ATM 三河島

처리장

ATM

吾嬬第二

펌프소

ATM

有明

펌프소

ATM

임해부도심멀티미디어
실험프로젝트

하수도멀티미디어
실험프로젝트

`

[부록그림 VI-2] 동경도 통신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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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II-1] 전산직 정․현원

'98.10 現在

부  서  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본청․사업소 계 197 191 △6 4 1(2) 36 31 83 59 37 39 14 37 23 23

본

청

소 계 59 58 △1 3 1(1) 18 14 36 22 1 9 10 1 1

홍보담당관 2 2 1 1 1 1

여성개발담당관 1 1 1 1

시정기획관 1 1 1 1

조직제도담당관 2 2 1 1 1 1

정보화담당관 15 13 △2 1 (1) 5 5 9 5 1 2 1 1

감사담당관 1 1 1 1

조사담당관 1 1 1 1

민원조사담당관 1 1 1 1

시 장 실 1 1 1 1

인력 POOL 2 +2 2

인사행정과 2 2 2 2

자치행정과 1 1 1 1

회 계 과 1 1 1 1

세무운영과 4 4 1 1 1 1 2 2

산업정책과 1 1 1 1

관 광 과 1 1 1 1

대기보전과 1 1 1 1

대중교통과 1 1 1 1

교통운영개선기획단 1 1 1 1

운수물류과 1 1 1 1

방재기획과 2 2 1 1 1 1

지 적 과 6 6 1 1 5 4 1

지리정보과 8 6 △2 1 3 3 3 2 1 1

치 수 과 1 1 1 1

시의회사무처 2 2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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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사

업

소

소 계 138 133 △5 1 (1) 18 17 47 37 36 30 14 27 22 22

상수도사업본부 14 14 2 2 7 5 5 1 6

지하철건설본부 4 3 △1 1 1 2 2 1

시립대학교 7 7 1 1 2 1 3 3 1 2

전산정보관리소 77 74 △3 1 (1) 14 14 28 26 23 20 11 14 22 22

공무원교육원 1 1 1 1

체육시설관리 3 3 2 1 1 2

보건환경연구원 1 1 1 1

아동상담소 1 1 1 1

시립기능대학 1 1 1 1

세종문화회관 2 1 △1 2 1

시립박물관 2 2 2 1 1

공업시험소 1 1 1 1

교통방송본부 2 2 1 1 1 1

구 청 123 116 △7 5 5 38 22 34 30 46 59 10 10

* 경찰청 교통과 9명 제외(6급 2, 7급 5, 8급 2)

<전 문 직>

구     분 합  계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합 계 33 0 3 12 10 8

본청․사업소 23 0 2 7 7 7

구 청 10 0 1 5 3 1

* 정․현원 현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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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II-2] 1998년도 전산교육 실적(9. 30 현재)

과   정   별
계       획 실     적 비 율

(%)
비 고

대상인원 회 수 계 회 수 계

계(24) - 80회 3,120 57 2,052 65.76

전

문

과

정

(15)

소 계 - 25회 750 19 517

GIS실무 30명 4회 120명 3 81

AutoCAD기본 30명 3회 90명 3 83

AutoCAD고급 30명 1회 30명

클리퍼윈도 30명 1회 30명 1 17

프로그램언어(C++) 30명 1회 30명

UNIX 30명 3회 90명 3 82

텔파이 30명 2회 60명 2 59

소프트웨어공학 30명 1회 30명

RDBMS실무 30명 2회 60명 2 55

RDBMS관리 30명 1회 30명

시스템분석설계 30명 1회 30명 1 29

Web Server운영 30명 1회 30명 1 26

컴퓨터N/W 30명 1회 30명 1 29

Window NT 30명 2회 60명 1 30

전산정보보호 30명 1회 30명 1 26

일

반

과

정

(9)

소 계 - 55회 2,370 38 1,535

인터넷(PC통신포함) 30명 7회 210명 5 144

관리자인터넷 30명 1회 30명 1 29

문서편집(글) 50명 21회 1,050명 15 722

주민전산망 50명 4회 200명 - - 과정취소

EXCEL 40명 6회 240명 5 186

자료관리 40명 4회 160명 3 113

OA종합 40명 5회 200명 4 149

윈 도 40명 6회 240명 4 156

프리젠테이션 40명 1회 40명 1 36

주 : 행정 12410-968(’98. 7. 7)호에 의거 주민전산망 교육과정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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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II-3]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1998년 3월 16

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15일간) 실시한 ‘PC활용능력 수준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

기로 하겠다. 조사대상은 시 본청 공무원 2,139명(단순노무 기능직 제외)이며, 부서별

PC활용능력조사표에 직원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조사내용은 문서편집, 집계표 작성, 윈도우95 이해, PC통신

및 인터넷, 사무자동화시스템 이용능력 등 5개 분야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1997년도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서편집(한글96)의 경우 전체 2,139명 중 숙달 54.0%, 미숙 37.5% 및 사용불가

8.4%로 각각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의 공무원이 5급 이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활용 수준을 보였다. 한편 1997년도와 비교하면, 문서편집 능력은 상당

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표 작성의 경우에는 전체 2,139명 중 숙달 13.9%, 미숙 25.2% 및 사용불가

60.9%로 각각 나타나 아직 활용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로는 문서편집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의 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작년도와 비교할 때,

소폭의 능력향상 현상을 보였다.

 PC 운영체제인 윈도95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숙달 36.1%, 미숙 48.7% 및

사용불가 15.1%로 각각 나타나 전년도보다 그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여기

서도 상위직 공무원의 활용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부표 VII-1] PC 활용가능 직원의 연도별 비교

구  분 1997년 1998년

문서편집 74.9% 91.6%

집계표 작성 34.3% 39.1%

윈도95 57.2% 84.9%

PC통신 및 인터넷 33.2% 47.8%

 PC통신 및 인터넷의 경우 숙달 16.0%, 미숙 31.8% 및 사용불가 52.2%로 나타나

약 절반의 직원이 사용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도에 비해 14.6%가 향상되었으

며, 직급간의 격차는 다른 활용분야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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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사무자동화시스템의 활용능력에서는 숙달 16.1%, 미숙 40.8% 및 사용

불가 43.1%로 각각 드러났다. 또한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위직이 하급직에 비해 오

히려 활용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886노드 설치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 높다고 평가된다.

 장래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 2개를 선택하는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 인터넷 교육

이 38.9%로 가장 교육받고 싶은 항목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PC통신 27.3%, 집계

표작성 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윈도95도 7.5%, 문서편집 5.0%가 교

육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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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II-4] 민선2기 신규시스템 세부예산내역

1. 행정정보화부문 세부예산내역

1.1 견문조사정보관리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1.200 - - 1.200

H/W구매비 0.300 - - 0.3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300 - - 0.300

기타(N/W포함) 0.200 - - 0.200

합 계 2.000 - - 2.000

1.2 민원처리검색관리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3.500 - - 3.500

H/W구매비 1.000 - - 1.000

S/W구매비

(Package포함)
2.000 - - 2.000

기타(N/W포함) 1.000 - - 1.000

합 계 7.500 - - 7.500

1.3 청사유지관리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 4.000 - 4.000

H/W구매비 - 3.500 - 3.500

S/W구매비

(Package포함)
- 1.000 - 1.000

기타(N/W포함) - 2.000 - 2.000

합 계 - 10.500 -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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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존문서관리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 - 25.000 25.000

H/W구매비 - - 3.500 3.500

S/W구매비

(Package포함)
- - 1.500 1.500

기타(N/W포함) - - 1.500 1.500

합 계 - - 30.500 30.500

1.5 데이터웨어하우스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시범사업)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5.000 3.000 3.000 11.000

H/W구매비 5.000 - - 5.000

S/W구매비

(Package포함)
3.000 1.000 1.000 5.000

기타(N/W포함) 2.000 1.000 1.000 4.000

합 계 15.000 5.000 5.000 25.000

1.6 최고관리자정보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5.000 - - 5.000

H/W구매비 3.000 - - 3.000

S/W구매비

(Package포함)
3.000 - - 3.000

기타(N/W포함) 2.000 - - 2.000

합 계 13.000 - -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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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기반분야 세부예산내역

2.1 지하매설물관리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3.000 2.000 0.600 5.600

H/W구매비 2.500 1.500 0.500 4.500

S/W구매비

(Package포함)
1.000 0.500 0.300 1.800

기타(N/W포함) 0.700 0.300 0.200 1.200

합 계 7.200 4.300 1.600 13.100

2.2 용도/지구/구역관리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6.500 2.000 - 8.500

H/W구매비 5.000 3.600 - 8.6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900 0.500 - 1.400

기타(N/W포함) 1.000 0.400 - 1.400

합 계 13.400 6.500 - 19.900

2.3 교통행정지원/주차관리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4.000 2.000 1.000 7.000

H/W구매비 6.000 1.500 0.800 8.3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800 0.500 0.500 1.800

기타(N/W포함) 2.000 0.500 0.400 2.900

합 계 12.800 4.500 2.7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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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염관리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5.000 2.000 1.000 8.000

H/W구매비 4.500 1.600 1.000 7.1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700 0.400 0.300 1.400

기타(N/W포함) 1.000 0.600 0.500 2.100

합 계 11.200 4.600 3.800 19.600

2.5 폐기물관리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2.000 0.700 0.300 3.000

H/W구매비 2.000 0.600 0.200 2.8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700 0.300 0.200 1.200

기타(N/W포함) 0.500 0.300 0.200 1.000

합 계 5.200 1.900 0.900 8.000

2.6 녹지조경정보관리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5.000 3.000 1.000 9.000

H/W구매비 5.000 0.700 0.300 6.0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900 0.400 0.200 1.500

기타(N/W포함) 0.800 0.300 0.300 1.400

합 계 11.700 4.400 1.800 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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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험물관리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4.000 2.000 0.500 6.500

H/W구매비 1.500 0.300 0.300 2.1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800 0.400 0.300 1.500

기타(N/W포함) 0.700 0.400 0.300 1.400

합 계 7.000 3.100 1.400 11.500

3. 생활정보화부문 세부예산내역

3.1 지역보건정보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 4.000 0.800 4.800

H/W구매비 - 7.000 0.500 7.500

S/W구매비

(Package포함)
- 1.600 0.300 1.900

기타(N/W포함) - 1.500 0.400 1.900

합 계 - 14.100 2.000 16.100

3.2 복지행정정보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8.000 4.000 0.500 12.500

H/W구매비 7.000 1.600 0.500 9.100

S/W구매비

(Package포함)
1.500 0.800 0.300 2.600

기타(N/W포함) 2.000 1.000 0.500 3.500

합 계 18.500 7.400 1.800 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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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지종합정보시스템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3.000 2.000 1.000 6.000

H/W구매비 12.000 1.000 0.600 13.600

S/W구매비

(Package포함)
0.800 0.500 0.400 1.700

기타(N/W포함) 1.000 0.400 0.300 1.700

합 계 16.800 3.900 2.300 23.000

4. 산업정보화부문 세부예산내역

4.1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 5.000 2.000 7.000

H/W구매비 - 3.000 0.500 3.500

S/W구매비

(Package포함)
- 0.600 0.500 1.100

기타(N/W포함) - 0.500 0.300 0.800

합 계 - 9.100 3.300 12.400

4.2 중소기업관리시스템 구축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5.000 2.000 - 7.000

H/W구매비 3.000 1.000 - 4.000

S/W구매비

(Package포함)
1.000 0.500 0.500 2.000

기타(N/W포함) 3.000 1.000 0.500 4.500

합 계 12.000 4.500 1.000 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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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소기업 ERP 도입 지원

(단위 : 억)

            기 간

  추진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분야별 예산 합계

개발용역비 7.000 5.000 4.000 16.000

H/W구매비 10.000 12.000 9.000 31.000

S/W구매비

(Package포함)
5.000 5.000 2.000 12.000

기타(N/W포함) 5.000 4.000 2.000 11.000

합 계 27.000 26.000 17.000 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