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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야버스는 일이 늦게 끝나는 직장인, 대리기사, 청소원 

등 야간에 이동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하루 평균 6천여명의 

시민이 심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심야 휴대폰 콜데이터 등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야간 유동인구를 파악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심야버스 노선을 

지정한 것이 심야버스 인기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IT는 시민생활 양식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지난 2년간 서울의 IT행정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끊임없

는 혁신과 노력으로, 개방·공유·소통의 IT 패러다임을 선도하여 세계 최

고 수준으로 평가 받으며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5월 빅데이터와 모바일 중심의 ‘초협력 전자정부’를 선

언하였습니다. 심야버스 노선 선정을 시작으로 도시의 복잡한 문제들을 빅

데이터를 통해 해결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IT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IT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

성하고, 그 플랫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국본

부가 상호 협업을 통해 새로운 행정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행정

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고, 서비스를 공유하는 시민협력 플랫폼을 만

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IT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모든 직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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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정부 현 위치

서울시는 UN이 후원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발표하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

에서 2003년 이후 10년 동안 5회 연속 1위를 달성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2012년 말에 발표된 2011년 전자정부 평가결과에서는 2위 토론토와  

점수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서 서울시 전자정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산하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는 ‘13.2월 ‘기술동향보고

서’ 특집호로 ‘스마트 도시 서울’ 책자를 발간하였다. ITU 기술동향보고서 특집호

에서는 서울시를 세계 스마트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고 서울시 전자정

부 특징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구성으로 제작되었으며, ITU 사이트 및 

193개 회원국에 배

포되어 서울의 우수

한 전자정부 사례들

을 소개하였다.

- Smart Cities Seoul 

: a case study (ITU 

Technology Watch 

Report)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세계 전자정부 

1위 도시로 선정

ITU 

‘스마트 도시 서울’ 

특집호 발간

※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와

켄트주립대학교(Kent State University)

공동 주최, 2003년부터 격년제로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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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러한 국내외 평가를 바탕으로 세계 전자정부 선도도시로서의 리더쉽

을 발휘하여 2010.9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를 창립하였다.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는 해외도시 72개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서울시는 의장

도시로서 WeGO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사무차장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전담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WeGO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전자정부 

리더쉽 발휘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운영

서울시 전자정부 현황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CIO 제도를 도입, 도시 정보화 사업의 선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정부 조직은 행정1부시장 산하에 정보기획단을  

두고 4개부서와 1개 데이터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95명이 근무하고 있다. 

IT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문화, 관광, 교통, 주택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477종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127개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서울데이터센터에서 서버 973식, 통신장비 272식, 정보

보호시스템 89대 등 시정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행정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지하철 구간을 활용하여 시 36개 주요 기관을 연결한 자가 행정망(e-Seoul 

Net)을 구축하였고, 2011년에는 홈페이지와 와이파이 서비스, CCTV 등 인터넷과  

음성, 영상을 제공하는 대시민용 통신망(u-Seoul Net)을 구축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정부 

조직

전자정부 

인프라   

영등포 

데이터센터 송파 

시청 서소문청사 

교통방송 

소방재난본부 

용산 

남산청사 

서울종합방재센터 

서대문 

은평 

상수도사업본부 

종로 

중구 

마포 

시의회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동 

광진 

동대문 

성동 

강남 

서초 

관악 

구로 

양천 

강서 

금천 

인재개발원 

동작 

강북 

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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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주요 사업

2012년 개방, 공유, 소통의 ‘열린시정 2.0’을 선언하면서, 시의 모든 행정정보를  

한 군데 모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을 추진하였다

2012. 8월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각종 행정정보, 주요자료, 회의내용, 회의영상 등 

정책형성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까지 시의 모든 정보를  

단계적 공개 추진할 계획이다.

2012.5월에는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에서 직접 

활용 가능토록 하는 ‘열린데이터광장’을 오픈하고 시정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

하였다.

교통, 환경, 시설물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약 400여종의 시스템 중 비공개 

대상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시스템을 제외하고 개방 가능한 150종 시스템에 대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2012.3월에는 시 대표 사이트를 CMS(콘텐츠관리시스템)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 직원 누구나 블로그 형식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웹페이지를 

SNS를 통해 유통 전파하고 시민이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개방형·참여형 홈페이

지로 개선한 결과 서울시 일평균 방문자수가 ‘11년 15만명에서 ’13년말 기준 21만명

으로 급증하였다.

사업 내용 ‘13년.9월 현재 ‘14년 ‘15년 ‘16∼‘17년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327종 492개 

업무 공개

350종 

520개업무

370종 

550개업무

400종 

570개업무

사업 내용 ‘13년.9월 현재 ‘14년 비고

데이터 

개방 시스템 

80개 DB 

(투자출연기관 포함시 92개 DB 개방중)
150개

【년도별 개방 목표 (누적수)】

- 2013년도 : 100개 시스템

- 2014년도 : 150개 시스템

▲ 정보소통광장 ▲ 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서울시 전자정부 전략

시민의 작은(Small) 고충까지도 해결하는 큰(Big)데이터‘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통해 구축된 시정의 다양한 데이터를 민간 데이터와 상호 융합하

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3.4월 민간 이동통신사와 데이터 융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를 체결하

고, 통화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분석하여 2013. 7월에  

심야버스 노선(4개노선 6개지점) 최적화에 활용한 바 있으며, 2014.2월까지 노인 

시설 정책지원, 시정 홍보물 맞춤형 서비스 등에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PC에서 모바일로의 환경변화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를 전면 

모바일화하고 행정정보를 공간정보화 하는 등 모바일 중심으

로 전자정부를 재편할 계획이다.

2013.9월 현재 모바일서울(m.seoul) 일평균 방문자수는 18만 

2천명 정도이며,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버스·지하철 정보, 

문화, 취업, 부동산 및 각종 시정정보 등 총11대 분야 6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7월에는 모바일 서울 화면을 대폭 개편하여 시민 입장에

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와 시정 참여·소통 위주로 전면 배

치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전통 

시장, 광장, 주요거리, 관광명소 등 서울시내 185개 지역에  

무료 WiFi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13년에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288

개 지역에 추가로 무료 WiFi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광화문 나눔장터를 시범으로,  

서울시 각종 행사장, 공공장소 등에 스마트폰 무료 충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과학적·혁신적 

新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빅데이터

모바일 중심의 

시정 혁신

서울시는 2013. 6월, ‘정보화기획단’ 명칭을 ‘정보기획단’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보·데이터 중심의 과학적·혁신적인 新도시 정보 

문화 추진에 주력하고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3.11월에는 ‘모바일 중심 시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모바일 기반의 시민 중심 서비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투표 등을 통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민간협력 테스

트베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WeGO(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를 기반의 한 세계도시간 전자정부 교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형 전자정부 도입을 필요로 하는 도시로 진출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하여 WeGO는 2011년 월드뱅크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 ‘도

시 전자정부 자가진단 툴킷(Toolkit)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WeGO 회원도시

는 제공된 툴킷을 활용하여 단계적·중장기적으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저명한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 기업들과 함께 서울형 전자정부

를 세계 속에 선보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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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알아보는 서울시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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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서울을 만나다, ‘모바일서울’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제35대 서울특별

시장 온라인 취임식”은 실시간으로 총 74,323명, VOD를 통해서 약 80만명 이상이 

시청하였으며,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모바일서울에서 생중계하였다.

이후 모바일 방송을 본격 도입하여 “라이브서울” 메뉴를 만들어 2012년 5월부터  

시장과 시민의 현장 만남(현장시장실, 청책 토론회 등), 시정 활동(시의회, 실국 

장회의 등) 및 주요 행사(하이서울페스티벌2013 등)를 방송 편성표에 의해 생중 

계 및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취임식을 

스마트폰으로 중계 

(2011.11.16)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2013년 9월 3,7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

의 PC에 접속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얻는 모바일서비스

가 보편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휴대폰•스마트폰을 통해 시민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버스•지하철 도착

정보, 문화, 취업, 부동산 및 각종 시정정보 등 총11대 분야 60개 서비스를 스마트폰 

화면에 맞도록 최적화시켜 대표 포털 모바일서울(m.seoul.go.kr)로 제공하고 있다.

▲ 온라인 취임식(‘11.11.16) ▲ 모바일서울 메인화면 ▲ 라이브서울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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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를 식별하여 주변

정보(서울WiFi, 장애인편의시설, 무인민원발급기, 화장실, 건설현장 등)를 지도상

에서 알려주는 “내주변정보” 서비스를 개설하였다. 보통 민간 위치기반서비스는  

맛집, 은행 등이 대부분이나, 모바일서울은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정보를 활용

하여 구축하였다.

5월에는 “모바일 시장실”을 대폭 개편하여 시민 원순씨, 시장 원순씨, 함께 만드는 

원순씨 세부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최신 트랜드인 큐레이션을 도입하여 최근 소식

을 Time Line 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시장실” 이용실적은 개편 

전보다 123% 이상 접속 증가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모바일서울에 접속하지 않고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시정 콘텐츠를 개방·공유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노력

을 통해 시민 이용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9월 현재 1일 방문자수 182,114명

으로 지난해보다 10%나 증가하였다. 

2013년 

지속적 개선으로

랭키닷컴 공공 3위, 

1일 18만명 방문 등 

시민 이용 증가

▲  랭키닷컴 제공, 전국 공공기관 모바일사이트 중 3위 
 (1위 기상청)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서비스 활성

화를 위해 개최한 “우수 공공 서비스 공모전”에서  모바일서울

이 모바일웹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을 수상하였다. 공공 모바일포털로 많은 서비스들을 한곳에서 

모아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시 모바일서비스의 우수성이 대내

외적으로 입증되어, 각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우수 공공모바일

서비스 공모전’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12.10.31)

모바일서울 화면을 대폭 개편하여 시민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와 시정 참여·소통 위주로 전면 배치하였다.  

서울시 휘장을 응용하여 정체성을 살린 심플하고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마치 공공 특유의 딱딱한 느낌이 아닌 전문 디자인회사의 모바일 홈페이지처럼  

세련된 첫 화면에 대부분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공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로그인 및 마일리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시정 콘텐츠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11월말 ‘m.seoul.go.kr’을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란에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울앱’을 배포하였다.

메인화면 전면 개편, 

11월 앱 배포 등 

시민 공감형 모바일 

포털로 거듭나

모바일서울(m.seoul.go.kr)

▲ 모바일 시장실(‘13.5) ▲ 메인화면 - 변경전 ▲ 메인화면 -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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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 mVoting

“10명중 9명은 눈앞에 PC가 있어도 스마트폰을 찾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민들은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소비하고,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정의 비전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은 어떻게 만들

어져야 할까?

시정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서울의 진정한 주인이고, 시민이 시정운영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의 지위

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시민중심”의 “소통”과 “신뢰”를 기조로 하고 있다.

소통을 통한 공감, 결과보다는 투명한 절차를 시민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mVoting(가칭)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모두 반영한다.

즉, 모바일 시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방법을, 투명한 절차를, 시민말씀(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을 실행 중일 때, 정책을 평가하고자 할 때, 시정 전 분야에 

활용

市가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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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목소리를 모으고, 걸러서, 시 정책에 직접반영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     

(예 : 시민이 발제하여, 우리 동네 횡단보도 위치변경에 대해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이 시민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다.) 

mVoting은 서비스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mVoting 시스템은 시스템의 “모습”을 결정하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과 관련 전문

가들이 참여하여, mVoting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노조, 법조계, 언론계, 학계, 개발자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mVoting 추진

전략위원회」에서 사업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과제 도출하였다. 

市가 

정책 현장에서 

시민이 

시민에게 , 

▲ 1000명 현장시민 1인1표 ▲ 최종 정책결정▲ 수작업과 모바일투표

반복 투표

▶ ▶

mVoting 

추진전략 위원회 

개최(4.8) 



○ 역 할 : 시민관점에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시스템 개발 사업에 반영 

○ 구 성 :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시민, 담당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

○ 일 정 : 매주 목요일(15:00 ~18:00)

市는 정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하게 투표대상 표본을 설정 

할 수 있다.

시민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참여(7.4~9.25)

mVoting 

시스템은 

다양한 표본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투표대상 투표대상 특정방법

전  체 •App을 설치한 모든 사람을 대상

특정인

•별도명단(엑셀/전화번호부)

•DB추출(성별, 나이, 지역, SNS)

•시민의 거주 지역(구/동)     ※ 고정개념

•시민의 현재위치(GPS)       ※ 유동개념

•정책 현장투표(명단/GPS/QR Code)  

•비공개(투표목록 번호와 비밀번호)

※ 투표대상을 특정 할 여건이 안 될 때, 즉석에서 활용 (일명 : 즉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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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있는 시민은 앱(App)을 설치하여, 다양한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스마

트폰이 없는 경우는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市 주요정책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다. 

mVoting시스템은 

市의 주요정책에 

대 시민 참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있음
App 설치 Push 알림, SNS 공유, SMS(URL), 홍보물 QR

App 미설치 (※ 모바일 웹) SNS 공유, SMS(URL) 전파 등으로 쉽게 App 설치

스마트 폰 없음 PC 홈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가 관공서 스타일을 벗어던지고 ‘블로그’ 형태로 개편되면서 보다 

많은 정보 개방과 시민 참여의 장(場)으로 새롭게 변모하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공공기관 처음으로 시도하는 혁신이었으며,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적극적인 시민의 관심으로 개편 후 서울시 방문자수가 ‘11년 15만명에서  

’13년말 기준 22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정보의 공유•개방으로 민간 검색을 통한 이용자 유입률이 ‘11년 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의 수요로 인해  ‘Seoul Web Conference 2012’를 개최하는 등 웹 분야에서 전자

정부 리더쉽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내용은 

○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뉴구조 및 콘텐츠의 중복, 유사분야를 통·

폐합하고, 주요 정책이슈를 표출할 수 있도 록 상단에 핫뉴스 존 신설

○  블로그형 포스팅형을 적용하여 12개 분야정보의 섹션사이트에서 등록한 최신정

보가 새소식으로 표출

○  시정 홈페이지를 12개 분야 섹션사이트로 분류하여 전 시정 홈페이지 정보가  

분야별 정보메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성

     -  최신정보 등록배포가 용이한 포스팅 방식, RSS·SNS연계, Xhtml형식 및  

소셜댓글 적용

     - PC뿐 아니라 모바일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버전 동시 오픈

○  홈페이지 구조를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방·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변환·적용

개방·참여형 

홈페이지로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화면구성은 시민에게 친근하고 익숙하게 

구조는 과감히 개방·공유형으로 혁신,

콘텐츠는 시민과 함께 채워나가는 홈페이지 

▼

•이용시민의 경험을 고려하여 

   현행 홈페이지를 간결하게 구성

•기존 정적구조에 블로그 포스팅 방식을 가미 

   재미있고 역동적인 정보 제공

•PC·모바일에서 공동활용, SNS연계 등

   공유·전파가 편리하게 구현

•단계적·점진적 개편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홈페이지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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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9개에 육박하는 시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실·본부·국 홈페이지 등 

시민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사이트는 과감히 통폐합 추진

기존 홈페이지가 일정한 틀에 맞춰 각 콘텐츠별로 들어가야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면, 개편된 홈페이지는 최신 정보와 이야기글 등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日誌) 형식으로 제작돼 누구나 최신 정보를 쉽게 확인

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고, 전파를 통한 공유가 가능해졌다. 

<블로그>는 ‘웹(web)’과 여행일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로그(log)’의 합성어로  

네티즌들이 게시판 형식의 미니 홈페이지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이나 일기, 기사 따위를 올리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그동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

적으로 공지하는 식이었다면, 이젠 정책 수립과정부터 숨어있는 재미있는 스토리

까지 홈페이지에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정책 수립과정과 변화된 정보들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시정의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개방·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콘텐츠 플랫폼 구성도

2012.1월
▶

2013.10월

211개 137개

•통·폐합 검토기간 : 2011.12 ~ 2012.1

•대상 : 155개 사이트(월방문수 3만 미만, 사업종료된 사이트 등)

•기준 : 사이트 필요성, 이용률, 콘텐츠 갱신주기, 관리상태 등

•결과 : 83개 사이트 통합(72개) 및 폐기(11개)



민간포털사이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검색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전파하고 소셜댓글로 참여하며, 

저작물 허용(CCL, Creative Commons License)으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을 구현’ 한다는 시정 철학이 담겨 있다. 

○  랭키닷컴(www.rankey.com, ‘13. 10월말 기준) 전체 119위(전년 대비 93위↑),  

정치/행정 분야 4위(전년대비 8위 ↑), 지방자치 분야 1위

※  정치/행정 1~10위 : 인터넷우체국,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서울 

특별시, 코레일, 기상청, 대법원, 국세청홈택스,  민원24,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근 5년간 이용실적

시민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참여(7.4~9.25)

 (단위 : 명, ‘13.10월말 기준)

일일 방문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시 홈페이지 131,217 134,077 156,592 132,136 218,322

메인 홈페이지 49,147 46,060 43,521 33,552 7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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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

시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는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행

정기관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목록을 법령으로 정하여 행정기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시민이 ‘요구하는’ 경우  

검토·심의를 거쳐 ‘공개’해 주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2년에 열린시정2.0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를 선언하고 그동안 내부 정보로만 취급하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던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2. 8월에 시의 모든 행정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정보소통광장’

이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구축하고,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시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시정의 동반자이자 주인인 시민에게 모든  

행정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보소통광장은 각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흩어진 행정정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제공해 주는 한편,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는 시정정보들, 예를들면, 위원회 

회의록, 간부회의 동영상 자료, 타당성 조사 자료 등 정책 형성과정에 있는 비정형 

자료들도 공개하고 있다.

오픈당시 정보소통광장에는 행정정보 공표 64종, 정책실명제 407종 및 시 산하  

16개 기관,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 공개 사이트를 연계하였고, 시 정책과정 위원

회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였다. 

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되는 

행정정보 현황



일관성 있는 

행정정보 공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열린시정2.0’의 

핵심 정보소통광장, 

행정정보 공개는 

앞으로 계속 진행

2012년 10월에는 「열린

시정 2.0」정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국  

산하에 전담부서인 ‘정보

공개정책과’를 설치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정보공개정책과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조직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개·공유를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新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물결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한 ‘열

린시정 2.0’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소통광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정

보 공개는 정부3.0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

열린시정 2.0은 그간 뿌리 깊은 「관 주도, 

공무원 소유」라는 정보의 패러다임을 「시

민중심, 시민주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다. 행정정보가 공개·공유돼 시민과의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그러한 소통 하에서만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14년에는 국장이상 결재문서, ’15년에는 과장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하는 등 시의 모든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계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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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공공 데이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개, 공유, 참여를 핵심 가치로 하는 열린시정 2.0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공데

이터 개방이다.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양적 증가는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

한 공공자산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양한 정보,서비

스를 민간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방 창구인「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

data.seoul.go.kr)」을  2012.5.21일 개설하여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 

매년 공공데이터 개방 비율을 높여서 2014년까지 개방 가능한 150개의 정보시스템

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2013.10월 기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92개 시스템(DB) 1,095종의  

데이터세트를 Sheet, Map, File 및 OpenAPI 등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고  

있으며, 시민이나 기관에서 일 평균 12만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시스템 Flow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 Sheet ▲ Chart ▲ Map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행사 

참석(및 후원) 그리고 

시민이 만드는 서비스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유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오픈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캠프(해커톤) 

및 앱 캠프, 웹 컨퍼런스 등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의 결과물로 다양한 앱이 개발되었으며,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앱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을 모니터 하는 앱을 개발하여 시정의 투명성

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양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앱 : 서울시 재정 데이터 활용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개발한 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이 만든 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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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데이터

현재 개방된 정보는 버스 실시간 위치 및 도착정보, 지역별 대기 환경 상황 정보, 

지리정보 기반 1만개 지점의 유동인구 통계 정보, 서울의 공원 정보, 문화 공연· 

행사 정보, 보육정보 등 1,095종이며, 주요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2013년을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확대의 원년도로 삼고, 데이터 개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타 공공데이터 제공 포털과의 활성화와 차별화

를 위해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① 17개 투자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 개방확대

2013. 2월부터 투자출연기관의 데이터를 열린데이터 광장 사이트에 개방하여 시민

들에게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자치구의 독립된 개방 사이트 구축을 

위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  금연구역 정보 : 서울시·자치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위치정보와 더불어 

면적, 과태료 부과시작일 및 금액

-  공공 WiFi 위치 정보 : 공공 WiFi 구축과 관련 시민들이 무료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위치 제공

-  대기환경 정보 :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

가스 측정 수치 정보

- 지하철 정보 : 지하철역별 열차 시간표 정보 

- 재정정보 : 일자별·사업별 계약 및 예산 집행 현황정보

-  카탈로그 서비스 : 서울시 공공 데이터 개방 목록에 더해 안전행정부의 공

유자원포탈 API 서비스 목록을 통합 제공

주요 데이터 제공정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향후계획



② 오픈데이터에서 링크드 데이터(Linked Open Data)로 진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공개되는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정보를 외부 데이터(위키피디아 등)와 의미적 연결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를 위해 지난해에 서울시 문화시설정보와 문화재청의 문화

재 정보, 안전행정부의 행정구역정보를 대상으로 링크드 데이터 시범사업을 수행

하였으며, 2013. 4월부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Linked Data 베타 서비스(lod.seoul.

go.kr)를 운영하고 있다. 

③ Data Visualization 서비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직관적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이 관심이 많고 의미 파악이 용이한 데이터 1~2종

을 선정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시각화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Linked Data Beta 서비스 화면 (lo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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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신행정 구현

세계 전자정부 흐름은 정보시스템 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많은  

해외도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데이터 활용 정책에 주력하면서 빅데이터

에 높은 관심과 열기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 시카고의 범죄현황 분석, 위험지역 경찰배치로 범죄 억제 효과 등 선진국은 

이미 데이터의 창의적 활용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융합· 

분석으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민간은 정부의 직접적 서비스 보다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요구 

하면서 사회적으로 빅데이터 공유 및 확산 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총 489개 시스템, 약 45TB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산콜센터 상담정보, 대기질 관측정보, 상수도 유량감시정보, 내부행정 

정보 등 하루에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바, 시정전반의 현안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대응과 미래 변화를 예측

빅데이터 개념

▲ 서울시 생성 주요 데이터 ▲ 서울시의 풀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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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과학적 시정 토대 마련

민간·공공 빅데이터 

융합분석 혁신사례로 

‘심야버스

 노선정책 수립’

서울시는 2013.4월,

1단계(2013년)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 및 실효성 검증

2단계(2014년)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도입

3단계(2015년) 빅데이터 분석 기반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행정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의사 결정

지원과 시민과의 공유·소통 중심의 초협력 추구를 목표로한 ‘서울시 초협력 전자

정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8월에는 민·관 빅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심야버스  

노선수립정책을 지원함으로서 빅데이터가 앞으로 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심야버스 노선수립에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과정은

첫 번째, 서울시 전역을 지름 1Km의 1,252개 구역(셀)으로 나눠 0시부터 5시까지 

의 약 30억건의 휴대폰 통화량 통계데이터에 대해 유동인구 밀집도 분석과 시각 

화 작업을 하였다. 두 번째, 이렇게 시각화된 유동인구를 노선별, 요일별로 패턴을 

분석하여 심야버스 노선을 최적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유동인구 데이터를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을 산출한 뒤 이를 선굵기로 표현하여 요일별 배차간격 조정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심야버스 노선은 시민들의 요구사항, 버스사업자 의견 등을 바탕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부도심 등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고,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노선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

하도록 노선이 설계되었으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서울시는 2013.4월 휴대폰 통화량 데이터와 서울시 교통데이터를 융합·분석한  

빅데이터를  ’심야버스 노선수립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KT와 빅데이터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울시 역할

 -  결과검증 및 정책지원, 협력

모델 발굴

• KT 역할

-  협력모델 발굴, 타당성 검증,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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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 추진

2013년 하반기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에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열의가 넘치는 정보통신, 통계, 산업

공학, 경영/경제 분야 미취업 청년들을 선정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경

험을 해온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있어 실질

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큐레이션” 초기단계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최초로 전문가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시정과제를 발굴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직무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최적으로 구축하고 

분석 및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는 “빅데이터 큐레이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에서 ‘질’ 높은 정보를 선별해 발

굴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터”가 핵심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지도하에 전문지식과 직무경

험을 축적시키고, 서울시 전략수립 및 신규사업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

를 발굴하기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사례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

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사례이다. 대외적으로는,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제30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에서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 수립 방안 연구 

- 서울시 심야버스 추진사례」를 주제로 민·관융합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 노선 최

적지 수립과정 등을 발표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사업 수행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심야버스 노선수립에 활용했던 통화량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소비, 공공시설물 정보 등의 다양한 민·관 데이터를 융합·분석하

여 시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 등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입지분석 및 평가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

이며, 시정 홍보물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의 Micro Targeting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카드소비패턴정보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 

관광최적코스 개발(국적별로도 가능)하고 야간 패턴 분석을 통해 숙박지 정책지원 

등 관광마케팅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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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털을 

통한 소통 및 

협업의 발돋움

서울 위키의 정보 공동제작 기능을 통해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에 위키 정보를 연계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와 소통에 기여하였다.

행정포털은 행정시스템의 연계 및 단순 전달 기능의 컨셉에서 서울 시정 업무처리

를 지원·협업·소통하는 기반 시스템으로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행정포털에 개인홈을 구축하여, 타임라인형 소통글을 통해 관심직원 또는 그룹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알림(Feeding) 서비스를 통해 사용

자가 업무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정보가 사용자를 찾아오는 서비스로 구현하

였다.

텍스트 위주의 행정포털 게시판이 이미지, 동영상, 설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발전하였고, 개인게시판을 통해 그룹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행정포털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소통과 협업 기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행정포털 개편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행정

중요성이 대두

내부 직원과 시민과의 소통 도구로 소셜네트워크 영향력이 확대되고, Wiki와  

같은 집단지성을 통한 창의적 업무방식이 확산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협업

을 접목한 지식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게시판을 통한 단방향 정보전달과, 공동 작업을 위한 협업기반 업무 환경 

부재, 타 시스템(업무)의 링크 역할을 하고 있던 행정포털 시스템을,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정보가 축적 공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

고 있다.

1단계로 서울 위키 서비스를 구축하여 2013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를 생산하였고, 

행정포털 개선을 위한 ISP를 통해 행정포털 개선 과제 및 미래모형을 설계하였다.

2단계로 ISP결과로 도출된 우선추진 과제들을 구축하여, 양방향/참여적/SNS를  

통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전달, 협업공간 마련, 컨텐츠  

활용 및 공개가 가능한 소통과 협업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포털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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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행복몽땅프로젝트

(행사), 서울톡톡(뉴스) 

등을 지도에서 시민이 

즉시에 확인한다

2012년 말부터 장애인편의시설, 뉴타운/재개발 현황, 서울WiFi 등 서울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시 현황자료를 쉽고 빠르게 지도에 표출하고 스마트폰으로 위치정

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네이버 지도 위에서 표출하여 보다 시민

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여름, 12개 한강공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행복몽땅프로젝트에도  

추가 예산없이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시하여 넓은 한강공원에서 쉽고 다양

한 행사와 장소를 시민에게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이나 어린이가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도 함께 제공함으로서 여름철 이벤트 소식을 알차게 제공할 수 있었다. 

2013년 여름에 이어 가을에도 ‘서울 단풍길’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지도 위에 서울시정이 펼쳐집니다.‘서울형 지도태깅’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의 80%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이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면, 시 직원간, 시민과의 의사소통이 편리해 진다는 것이다. 가령, 

텍스트 위주의 뉴타운/재개발 현황정보를 지도에 표현하면 생소한 장소에 대하여

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이 급증하고 있고, 지도와 위치를 이용한 앱(App)은 전체 앱의 

74%에 달할 정도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매우 친숙한 생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간정보가 시정 전반에 활용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1천만 인구가 생활하는 서울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2012년말부터 비공간정보를 지도에 표현하는 ’서울형 

지도태깅‘ 서비스를 행정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모바일 공간정보분야별 활용도 예상 순위 조사(공공분야) ▲  공공부문 모바일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필요도 조사

▲ 지도와 함께 하는 행정정보
(스마트서울맵 앱(App) 서비스)

▲ 행복몽땅프로젝트 위치안내
(여의도 캠핑장)

▲ 행복몽땅프로젝트 상세 안내
(여의도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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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같은 엑셀로 된 현황자료 뿐 아니라 서울톡톡 기사와 같은 홈페이지 

콘텐츠를 등록할 때 위치정보를 함께 입력하여 지도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

은 바로 시정소식과 위치(장소)를 함께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형 지도태깅 기능은 2013년 12월 업데이트될 ‘스마트서울맵’

에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며 시민이 자유로운 주제로 제안을 하고 해당 주제에 맞는 

콘텐츠도 시민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수요가 높은 지도태깅 콘텐츠(행정정보, 시민참여정보)는 Open API로 민간

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직접 서비스도 가능하여 향후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이나  

학계의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산학연관 공간정보 비즈니스 협력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본격 추진

24종 48,000건의 

지도태깅된 행정정보는 

시민, 학계, 민간으로 

활용분야 확대 예정

서울톡톡 메인화면 지도태깅 BI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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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모델링 

구축 추진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역사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사업을 2013.5월부터 착수하였다.

총 112개소로 지하철역사 60개소, 공공건물 50개동, 지하상가 2개소에 구축 진행

하고 있다.

3차원 실내공간지도 서비스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실내생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간

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복잡한 공간에서의 길 찾기 등 공간정보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내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가 이

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시민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실외공간에 대해서는 위치찾기 및 지도서비스를 

접하고 있으나 복잡한 실내에서는 위치서비스가 없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체 생활의 80%이상이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짐

(미국 환경청보고서)

▲ 실외공간정보 ▲ 실내공간정보 없음

서울시에서는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하

고자 추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3차원 실내공간지도 시범 서비스는 기술협력사인 ㈜버츄얼빌더스에서 웹서비스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서비스에 앞서 여러 차례 전략회의도 진행하였다.

또한, 시범서비스 지역 선정을 위해 데이터 구축 관리기관(13개 기관)과 사전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구축성과와 사전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2013.9.3일 전국 최초 웹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시범서비스에는 지하철역사 3개소와 공공건물 3개소 총 6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전국최초로 실시하는 3차원 실내공간지도 서비스에 대해 각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며, 지상파 방송인 MBC와 KBS에서 방송하였고 그 외 신문, 인터넷 언론사 

17개사에서 관련기사를 보도하였다.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사업을 지하철 전 역사 및 공공건축물로 확대하고, 향후에

는 신규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Indoor GIS 플랫폼 개발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일반시

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축된 데이터들은 Open API 통해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용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내 측위 적용 모바일 안내 및 위치추적 

서비스, 실내 길 안내 서비스, 주요 문화·관광시설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

를 개발 서비스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3차원 실내공간지도 

시범 서비스 실시

3차원  

실내공간 서비스 및 

비전

▲ 공공건축 모델링 ▲ 지하철역사 모델링 ▲ 시범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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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살아있는 내 폰 ‘IT 천국 서울’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그동

안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모바일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지난 3월 실시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IT편의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1위는 무료 

WiFi, 2위는인터넷 검색, 3위는 무료 충전서비스이며, IT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공기관, 행사장 등으로 시민들의 모바일 이용 편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공공앱&웹에 접근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하여 시민이 스마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IT천국 서울 만들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

04
1)무료 WiFi 

2)인터넷검색 

3)모바일충전

▲ 가장 원하는 IT서비스

1)대중교통수단

2)공공기관, 병원

3)명동 등 도심

▲ IT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1.6월 이동통신 3社

(SKT, KT, LGU+)와 무료 WiFi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2011년 서울광장, 명동, 청계천 등 주요거리 36개 지역(117AP)에 이동통신사와 공동

으로 공공 WiFi를 설치하였고, 서울시 청사, 시립미술관 등 공공기관 12지역(210AP)

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자체 최초로 시민들을 위한 무료WiFi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WiFi 엠블럼을 제작하고 설치 운영중인 장비 및 서비스 장소에 부착하였으며, 

스마트 서울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 WiFi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무료 WiF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12년에는 공원, 광장, 공공건물 등 149개 지역(730AP)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지자체 최초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있으며, 2013년에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288지역(861AP)에 설치 중에 있어 전통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MOU를 통한 무료 WiFi설치로 년간 구축비 18억원을 절감하였고, 시민 통신비 절감

액이 24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주요거리, 관광명소, 전통시장, 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더 많은 장소에서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통신복지를 향상하고, 보편적 

정보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시를 세계 최고의 WiFi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모바일 충전을 ‘공공 서비스’로 인식

하고, 2013.4월부터 광화문 재활용 나눔장터, 광화

문 차없는 날 행사 등에서 모바일 무료 충전서비

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무료 충전서비스는 시중 출시된 충전 제품 

중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방식

을 채택하였으며, 시범서비스 결과 시민들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어서, 높은 만족도(만족 99%, 불만

족 1%)를 나타내었다.

한강 뚝섬 수영장, 여의도·뚝섬 캠핑장을 시작으로 서울 문화의 밤, 인쇄문화축제, 

청책토론회 등 서울시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모바일 무료 충전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573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모바일 활용시간을 11,579시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민 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공원, 서울시신청사, 시티투어버스 등 공공시설

에 설치하고, 지역희망박람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행사장에도 확대 운영 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료 충전 서비스 

인프라 조성

51 52

구축현황
<단위:지역>  

구 분 계 주요거리 전통시장 광장 공원 문화.관광 공공기관 복지회관·도서관 등

계 473 95 106 18 135 16 40 63

2011 36 17 7 12

2012 149 43 9 12 52 12 21

2013 288 35 97 6 76 4 7 63

▲ 엠블럼

▲ 위치정보제공(설치지역) ▲ 위치정보제공(사진)



서울앱창업센터는 모바일 앱 산업분야의 창업보육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식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성수IT종합센터 2층에 2011년 5월 개소하였다.

앱산업분야 

창업보육을 위한 

서울앱창업센터 

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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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창업의 꿈을 키운다, 서울앱창업센터, 앱페스티벌

국내 열악한 창업 환경속에서도 제2의 애니팡·카카오톡을 꿈꾸며 열정을 불태우

고 있는 많은 청년 앱개발자들이 있다.

서울시는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한 앱개발자들이 개발

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발공간,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서울앱창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서울앱창업센터 실내 조감도

▲ 입주앱개발자 개발 모습

센터개요

- 개    소 : 2011. 5. 23(성수동277-43 성수IT종합센터 2층)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3:00,  주말 09:00 ~ 18:00

- 센터구성 : 센터 314㎡(약95평), 교육장 112㎡(약29평, 36인용)

   •주요시설 : 개발실 7실(3인 1실, 4인 5실, 5인 1실), 테스트베드 10석   

- 테스트장비 : 테스트장비 : 7종 134대, 무선시험환경 1식

 

- 주요사업 

- 입주 앱개발자 공개모집(연2회)을 통한 앱개발·창업 지원

   •모집 수  : 앱개발자 7개팀 

   •지원내역 :  입주 개발실 제공(6개월), 창업·개발관련 멘토, 컨설팅, 개발

환경(테스트 기기, 회의실)제공

- 민관 협력을 통한 앱개발자 양성 교육시행 : 연간 720명

- 테스트베드실 운영을 통한 1인창조기업 지원

- 서울시 앱페스티벌, 앱개발경진대회, 앱공모전 지원 

구  분 스마트폰 테블릿PC 서버 노트북 스마트TV 모니터 I-Pod

수  량 57대 23대 3대 21대 6대 23대 1

▲ 서울앱창업센터



서울앱창업센터는 앱개발자들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대에서부터 앱

테스트 장비, 필요한 서적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경영, 창업지원, 세무, 노무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고,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앱페스티벌 

행사시 전시부스 운영 등 앱창업센터 입주기업이 만든앱을 홍보 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함께 입주해 있는 멤버들과 먼저 창업한 선배 

입주자들이 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개소 후 현재까지 5기에 걸쳐 38개팀이 입주하여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11개팀이 창업에 성공하고, 취업 68명, 앱등록 26건, 특허출원  

6건, 상표등록 4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는 앱개발 산업을 서울형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시민과 앱개발자들을 위한 앱축제인 서울앱페스티벌, 1박 2일 앱개발캠프 개최 

▲ 서울시 보유 교통·문화·시정정보 등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앱 개

발 공모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현재 서울앱창업센터의 입주개발

공간 확충을 위한 제2서울앱창업센터 구축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앱창업센터는 단순 개발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외부기관들과 연계 등

을 통해 창업지원체계를 다각화 하여 창업부터 지속성장에 이르는 전주기형(全週

期型)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13 서울앱페스티벌>은 행사주제와 관련된 최신 트랜드  

6개 분야에 대해 저명인사들의 강연과 <1박2일앱개발자캠프> 결선, 앱시연 전시부

스 운영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교류의 장과 모바일 앱생태계 변화의 발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전 행사에서는 미래학자 IT융합연구소장 정지훈 박사의 ‘미래앱은 어떻게 발전

할것인가?’ 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우리 실생활과 융합될 새로운 미래

앱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1박2일앱개발자캠프>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수상한 

최선미 시민대표의 ‘시민이 생각하는 앱세상’, 「우키는사람들」 백욱희 대표의 앱활

용의 달인이 말하는 ‘PC에게는 조금 미안한 스마트 앱활용 이야기’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앱창업센터 구축 

및 전주기형(全週期型) 

창업지원체계 

구축 예정

미리 만나보는 

미래 앱세상 

‘2013 

서울앱페스티벌’

개발공간 무상임대, 

전문 앱개발사의 

멘토링 등 창업부터 

마케팅까지 집중지원

개소 후 38개팀 

139명 입주혜택 

창업11개팀 

취업 78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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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털 투자 설명회 개최 ▲ 앱페스티벌 앱창업센터 홍보부스

 구  분
입주지원

교육  창업 취업 앱등록 테스트베드 장비대여
팀수 인원수

‘11년 14 52 948 3 1 5 304 576

‘12년 14 62 1,017 6 37 11 619 2,579

‘13년 7 25 370 2 30 10 851 3488

누  계 38 139 2,335 11 68 26 1,774 6,643



 오후에는 지난 7.6~7,7 1박2일 동안 열렸던 <1박2일앱개발자캠프> 경진대회 결선

진출 10개팀에 대한 최종 결승전이 개최되었으며, 개발된 앱들은 시민에게 공개되

었고 입상팀에게는 개발지원금, 서울앱창업센터 입주 등 혜택이 주어졌다.

결선에 진출한 앱을 보면 서울시의 공공DB를 활용한 ‘서울시 문화공연정보 쉽게 

찾기’, ‘스포츠 경기장 예약’, ‘출근길 대중교통 서포트’, ‘남은음식 요리하기’ 등 실생

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되었으며, 현장시연과 PT발표를 한 후 심사위원

들과, 청중평가단 200

명을 통해 평가를 하였

다. 또한 행사 전시장 

부스에 전시 되어 직접 

시연과 실행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만든 1박2일앱개발자

캠프 개발앱 

시민들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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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사장인 서울시립대 대강당 로비와 주변 무대에는 최신 앱과 인식장치,  

3차원 실내 공간정보, 서울앱창업센터와 1박2일앱개발자캠프 결선진출자들 앱 등 

최신 앱과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부스를 운영하였다. 

최신 모바일 

융복합 앱과 기기 등 

다양한 체험 

전시 부스 존 운영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사랑의 PC보급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이나, 일반인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활용 능력은 

‘11년 58.2%, ’12년 59.9%으로 50%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 2012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역량 및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사회 적응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IT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정보통

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시 및 스마트 기술 활용교육 강화,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 등 있다. 

종합격차지수

* 전체국민 수준을 100으로 가정
  취약계층 74.0%(격차지수)

가구PC 보유율

* 전체국민 가구PC 보유율 82.3%
  취약계층 PC보유율 68.7%

인터넷 이용률

 * 전체국민 인터넷 이용률 78.4%
  취약계층 이용률 46.8%

인터넷중독률

 * 2010년 까지: 만9세~39세
  2012년: 7.2%(만5세~49세)

* 스마트폰 중독률 : 11.1%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www.ITstat.go.kr, 2013년)

정보격차관련  주요 사회지표

정보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2012년 기준으로 407천명이며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90천명이나 된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정보통신보조기기란 사회참여의 수단이자 정보접근의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대부분이 고가 장비로 장애인의 자력구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구매비용의 80%∼90%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과 정보문화 생활 영유를 돕고 있다. 2012년 705대를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급대수 확대를 위한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3개 취약계층에 집중,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등에서부터 스마트기기, UCC, 

동영상 편집에 이르기까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새로운 정보환경에 맞도록 SNS 등 소셜미디어 교육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정보화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한해 총 정보화교육기관 36개 기관을 선정하여 16,371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 사업비 진행의 적정성, 교육실적 관리 등 정보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시는 연간 2회(5월, 10월)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 중 7.2%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바른 인터넷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상담·홍보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유관기관(미래창조과학부) 및 민간단체 10개 기관과 협력사업

을 통해 2012년 105,340명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상담활동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등 신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 등 인식제고 사업뿐만 아니라  

대안활동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중독예방교육 등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을 할 수 있도

록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는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력, 서비스 활용능력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정보소외 계층에게는 모바일기기 보유 

비율이 낮고, 디지털 기기 조작에 익숙지 않아 정보의 혜택을 함께 할 수 없는 어려

움이 있다.

서울시는 복지관 등에서 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서울시 평생학습종합포털(http://sll.seoul.go.kr)사이트를 이용한 무료 사이버교육

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의 구민정보화교육과 연계하여 자치구별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시민에게 스마트기기 

체험·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민간기업(KT), 교육청 등과 함께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 기술 

활용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향상은 물론 건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을 무료

로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PC를 필요로 하는 정보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민간 기업에서 수집한 중고 PC를  

정비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PC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의PC는  

보급 후에도 1년간 무상 A/S를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PC 보급 사업은 매년 3,000대 이상을 보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IT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보급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총 1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고 PC 수집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보급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랑의PC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차년도 보급 사업에 반영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소외계층 

스마트 기술 

활용교육 강화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시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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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활용한 의사소통 실현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 시각장애자 독서활동 



서울시 전자정부의 심장 ‘데이터센터’

정보사회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특수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거의 모든 정보시스

템을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데이터센터는 서울시 전자정부의 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데이터센터에는 서버 500여대(물리적인 H/W 기준, 가상화서버 등 논

리적인 서버 기준으로는 800여대), 자료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60여대 등 전산장비

가 700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통신망 및 망 운영장비, 해킹과 같은 외부로

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장비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과 항

온항습·공조 등의 시설장비 400여대를 포함하여 총 1,400여대의 장비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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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과거 업무시스템별로 독자 구

축,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운영을 데이

터센터로 일원화하도록 행정절차를 개

선하였다. 또한 여러 업무시스템이 정

보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

화, 블레이드 등 통합기술을 적용한 시

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저전력·고효율의 친환경적인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자원 공동활용은 물론 자원 운용의 확장성 확보, 에너지 절감 등 

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효과를 거두었다.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 향상



스마트폰 등 첨단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PC 중심의 정보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으로 다양화되어 인터넷만 있으면 시간·장소·단말기 종류

에 대한 제약 없이 동일한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서도 스마트사회에서의 시민 행정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클라우드 서비스

로 구현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

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2013년 하반기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중이며, 진단결과를 바탕

으로 정보기술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기

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운영환경 구축, 문제점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진단결과로 수립된 데이터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

스템 운영역량 강화와 함께 정보자원 공동활용, 에너지 절감 등 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친환

경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센터를 저전력·고효율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감축

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원전하나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차원에서도 전산 장비와 관련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기존 수동으로 제어하고 있는 항온항습기 및 공조시설의 제어를 자동

화하여 전력누수 최소화 및 전력사용효율지수(PUE) 개선, 서버의 전력관리기능을  

활용한 절전 및 전력사용량 제어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시스템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 향상

데이터센터의 

정보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추진

에너지절감형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지속 추진

▲ 열풍 차단용 이동식 칸막이 설치 ▲ 냉복도 집중공조 시스템 구축

▲ 열복도/냉복도 구분 서버랙 재배치 ▲ 공조그릴 재배치 및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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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사전협의 · 조정’을 통한 정보화사업관리 품질강화

2001년도부터 

IT사업 추진 

절차 제도화, 

사업부서 정보기획단과 

사전협의 후 

사업추진 가능

최신 정보화관련 

법규·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등 현행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2001.3.20)을 제정함으로

써 서울시 IT사업은 사업부서의 개별적·산발적 추진이 아닌 정보기획단과 사전협

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기획단에 사업계획수립부터 발주, 

감리등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추진해야 하고, 정보기획단(IT투자심사팀)은 예산타

당성 심사 및 중복성 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총괄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가수발주제도개선방안, 공생발전형 SW생태계구축전략, SW산업진흥

법 개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시장 참여제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강화, 

SW요구사항 명확화, 공공SW사업 감시감독),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등 IT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보화 및 계약관련 법규,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울시 「정보화

사업관리지침(2007.1)」,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2011.6)을 현행화하

여 변화된 정보화제도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시 단계별 추진해야 할 근거 및 절차

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일관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투명한 계약체결과 품질 높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포털에 IT사업게시판을 통해 최신의 정보화사업 법령 및 지침을 게시하고 

있으며, 사전 제안요청서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강화된 공공S/W법령 준수에 앞장

서고 있다. 

예산타당성

심사 
▶

사전협의 

검토(중복성)
▶

제안요청서 

검토
▶ 감    리 ▶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업무절차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정보화사업설명회는 IT기업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발주 예정 

정보화사업’에 대한 발주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유투브,홈페이지,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투자기관까지 확대하여 정보화사업계획을 알리고, 홈페이지(info.

seoul.go.kr)를 통해 기관별, 발주시기별, 사업유형별, 분야별 리스트 자료를 제공하

였으며,  IT업체가 관심사업(업체)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부서와 관심업체간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업정보 등록 현황 : 298개 업체

 관심사업 등록 현황 :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12개 업체 관심) 외 

243개 사업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 향상

-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공공 S/W사업 관련 법령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대기업참여제한, 요구사항 명세화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등 공공S/W  

법령 준수

•각종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절차 준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관리 

- 시 전체의 표준화된 사업관리 체계 정립으로 사업 품질 향상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주요개정 내용(2013.5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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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보안 철벽 방어

이제는 공공기관이 

사이버테러의 

주요 타켓

과거의 사이버공격은 단순 호기심, 홈페이지 변조, 금품갈취를 노린 단순 공격이 

주를 이룬데 반하여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은 의도된 DDoS 공격, 사회혼란  

유도, 정치적 목적으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3.20일 방송·금융사 사이버테러를 살펴보면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D-Day를 정하여 일시에 공격

하는 등, 공격기법이 지능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1,000만 시민의 다양한 정보를  

운영 중인 서울시 정보시스템의 완벽한 방어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일평균 약750건의 사이

버공격을 탐지, 차단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사이버 

모의훈련, 악성메일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 전체의 정보보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 관제범위 : 서울시 전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대      상 :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 369대

○ 용역인력 : 17명(통합보안관제센터 13명, 데이터센터 4명)

2012년은 스마트라우터, DDoS 방어장비, 침입방지시스템 등 10종 27식을 도입

함으로써 DDoS 공격, 해킹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시스템 구축하 

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WiFi 망에 대한 불법해킹과 이를 통한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청사, 서소문청사, 시의회를 중심으로 무선침입방지

(WIPS) 센서 120대를 설치하였고, 웹서버 해킹방지를 위해 악성코드(웹쉘) 탐지시

스템을 도입하여 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3.20 사이버테러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행정망과 인터넷 망분리  

사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과 최신 지능형 지속공격(APT)을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더욱 더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최신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으로 

방어체계 확보

인터넷 망분리 추진, 

APT 공격 

선제대응으로 

정보보안 강화

▲ 통합보안관제센터

서울시 대상 사이버공격 해마다 증가, 

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 철벽 방어

시 전체 사이버공격 

모니터링·

실시간 차단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서울시 사이버공격 시도

년도
공격 유형 1일 평균

공격시도웹 해킹 악성코드 네트워크공격 계

‘11년 24,168 22,584 41,748 88,500 245

‘12년 39,697 48,218 108,438 196,353 545

‘13.1~10월 현재 41,208 62,669 121,384 225,261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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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울 세계 리더쉽 확립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서울시가 

주도하여 만든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 

국제협의체 

서울시는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럿거스대학교 주관, UN 후원)에서 5회 

연속 1위를 수상하는 등 각종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IT분야 세계최고의 도시

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자정부를 리드하는 도시로서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세계 도시의 전자정부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제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Local Governments)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50개  

도시 대표들과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협력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 공동 논의를  

통해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세계도시 상호 간 전자정부 교류·협력·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72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의체이다. 

서울시에서 개최한 창립총회(2010.9.6~9.8) 결과 협의체 규약을 의결하고 서울시

가 초대 의장도시가 되었으며 8개 의장단 도시와 15개 운영위원 도시로 구성되었

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회 WeGO 총회(2012.11.12~13)에서는 서울

시가 의장도시를 연임하고 8개 의장단 도시와 20개 운영위원 도시를 재선출하였

다. 2014.11월에는 중국 청두시에서 제3회 WeGO 총회가 계최될 예정이다.

WeGO의 회원도시는 전 세계 6대륙 72개 도시이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25개  

도시, 오세아니아 2개 도시, 미주 6개 도시, 유럽 18개 도시, 중동 3개 도시, 아프리카 

18개 도시이다. 

WeGO 총회는 2년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2010년 이후 운영위원회와 

총회 개최도시는 다음과 같다.

WeGO를 통해 

세계 72개 도시가 

뭉치다 

- 세계도시간 전자정부 협력·교류·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세계도시간 정보격차 해소, 전자정부 분야 세계도시 간 협력모델 구축

- 전자정부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행정 투명성·효과성 제고

WeGO의 주요역할

도시별

구분

1회

서울(대한민국)

2회

바르셀로나(스페인)

3회

청두(중국)

연도
총회 2010년 2012년 2014년

운영위원회 2009년 2011년 2013년

2010년 창립총회는 ‘e-Sharing for all’ 이라는 주제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50개 도시 대표단과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개막식, 본총회, 워크숍,  IT 전시회, IT&문화투어로 진행되었다.

2012년 제2회 WeGO 총회는 ‘Smart Government with all’ 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

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52개도시 대표단과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개막식, 본총회, 워크숍, 매치메이킹 미팅, IT 투

어로 진행되었다. 

WeGO Awards는 우수한 전자정부 사례를 발굴, 확산, 공유하기 위해 2012년에 창

설되었다. 참가대상은 전자정부 우수사례 보유 세계 모든 도시 및 기관, 단체이며, 

5개 분야(공공서비스 분야, 행정효율성 분야, 열린도시 분야, 도시경영 분야, 정보

격차해소 분야)에 대하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하게 된다. 제1회 WeGO Award 

시상식은 201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회 WeGO 

Awards 시상식은 2014년 중국 청두 총회에서 개최된다.

 ※ 제1회 WeGO Awards 수상도시(2012)

 - 최우수상 :  써레이(캐나다), 방갈로(인도), 헬싱키(핀란드), 사바델(스페인), 부에

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우 수 상 :  타이페이(타이완), 우스크다르(터키), 아부다비(UAE), 말라탸(터키), 

경상북도(대한민국)

WeGO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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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O 

전자정부교육

WeGO-세계은행 

공동협력사업

국제기구 

MOU 추진

전자정부 

컨설팅 사업

WeGO 전자정부교육은 서울시의 선진 전자정부 경험을 WeGO 회원도시와 공유

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WeGO 회원도시 공무원 

20여명이고 연 1~2회 실시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관련 강의 및 현장견학을 실시한다.

WeGO는 Word Bank와 2011년 6월 MOU 체결 이후, 공동협력사업으로 2012년부

터 ‘도시 전자정부 자가진단 툴킷(Toolkit)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WeGO  

회원도시는 제공된 툴킷을 활용하여 단계적, 중장기적으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컨설팅 사업은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컨설

팅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해당 도시에 컨설팅을  

통하여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2007년 하노이, 나이로비를 시작

으로 2009년 카트만두, 2010년 다르에스살람, 2012년 울란바토르, 부에노스아이

레스, 2013년에는 마푸토, 아디스아바바에서 전자정부 컨설팅 사업이 실시중이다.

연도별 전자정부교육 참여도시

2011년  9개 도시 13명

2012년  5개 도시 7명 / 11개 도시 19명

2013년  12개 도시 18명

국제기구 MOU 추진

유엔공공행정네트워크
UNDESA(유엔경제사회국)와 유엔공공행정네트워크(UNPAN)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2011.1) 

세계은행 전자정부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2011.6)

미 국립디지털정부연구소 전자정부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2011.12)

세계행정학회
전자정부 분야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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