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사회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의 핵심

가치는공유∙소통∙개방, 혁신∙협력∙창조, 플랫폼이

될 것이며, 정보기술(IT)은 정부 효율화의 수단

(enabler)에서 개방적 혁신과 창조적 협력의 플랫폼

(platform)으로역할이변화될것입니다. 

2011년 6월 모바일 빅뱅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스마트폰의 확산과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출현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스마트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플랫폼 전략으로 스마트정부(Gov3.0)

오픈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場)으로서,

Gov3.0의 개념과 가치, 소통과 참여, 서비스와 거버넌스 변화 방향 등을 고민하고

논의하 으며, 이제1년반여기간동안논의한내용을엮어함께공유하고자합니다.

박근혜 통령의국정과제에반 된‘국민맞춤행복을위한정부3.0’은오늘날

한민국의숙제이자현안입니다. 이제부터본격적인논의와실행을준비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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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3.0으로의패러다임변화를준비하기위해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場)으로서 2011년

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이 발족되었습니다. 포럼

초기에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부 행정의 변화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소

기술적인관점에서Gov 3.0을논의했습니다. 당시Gov

3.0이라고하는개념은차세 전자정부의모델로간주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계 각 층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면서 Gov 3.0은 국가 환경과 국민 수준의

변화에따른정부역할의본질에 한변화로, 보다포괄적이고광의의개념으로확

되었습니다. 1년 반 여 기간 동안 약 120여 명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 으며

약340여명의회원들이참여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포럼에서논의한내용만으로Gov 3.0을정의하고구현하는것은충분하지

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행복한국민, 세계속의선진한국을함께만들어나가기위한

논의의시작점으로는충분하지않나사료됩니다. 특히, 국정과제에포함된정부3.0의

3 목표(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한 Gov 3.0(열린

정부, 유능한창조정부, 서비스정부, 플랫폼정부)와도맥을같이하고있습니다.

이 자료집이 정부 3.0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다양한전문가들과관계자들이참여하는오픈플랫폼으로서포럼이제역할을

해나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전문가들과포럼회원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포럼정착과안정적인운 체계의확립을위해 별도의장선출없이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정보화지원단장)에서의장역할을 행

인사의

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지원단장 류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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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경제

측면

국민소득 3만불 이상 변이 넓은 성장 략

( 기업 주 → 소기업 

동반성장, 1인 창조기업 등 육성) 
항아리형 경제

( 산층 비 이 높은 구조)

정치

측면

법과 원칙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정착 
포퓰리즘의 유혹 극복

사회

측면

사익과 공익의 조화
공동체  연 감 강화

따뜻한 신뢰사회

국제

측면
세계 발 에 기여 국제  문제해결에 극 동참

1) 박세일(2008), 한민국 국가 략



)

국가목표 경제성장 동반성장 지속가능성장 

국가기조 산업화/근 화 정보화 선진화

국민소득 1만불 2만불 3만불 이상

국민가치 의식주 해결 편리한 생활 행복한 삶



       ※ 세계인구 70억(2012) → 91억～92억명(2050) 증가 상3), 일본 등 선진국은 

정체 혹은 감소

       ※ 고령화사회(7%, 2000년) → 고령사회(14%, 2017년)로 진입 상4)

2)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12),「한국사회의 15  메가트 드」자료를 심으로 정리하고, 일부 통계는 

최신 자료로 교체

3) 유엔 인구기 (UN FPA)(2012.11),『세계 인구 황 보고서』;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2005), 『세계 

인구 망 보고서』

4) 통계청(2013. 2), e-나라지표(www.index.go.kr)



       ※ 모바일 증강시장이 $2백만(2010) → $7억 3,200만(2014)으로 성장 망

       ※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년 비 9.8%인 60백만톤 증가5) 

       ※ 2035년까지 세계 에 지 수요가 2010년 비 1/3이상 증가 상

5)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3. 2),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보도자료”

6) 국제에 지기구(IEA)(2012.11),『2012 세계 에 지 망 보고서』



7) 국가정보화 략 원회(2012), 『ICT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 망 연구』 자료를 심으로 정리



8) 10명의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으로 ‘한국의 미래상’과 ‘미래 정보화 역할’에 한 In- 

depth Interview 실시 (NIA, 2010. 9 11월)







          ※ 인터넷 사용자 20억명, 페이스북 월 6억 8천만명 사용

          ※ Web1.0 → 2.0은 Web 활용의 구 (realization)이었다면, 

Web2.0 → Web3.0은 ‘정확한 데이터’를 찾는 여행(exploration)



          ※ IT산업은 수출 기반의 한국 경제성장 모형에서 1/3을 차지하는 주역 







방향 공유

(개방성/투명성)
인간존  

참여모형

신축모형

- 시민의 자발  참여

- 조직내 하 층의 참여

- 실제  공공선의 추구

- 시공간의 월한 행정

신속성, 정확성

(능률성/효과성)

효율성

조화
시장모형

- 효율  정보 근 & 획득 

-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 계량화된 성과 평가 

지원  기능

(개인화/다양화)

지원

기능

탈규제

모형

- 기업과 시민활동에 한 지원자

- 개인 창의성을 시하는 지식정부 추구

근 용이성

(형평성)

융합으로 

근용이성

극 화

참여모형
- 평등한 정보 근

- 렴한 보편  서비스 



용기술 정보통신기술(IT) 인터넷기술(Web) 스마트(모바일)기술

자정부 

단계

정부내부업무 

산화

인터넷을 통한

국민 서비스

무선기반의 

개인화/지능화 서비스

자정부 

목표
생산성/효율성 서비스 편의성 국민 만족/부가가치

구 방식 정부 주도 
정부 주도

(국민 참여)

국민 주도

(생산자로서의 국민)



웹 단계
Web 1.0

(인터넷) 

Web 2.0

(개방ㆍ공유ㆍ 업)

Web 3.0

(개인화ㆍ지능화)

자정부 

단계

인터넷을 통한

국민 서비스

정보 

공유  개방

개인화ㆍ지능화 

서비스

자정부  

목표
효율성/편의성 효율성/만족도

만족도/부가가치 

창출

구 방식 정부 주도 정부주도/민간참여 국민 주도

정부의 역할
독  

서비스 제공자

주도  

서비스 제공자
랫폼 제공자 



Web 1.0

(The Web)

정보

(Information)

최소한의 사회  계  지식과 추론의 

연결, 일서버, 검색엔진, 1:1 일 공유와 

같은 기술의 활용

Web 2.0

(The Social Web)

인간

(People)

최소한의 지식과 추론의 연결이지만 

사회  계가 증가하고,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매쉬 업, 링크들이 구성

Web 3.0

(The Semantic Web)

지식

(Knowledge)

소수의 사회  연결을 통해 지식과 추론의 

연결이 증가하고 인공지능에 의존하며 

유의어와 분류체계들, 크롤링 로그램 활용

Web 4.0

(The Ubiquitous Web)

지능

(Intelligence)

사회  계 증가와 더불어 지식과 추론 

연결이 확 되고 자동화된 지  산물, 시맨틱 

키와 스마트 마켓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

가트 의 Gov 3.0 개념

 - Government 2.0 is the use of IT to socialize and commoditize  

government services, process and data.

 - Gov 3.0 kicks off when Government start publishing Open Data 

using the semantic web standards(RDF). 



정부의 역할 통치 조정 치

국가운 주체 정부
정부 

(시민 참여)
정부 & 국민

정부행정형태 료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정부 정책

결정 방식
정부 단독 결정

정부 내부 결정

(외부 소수 계자 참여)
집단지성등의 활용

정부 정책

- 국민 역할

정부 결정 후 

통보받음

국민과 의하여 

결정

정책 의제부터 

국민이 결정

국민의 역할 수동 심  참여자 능동 ㆍ주도  참여

9) 서진완, 최창학(2012. 11), 2012년 오 컨퍼런스



정부행정 

인식범
정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정부가 해야하는 일 

상범

시

정부 내부 업무( 앙/지방),

국제 계

치안, 국방, 외교, 경제성장과 

무역, 복지 역 확  

10) 김성태, 홍필기(2012. 4), 제11차 오 포럼 ; 조용호(2012.7), 제14차 오 포럼 ; 신익호(2012.10), 제

16차 오 포럼

11) 최창학(2011. 12), 2011년 오 세미나 ; 서진완(2012.11), 2012년 오 컨퍼런스

12) 서진완(2012.12), 포럼 이슈보고서





13) 약 50여명의 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 설문조사(19명, `12. 4월, 학/기업/정부/공공기  등 

문가 상)  자문(32명, ‘11 ‘12 포럼 발표/분과회의/자문 등)







방향  공유

(개방성, 투명성)

참여모형,

신축모형

- 시민의 자발  참여

- 조직내 하 층의 참여

- 실질 인 공공선의 추구

- 시공간을 월한 행정

신속성, 정확성

(능률성, 효과성)
시장모형

- 효율  정보 근, 획득

- 정부기 의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 

자문이 문제없이 가능한 수 의 시스템

지원  기능

(개인화, 다양화)

탈규제

모형

- 기업과 시민활동에 한 지원자

- 개인의 창의성을 시하는 지식정부

근의 용이성

(형평성)
참여모형

- 평등한 정보 근권 보장

- 렴한 보편  서비스 제공

14) 명승환(2011), 제6차 오 포럼



 ※ 3명이상 응답한 경우



※ 4명이상 응답한 경우





환경

국가목표 경제성장 동반성장 지속가능성장 

국가기조 산업화/근 화 정보화 선진화

국민소득 1만불 2만불 3만불 이상

국민의 

지향가치 
의식주 해결 편리한 생활 행복한 삶

정부

여건

사회의

지향가치
기능성 합리성/실용성

유연성/다양성

인간 심/창의성

국민 가치 국가 심 개인 심 개인의 감성 심 

정부의

지향가치

합법성

능률성
편의성 

유연성 

창조성

정부

역할

&

소통

정부의

역할 
통치 조정 치 

국가운

주체
정부 

정부

(시민 참여)
정부 & 국민 

정부의

주요 가치
통제/ 리 민 서비스

정책/제도 

선진화 

소통 수직 /단방향 수평 /양방향 다면 /상호반응형

참여 정부 내 결정 제한  허용 능동  참여

서

비

스

상 민원 정보 데이터 

방식 방문 온라인
다채  

통합/연결

지향

가치
신속성/통일성 일 성/편의성

개인화/지능화/

랫폼화

자

정부 

IT의 역할

(지향가치)

자화

(작은 정부)

자동화 

(작고 효율 인 정부)

지능화

(열린 정부)

지향모습
기능  정부

(신속한 처리)
온라인 정부 네트워크 정부 

행정의 

구 가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 미국 오바마 통령은 선 공약으로 Open Government 제안하여 추진  

(투명한 정부, 참여지향  정부, 력지향  정부)





       ※ 미국은 투명ㆍ참여ㆍ 력 보장을 해 모든 정책의 결정과 산 집행 과정 공개



15) 김기창(2011), 제5차 오 포럼



                                   

                                             

                                         출처: OpenGov Playbook16)

16) https://opengovdirective.pbworks.com/w/file/50269968/OpenGov%20Concepts.png 



17) SUNY(2013), 「The Dynamics of Opening Government Data」

18) OECD(2009), 『Open Government : beyond static measures』





✔ 구나 쉽게 청원서를 낼 수 

있음

✔ 청원서가 충분히 ‘많은’ 투표를 

받으면 담당자가 공식 처리

✔ 긴 이 아닌 민원 화 면 개방

✔ 사진과 함께 올리면 우선 순 를 

정해서 처리

✔ 우선 순 는 주민 투표 수에 따라 

정해짐



         ※  오라일리가‘09년에 Government as a Platform을 주장한 이래 

Open Gov, Gov 2.0, Lean Gov 등으로 사용되어 옴

  

         ※ 교통, 통신, 항만 등

         ※ 통신사 앱에서 애  앱스토어 생태계로 이동이 공진화를 이끌었듯, 

정부 역시 사회 체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역할 수행

         ※ 카탈리스트 : 신과 성장을 한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매제







평면  구조 계층  구조



         ※ 서울시는 400여개의 시스템과 200여개의 홈페이지 정보의 통합ㆍ공유ㆍ공개를 

추진 이며, 내부회의자료  설문조사내역 등 원천자료까지 공개







듣기 (Listening) 카페, 커뮤니티 만들기, 가입하기

말하기(Talking) 채 하기, 노트쓰기, 사진올리기 

공감하기(Sympathizing)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좋아요 르기

힘보태기(Energizing) 페이스북에 좋아요 르기, 공유하기, 선택하기

돕기(Supporting) 묻고 답하기, 자원 사자 찾기…

수용하기(Embracing) 의견 받기…

결정하기(Decision Making)

신뢰의 험
- 고의  왜곡 정보 소통
- 욕설, 장난, 모욕  발언 등 솎아내기

남용의 험 - 고 도배 
- 해(危害) 동 상 게시

충돌의 험 - 개인 혹은 집단간 이해의 충돌

개인 정보 유출의 험 - 신상 털기 등의 희생자 발생  

국가기  등 유출의 험







19) 히라노 아쓰시 칼, 안드 이 학주(2011), 『 랫폼 략』, 이성춘(2011), 제3차 오 포럼에서 재인용 

 재구성





  기

✔ 외부의 3rd Party와 공유할 수 있는 핵심자산 발굴  강화

(ex) 가입자 계(Facebook, 카카오톡)), 검색엔진(google) 등)

✔ 핵심 자산의 강화를 모든 략에 최우선

   (홍보, 재원 조달보다 핵심자산에 한 고려에서 출발)

✔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방  연계 방안 필요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든 상에 한 개방․연계 략)

성장기

✔ 핵심 자산의 개방, 3rd Party의 수익창출(인센티  제공) 환경 구축, 

성공사례 발굴

✔ 3rd Party의 시장 진출 제한  일 된 랫폼 략, Infra 구축 추진

성숙기

✔ 성공한 핵심 서비스를 심으로 수평  확장 ⇨ 통합 랫폼

✔ L자형 확 를 통한 타 역에 한 향력 이

   ⇨ Social  LBS 등 추가되는 신기술에 한 경쟁력 확보

















21) 한세억(2011), 오 포럼 창립총회 (일부 내용은 재구성)



         ※ 력은 행정 역의 범 와 역할이 확 되고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순환보직제도 기반의 행정 문성/공무원 능력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는 안22) 

22) 황주성(2011), 2011년 오  세미나 

23) Nonaka&Konno(1998), SECI모델; 김상욱(2012), 제16차 오 포럼에서 재인용





개요

GGoovv33..00의 소통과 참여 방향

Ⅰ

II

부





       ※ 화주의: 화와 계를 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   

✔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

✔ 심리  안과 만족

✔ 정체성 형성

✔ 정보와 지식의 획득

✔ 평화 유지 ✔ 비즈니스

✔ 력 ✔ 지식 생성

✔ 이노베이션

24) 윤 민(2012), 제12차 포럼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 



25) 윤 민(2011), 제4차 오 포럼



        ※ 미네르바 체포 사건은 신뢰의 경쟁에서 정부가 결국 진 것을 의미

26) 강원택(2012.11), 2012년 오 컨퍼런스



(순응 비용) 최종 의사결정에 불만을 갖는 정치행 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거래 비용) 최종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비용 

27) 윤성이(2012. 9), 제15차 오 포럼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집합된 지능이 개별 지능들의 합을 넘어서는 상

28) Jenkins, Henry, Ravi Purushotma, Margaret Weigel, Katie Clinton, Alice J. Robinson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9) 홍필기(2012. 11), 2012년 오 컨퍼런스



벌떼형
(swarms)

 특정한 목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참여
 ) 키피디아, 구 , 아마존, 네이버 지식인 등

군 형
(crowds)

 미션이 주어지며 많은 사람이 참여 
 ) Threadless.com, free beer 오 소스 운동 등

폭도형
(mobs)

 구체 인 로젝트를 지향하지 않으며 비교  소수가 참여
 ) 오마이뉴스, 허핑톤포스트 등

벌통형
(hives)

 비교  소수의 매니아들이 참여하여 로젝트 수행
 ) Star Trek New Voyages, skibuilders.com, Niketalk 등

효율성의 
문제

- 규모의 이질  구성원들을 가진 공동체의 경우 합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

표성의 
문제

- 정책결정 과정이 개방되어 있더라도 실질 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일부분

- 일상생활과 얽매인 소득층은 사실상 참여의 여유가 없음

포퓰리즘의 
문제

- 정부가 의도 으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민 참여를 통제할 가능성

- 정부가 정책결과에 자신이 없거나 사회  항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에 해 책임성 회피의 수단으로 시민 참여 활용

합리성의 
문제

- 공익 측면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사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

- 시민의 정책 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단을 할 가능성

30) Kozinets, Robert V, Andrea Hemetsberger, and Hope Jensen Schau. 2008. “The Wisdom of 

Consumer Crowds," Journal of Marketing vol. 28, no.4.



의무  시민
정치  심이 높고, 정치시스템에 
한 불만족이 낮음

투표, 정당 활동 심

여  시민
정치  심이 높고, 정치시스템에 
한 불만족이 높음

컨슈머 참여, 항의 심

31) 강원택(2012. 11), 2012년 오 컨퍼런스

32) 강 (Transforming the future of Asia’s Public Sector 워크샵, 2011.10)

33) 윤성이(2012. 9), 제15회 오 포럼

34) 강원택(2012. 11), 2012년 오 컨퍼런스



커뮤니 이션
방식

일방향 인 一 多
일방향 는 양방향의

一 一, 一 多, 多 多 가능

이용자
정보 달 

성격

된 정보를 그 로
달받는 수동  형태

개방/공유/참여(Web2.0 특성)으로
능동 인 참여 가능

정보 달의
즉시성

실시간성 낮음 실시간성과 즉시성

거래비용
높은  는 

소통비용
명 으로 낮은  는 

소통비용

35) 김상욱(2012. 6), 제13차 오 포럼



커뮤니티

(카페, 클럽)

심분야가 유사한 사람들 간 친목 도모  정보 공유 

서비스  

)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싸이월드 클럽 등

미니홈피
사용자간 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는 서비스 

) 싸이월드 미니홈피, 세이클럽 미니홈피 등

블로그

사용자가 제작한 일기, 칼럼, 문자료, 사진 등을 

게시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서비스

)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마이크로

블로그

140 15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게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 트 터, 미투데이, 요즘 등

로필 기반 

서비스

메인 웹페이지인 로필 페이지에 개인정보  게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간 인맥형성 서비스

)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링크나우, 링크드인 등

36) Kaplan & Haenlein(2010), Users of the World, Unit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ocial 

Media, Business Horizons, 53(1), 59-68. ; NIA(2011. 12),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소셜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향” 제13호 2011. 12. 23 재인용

37) 윤 민(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





참 여
(Participation)

▷ 특정 주제에 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호간에 자발 인 

지식, 의견, 견해  피드백을 공유

▷ 이러한 활동은 미디어와 청  사이의 경계를 무 뜨릴 

수 있음

공 개
(Openness)

▷ 사용자간의 피드백  참여에 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간의 정보 공유, 댓 , 피드백, 투표 등을 진

 화
(Conversation)

▷ 정보제공자와 소비자가 방향으로 화하는 커뮤니 이션 

방식을 지향

커뮤니티
(Community)

▷ 동일한 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련 주제를 심으로 

효율 으로 커뮤니 이션하는 것을 지원

연 결
(Connectedness)

▷ 다양한 매체들의 조합과 이들 사이의 링크를 통해 계의 

형성을 진

38) 윤 민(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

39) NIA(2011),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소셜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향」제13호

40) Walther,J.B.(2007). Selective self-present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yperpersonal 

dimensions of technology, language, and cogni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 23: 2538-2557.

    Walther, J., Van der Heide, B., Kim, S. Y., Westerman, D., & Tong, S. T. (2008). The Role of 

Friends `Appearance and Behavior and Evaluations of Individuals on Facebook: Are we Known by 

theCompany We Keep?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4: 28-49.



41) 윤 민(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

42) 고 삼(2011),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한 성찰  조명,” 소셜미디어연구포럼 편, <소셜미디어의 

이해>, 미래인. ; NIA(2011),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소셜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향” 

제13호 2011. 12. 23 재인용



43) 윤성이(2012. 9), 제15차 오 포럼



가치

변화

정부 가치 통제/ 리 민 서비스 정책/제도 선진화 

국민 가치 국가 심 개인 심 개인의 감성 심 

정부

여건

국가운 정부 정부 (시민 참여) 정부 & 국민 

정부 역할 통치 조정 치 

소통 
방식 수직 /단방향 수평 /양방향 다면 /상호반응형

상 소수/의무  시민 소수/ 표자 다수/직  소통

참여 정부 내 결정 제한  허용 능동  참여





         ※ 인맥 리 76.1%, 정보 교류 59.8%, 재미 42.6% 등의 목 으로 SNS 사용

44) Martin Olausson(2010), Social Networks Set to Conquer Asia, strategy analytics

http://blogs.strategyanalytics.com/DMS/post/2010/10/18/Social-Networks-Set-to-Conquer-Asia.aspx)



(단  : %)

(단  : %)



정보 달
정보수집·제공, 홍보의 

편리성/신속성

부정  정보의 빠른 확산,

기존 홍보고객의 이탈

민원 처리 
주민참여를 통한 정보 

공유/민원처리

민원처리/업무병행으로 

운 부담 증가

이미지/만족도 
기  이미지와 주민 

만족도 제고
악의  댓 /스팸으로 이미지 실추

45) 윤 민(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



         ※ 담당자의 SNS 인식도: 홍보(51.0%), 국민 소통(24.4%), 정보 제공(19.8%)

         ※ SNS에서의 민원 처리(3.4%), 업무처리(1.4%) 등은 미약한 수



         ※ 담 으로 운 하고 있는 경우는 1% 미만(0.9%)

※ 응답수 n=117

실시간 
모니터링

o 정부 사칭 는 허 사실 유포 시 신속한 응

o 정부 련 루머나 오해에 해 실시간 응

재난 응 o 국제  재난의 구조 장, 피해 황 등의 정보제공

정책설명  
정보 달 o 정부의 정책, 산 등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설명

정책수렴  
민원처리

o 정부 업무에 한 사례조사, 황 악  정책반
o 정책평가  제안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책에 반

o 실종자  연락두 자 등록과 같은 민원 수

비공식
민원 응

o 블로그와 연계하여 일상 소재를 통한 화  비공식  민원 응

기  홍보
o 부드러운 톤의 홍보 자료와 기획물 달, 소통 노력 등

o 채 의 특성을 차별화하여 운



46) 12. 8 11월 282개 앙행정, 지방자치단체( 역·기 )를 상 조사 결과



소셜 미디어

운  방향

- 무분별한 채  도입/확 가 아닌 필요에 따른 도입 검토

(채  다양성≠소통 확 )

- 정보수요자에 한 분석과 소통에 한 고민 필요

- 홍보 심의 일방  정보제공이 아닌 미디어 특성과 수요가 

고려된 정보(콘텐츠) 내실화

- 친근감과 감동, 정보와 흥미를 조합한 콘텐츠 확보

- 단순 정량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성  효과를 반 할 수 

있는 운 성과 평가안 마련

소셜 미디어

운  체계

- 부족한 인력, 업무 병행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 한 인력 

보강  업무 재배치 필요

- 담   문인력 확보를 한 기반 필요

기 응/

민원처리

체계

- 이슈/민원 발생 시, 조직 내/외부의 긴 한 조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응 체계 구축

- 단순 민원을 해결하기 한 별도의 창구 마련

- 민원 해결을 한 통합 채  마련(민원 24 연계 등), 분산된 

계정의 통합 운  등

- 가이드라인, 운  지침 등 체계  자료 제공  운  련 

컨설  지원

- 악의  댓 , 해킹에 비한 보안 책 마련

소셜 미디어

이용활성화

- 소셜 미디어에 한 개념/ 심 부족, 일방 , 단방향 홍보 

수단에 한 인식을 개선하기 한 문 교육 마련  우수

사례 

- 조직 내부/외부( 국민)의 교육기회 확

- 지역별 세미나, 련 업무 계자 모임을 통해 정보 교류

기타

- 공공부문 소셜 미디어 활동에 한 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마련

- 공정성, 정확성을 다루는 기 , 작권 문제, 기  평가 

등 반  운  기반 확  필요

47) 2012. 8 12월 앙  지방( 역  기 )자치단체에 한 SNS 운  황 조사의 설문 응답

내용을 정리



48) 윤 민(2012. 5), 제12차 오 포럼 



포틀래치

(potlatch) 

모형

- 소셜미디어에서 선물은 정보, 지식, 심 등과 같은 비물질

인 것으로 인식  

- 방문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운  목표일 때 용이 유리한 

모델로, 페이스북에서 용했다는 모형

연극공연 

모형

- 공개  만남을 연극 공연으로 간주 

- 자기 자신의 인상 리(impression management)를 해 

드라마틱하게 표  

카니발 모형
- 웃음, 해학, 반기득권  문화, 비 실 , 공동체  성격

- 공  화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

커피하우스- 

공론장

- 과시  공공성(publicity of representation), 공론장(public 

sphere), 홍보(PR) 

마실 모형 - 일터도 가정도 아닌 ‘제3의 장소’: 마실 

군 집회

모형

- 군 은 일종의 종교  정신 상태(집단정신), 지도자

ㆍ 웅이 필요 

- 소셜미디어에 한 사람들의  이해 시 유용 

49) 윤 민, 정원모 등(2012. 5), 제12차 오 포럼



Target Audience

( 구에게)
SNS를 통해 달·소통하고자 하는 상 식별

Contents

(무엇을)
(Target Audience에게) SNS를 통해 달하고자 하는 가치 

Employee

( 가)

공식계정운   구성원의 개인 ·공  활동에 한 기  

제시

Legal Issues 

& Security

(어떻게)

SNS 이용 련 법 인 부분( 작권, 개인정보보호, 책임 

면책 등)과 보안(기 설방지, 채 /계정 리방안 

등) 련 기  마련

50) 정원모(2012. 5), 제12차 포럼





       ※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양해를 구하고 처리 경과를 안내

단순 홍보 / 효과 미흡
이용자의 거부감 해소

(홍보보다 계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 우선)

보편성/ 표성 부재 기존 미디어의 상호보완  채 로 효과 극 화

사용자 / 비사용자간

정보 격차

정보격차 해소를 해 기존 채 과 병행 운   기기 

보  확 , 교육 병행 등

공  & 사  역 혼재 신 할 것(SNS는 공개된 공간이며 통제 불가)

다양한 SNS

일 성 확보 어려움

SNS 채 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정책 추진

(채 별 이용자/수요의 차이를 고려)

메시지  확산 & 오해 신 할 것( 로 달되는 한계 고려)

응방법

상황에 한 신속/ 

냉정한 단

(직  응 여부 등)

다양한 응 시나리오 

검토 후 한 

응방안 선택

사  응  온·오 라인 

통합커뮤니 이션 실시

51) IDG(2011.6) “소셜 마  서바이벌 가이드–IDG Deep Dive”



문화부
공직자를 한 SNS 길라잡이 2012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2011

교육과학부 국민 소통활성화를 한 SNS활용 가이드라인 2010

국방부 국방부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 2012

환경부 SNS활용 가이드  온라인 기 응 메뉴얼 북 2011

통계청 통계청 SNS 운  가이드라인 2012

문화재청 문화재청 소셜미디어 운  메뉴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SNS 길라잡이 2012

국가보훈처 소속기  뉴미디어매체 운 지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SNS 활용 매뉴얼 2012

서울시 서울시 트 터 커뮤니 이션 략 가이드 북 2011

52) 2012. 8 12월 앙  지방( 역  기 )자치단체에 한 SNS 운  황 조사의 설문 응답

내용을 정리



1 직원 소셜미디어 권리장
- 개인의 소셜미디어 사용 자율권
- 기 의 개인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지

2
내부 자원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사용

- 업무 련 사용은 허용하되 원칙 으로 사용 지
- 정보 수집, 모니터링의 가능성 고지

3
외부 자원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사용

- 공식계정의 소유권 고시
- 공식  견해와 개인  의견을 구분
- 개인 계정에 기 의견이 아님을 보여주는 
면책조항 게시

4
반 명 훼손(비방),
라이버시 보호,
작권과 상표권 보호 원칙

- 타인비방, 명 훼손, 허 사실 고지,
작권/상표권 침해 지

5
기 유지와 기 정보의
비공개 원칙

- 조직의 비 정보/비 유지계약서와
동일하게 용(매체 공통)

6
공식  vs. 개인
커뮤니 이션 구분

- 필요할 경우, 개인의 소속과 이름을 명시

(1단계) 
문제 인지

- 소셜 미디어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지 아는 것이 요
- 기의 원인이 요. 만약 문제가 자신이 속한 기 의 내부에서 
직 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분명히 행동을 취해야 함

(2단계) 행동과 
사과

- 우선 공개 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제공하려고 하지 말 것 
- 문제에 해서 듣고 이해했다는 신속한 답이 1주일이나
  늦은 자세한 답보다 훨씬 낫다
< 답변시 포함해야 할 사항 >
- 문제에 한 이해와 인정
- 해당 상황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정
- 재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

(3단계) 
실수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설계

- 많은 소셜 미디어 실수들이 로세스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로세스란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이나 일반 으로    

소셜미디어 략을 개발하는 것을 한 로세스 등 
- 재 실수를 수습하고 있다면 지 이야말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일련의 차를 통해 탄탄한 정책을 개발할 때라는 자각 필요

53) 윤 민(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

54) Olivier Blanchard. 2011. Social Media ROI. Que. Chapter 7. ; 윤 민(2012. 9), 제15차 오 포럼 

재인용

55) 윤 민(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



        ※ 미국 백악 : 8개의 SNS 채 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으로 정책 

수립의 창구로 활용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트윗포럼(#myidea4ca)을 통해 정부의 정책 평가, 

제안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에 반



 





56) 아시아경제(2012.04.24.) “ 연구역 어 , 시민제안으로 만들어졌어요”,

57) 이원태 · 정부연(2011) “소셜 랫폼의 사회  향력 분석  발 방향 연구”, 정책연구 11-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8) 경향신문(2012.11. 2) : SNS로 의견 수렴, 집단지성으로 개헌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명’







       ※ 서울시 교통카드의 경우도 민간의 아이디어에 따라 기획된 사업59) 

59) 신익호(2012), 2012년 오  컨퍼런스 



60) 윤성원(2011), 2011년 오 세미나 



   ※ 한강에 있는 세 개의 인공섬(한강세빛둥둥섬)으로 ‘06년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09년 착공)

 





61) 이 환(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

62) 이 환(2012. 12), 포럼 이슈보고서











개요

GGoovv33..00 서비스

유능한정부: GGoovv33..00서비스제공기반

부

Ⅰ

II

III









64)

행동의 출 이 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됨

행동의 체 이 에 하던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됨

행동의 유지 별다르게 새로울 것이 없는 익숙하고 필요한 행동들의 경우 
기존의 행동이 계속 유지됨

행동의 상실 기존에 하던 행동들이 무의미해지거나 오감을 주어 
그 행동을 그만두게 됨

64) 황상민(2011), 오 포럼 창립총회 





           ※ 자문서 유통(97.5%), 다수 복지시스템 연계(298종)로 복수  방 

          ※ 민원24: 민원 안내 5 여종, 온라인 민원신청 3,020종, 자발  1,208종 

          ※ 홈택스: 국세 자신고 274종, 증명발  39종( 자신고율 86%)

한국 1 1 6 5 5 13 15 ▲ 14

미국 5 2 4 1 1 1 1 ▽  4

캐나다 11 3 7 8 7 6 6 ▽  5



1단계 착수

(Emerging)

‧ 정책, 법령, 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

‧ 타 부처, 소속기 , 산하기 과 링크 

‧ 정부 부처의 새 소식  정보목록 제공 

2단계 발

(Enhanced)

‧ 시민에게 발 된 일방향  방향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 양식, 비디오 서비스와 다국어 서비스 제공

‧ 부분 으로 오 라인 제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3단계

자거래

(Transactional)

‧ 정책, 로그램 등을 온라인 요청· 수할 수 있는 방향 

서비스 제공

‧ 거래의 완료를 해 신분 증명을 한 자인증 양식 제공 

‧ 자투표, 양식의 다운로드  업로드, 온라인 세 납부 

서비스 증명/면허/허가 신청 서비스 제공 

4단계 통합처리

(Connected)

‧ Web 2.0 등을 이용 시민과의 커뮤니 이션 수행 

‧ 다부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이 반 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 가트 (Gartner Group)65)는 국민 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새 

없는 정부(Seamless government), 가치창출 정부를 지향 

           1) Presence → 2) Interaction → 3) Transaction → 4) Transformation

65) Gartner Group, “Four Phases of e-Government”, Gullers Group. (2006.10) “The Future of eGovernment 

–Scenarios 2016”.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 Attention Economy: 정보가 넘쳐나고 언제든 손쉽게 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의 심(attention)이 귀해지는 사회(Davenport)

66) 황상민(2011), 오 포럼 창립총회(롤  엔센)

67) 정국환(2012. 6), 제13차 오 포럼 



        ※ 2012년 스마트폰 사용자 3천만명 돌 . 2014년 이내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가 데스크톱 인터넷 사용자를 추월할 것으로 망  

68) 문형남(2012), 제13차 오 포럼



69) 최동근(2012. 11), 2012년 오  컨퍼런스  



          ※ 개인화(Personalisation) 서비스란 능동 (pro-active) 자동화된 서비스를 고객 

심(customer-centered)의 개인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70) 

70) Szilárd d Molnár(2007.7), “eGovernment in the European Union”



          ※ 스마트기기는 치 인식, 본인 식별 등이 가능하므로 보다 용이하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구가 될 것 



71) 이성춘(2011), 제3차 오 포럼 



72) 이성춘(2011), 제3차 오  포럼 







맞춤형 

서비스의 

개념

� 정부가 수혜자를 특정하여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수요에 반응하여 생성됨 

� 정부가 단독 공 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자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능동 으로 생겨남

� 온-오 라인의 경계를 넘어 최신의 ICT 기술이 용되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됨 

� 시간/노력 등 자원 투자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제공됨

� 서비스의 품질, 범 , 난이도에 따라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제공될 수 있음

맞춤형 

서비스의

지향 가치

� 개인의 시간, 노동, 자원 투자를 최소화하여 사회 체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 안 , 방재, 공정(公正) 등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 

� ICT 기술력이 활용되고  발 되는 상승작용의 터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 지속 인 발생과 진화, 새로운 비즈니스化로 일자리 창출의 

역할과 경기 회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

73) 신익호(2012), 포럼 이슈보고서 



�

�

�

�



＊복지부 보도자료(’13..2.26) ＊기재부 보도자료(’12..12.31)

< 시 >
① 다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 로 바우처 카드 발 ㆍ이용
② 한 자녀를 둔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사랑카드(보육료, 복지부), 

유치원 이용 시에는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 교과부)를 별도로 
발 받아 이용

③ 소득층 어린이인 경우, 소득층을 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등의 카드도 추가로 발 받아 이용

74) NIA(2011), 자바우처시스템의 범정부 확 ·발  방안에 한 연구



(단 :개)

15 2 3 6 1 27

소계 20 6 1 27



75) 홍필기(2012), 포럼 이슈보고서(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응하기 한 공공정보체계 발 방안)





76) 신익호(2012), 포럼 이슈보고서 



이성과 합리

효율과 실용성, 

통제, 리 정체

성의 

표

과업, 
성취

발 , 성장,

로의식, 
인정,

경제  안정

일의 효율  

처리를 한 

도구/수단

군  행동유행, 

소속감, 재미, 감각

자극 추구

유행, 

재미

재미, 단순함,

계, 소속감,

호기심

유사한 

사람의 소통  

채 ,
놀이의 상

규범 /집단
가치추구, 안정지향,

자기계발 욕구, 

호기심

생산

재생산
권력, 직업  
성취, 인정, 

규범, 계

지 /우  

표 의 수단

창조 , 생산 ,

자기 심  표 과 

공유, 매니아  속성과 
사회성을 겸비

새로운 종류에 문성 

발휘

창작, 
변화

자유, 창의력

즐거운 삶
모험, 공감

놀이=일=생활

자존감
기존 체제에 응, 

순응욕구의 탈 계, 

상황에 따라 유연

즉흥
, 

자기

지향
인 

멋의 

추구

사회  

가치

경제  안정
인정

소속감, 

즐거운 삶
외모

개인화된 

무엇

규범으로부터 자유
순간의 재미

매니아  속성

본래 기능/내용/틀에 
얽매이지 않는 활용

개인  

가치

열정, 호기심

단순함, 자유, 

유연성

재미

자유로운 

표

 

77) 황상민(2011), 오 포럼 창립총회 





        ※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사용자가 제품/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며 

얻는 모든 직간 인 경험 

        ※ 테슬러의 복잡성 보존 법칙: 모든 로세스는 단순화 한계 이 있다. 

더 이상 단순화하면 복잡성은 딴 곳으로 옮겨간다 



          

78) 옥상훈(2011), 제2차 오  포럼 



79) 장 (2011), 제10차 오 포럼, 윤성원(2011), 2011년 오  세미나 



가 문가, 천재, 작가 다양한 이해 계자

언제 바우하우스(1919 ) 이래 2000년  이후

어디서 스투디오에서 장에서

무엇을 터치포인트 통합  생태계

어떻게 가시화, 창의, 트 가시화, 찰, 참여, 업

왜 공 자 매 신장 수요자 경험가치 향상

80) 윤성원(2011), 2011년 오 세미나 



81) 김기창(2011), 제5차 오 포럼  2011년 오 세미나 자료 재구성



82) 김기창(2011), 제5차 오 포럼  2011년 오 세미나 자료 재구성



           ※ 2012년 약 1.1억만  태블릿 PC 출하 상, 2014년까지 약 2.6억만  상 



83) 문형남(2012), 제13차 오 포럼(2011년 상반기 스마트폰이용실태 조사)



368 852 1,220

( : ) ( : )

615 5,268 368 (100.0) 7.0

47 2,163 149 (40.5) 6.9

17 1,769 147 (40.0) 8.3

263 1,160 56 (15.2) 4.8

288 176 16 (4.3) 9.1

84) NIA(2012), 공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 황조사  진단 용역



85) 문형남, 이재호, 김기창 등 포럼 발표자  포럼 원들의 의견과 논의사항을 반  





86) 종홍(2011), 제7차 오 포럼



87) 한국정보화진흥원 IT정책연구시리즈 제15호



       ※ 자율 출근/집  근무제도, 조직문화 개선, 결재 로세스 단순화 등 일반 인 

경 신 활동들이 모두 포함

       ※ 美 Public Law 106-346: 최소 일주일에 하루를 정기 으로 자택이나 스마트워크

센터 등에서 업무의 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88) 한국정보화진흥원 IT정책연구시리즈 제5호



- 비용 감  생산성 향상

- 교통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

- 일과 삶의 균형 실
- 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

- 근태 리의 공백 발생

- 인사상 불이익

- 사생활 침해, 정보보안 우려
- 고용 안정성 악화  소외감 유발

기반조성

- 조직문화, 인식개선과 홍보를 통한 노사의 수용성 제고

- 기술  제도  보안 책 마련

- 법․제도의 정비, 개정을 통한 정부의 실천  의지 표명

- 스마트워크의 개념  한국형 스마트워크 모형의 정립

운
- 인사․조직 리 개선  노사 계 정립으로 상호 신뢰 문화 형성

- 기 시장형성을 한 정부 투자  재정  지원 책 마련

확산

- 산학연 력을 통한 실효성있는 스마트워크 련 연구의 확

- 스마트워크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외시장진출 지원

- 기업규모, 지역 등에 따른 스마트워크 도입 격차 해소 방안 마련

89) 남기범(2012.3), 경계분석을 통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과제 도출에 한 연구를 정리



9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스마트워크 우수사례집



원거리 회의

- 빠른 정보공유  의사소통 채 의 확보

- 이동 소요시간  비용 약

- 탄소배출 감  해외 기  력

회의 기록 장
- 회의기록을 통한 VOD서비스로 정책정보 제공

- 기록의 정확성, 열람의 편의성 확

원활한 회의 진행
- 회의 목 과 성격에 맞는 장비 마련으로 효율  

회의 진행 가능

91) 한국정보화진흥원 IT정책연구시리즈 제15호



92) 최동근(2011), 제9차 오 포럼





산림청 클라우드기반 주문형 지식 리시스템 구축 헬 데스크 인력 효율화

국방정보

시스템국

클라우드기반 클로벌 정보그리드 콘텐츠 

정보시스템 구축

500개 서버 추가 구축

비용 감

육군 육군체험센터 CS 리시스템을 클라우드 환
센터 방문자 모니터링과 

SNS 련정보 결합

에 지부 산하 연구소에 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140만불 비용 감 효과  

연구효율성 강화

재무부 취약  평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화
비용 86% 감소, 성능 4배, 

감지율 12% 향상

연방노동

계부
이스 리시스템을 클라우드화

라이선스, 유지보수  

HW구입비용의 88% 감

국립항공

우주국

NASA 연구소 이미지제공서비스를 클라우드 

구축

이미지 로세싱 시간

7,200% 향상

국립해양

기청

모바일 기기와 동기화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 메시징 서비스 도입
업무 능력 향상

증권거래

원회
클라우드기반 고객 계 리시스템 도입

모든 고객 커뮤니 이션 통합

으로 소요시간 75% 단축

사회보장국 클라우드기반 FAQ 시스템 도입
과다트래픽 방, 지식

DB의 확장 편의

93) 이성춘(2011), 2011년 오 세미나



논리공간 심

⇨

인터넷 심 Security

(디바이스/서비스 심)

개별환경에서의 정보보호

(단일목 형 보안 제품)

선택기능(S/W 심)

94) 최동근(2011), 제9차 오 포럼



95) 최동근(2011), 제9차 오 포럼

96) 최동근(2011), 제9차 오 포럼



 - 클라우드 서비스 악용

 - 취약한 인터페이스

 - 내부자 보안 취약

 - 가상화에 따른 약

 - 자료 손실  유출 가능성 확

 - 계정  서비스 해킹 험

 - 험도 측정의 어려움 등

97) 최동근(2011), 제9차 오 포럼



강동석(2011),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 변화”,『2011년 스마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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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인원수 375명 41명 33명 133명 147명 21명

비  율 100% 10.9% 8.8% 35.5% 39.2% 5.6%

1,359명 72명 560명 172명 413명 145명

공  통 차세  자정부(e-Gov 3.0)의 지향과 상징  의미 서진완 교수

참여·소통

분과

공공부문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분석 윤 민 교수

소셜미디어  참여소통 국내외 사례  시사 이 환 교수

서비스

분과

미래 스마트정부 맞춤형서비스 발 략 신익호 표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응을 한 공공정보체계 발 방안(사례연구) 홍필기 교수

지역기반 자정부서비스 발 모델  략 김상욱 교수



창립총회
(11. 6. 29)

스마트정부(G 3.0)의 가치와 지향 : 창조성
한세억 교수
(동아 )

산업계에서 바라본 자정부 추진방향에 한 제언
류한석 소장

(기술문화연구소)

(새로운시선:심리학)인간 심 자정부 추진방향에 한 제언
황상민 교수
(연세 )

제1회 포럼
(11. 7. 13)

스마트 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
고원선 부장

(NIA)

스마트 디바이스 황  자정부에 한 제언
김규호 본부장
(CEWIT Korea)

제2회 포럼
(11. 7. 27)

스마트 사회 실 을 한 해외 주요국의 新국가정보화 략
박선주 선임

(NIA)

(새로운 시선 : UX디자인)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져올 사용자 경험의 변화와 자정부

옥상훈 부장
(NHN)

제3회 포럼
(11. 8. 10)

모바일 자정부 황  향후 추진과제
이재호 부장

(NIA)

랫폼에 한 이해와 정부의 역할 이성춘 장
(KT경제경 연구소)

제4회 포럼
(11. 8. 24)

지식산업과 Web 3.0
이 환 교수
(건국 )

(새로운시선:정보사회학)공감과 참여 :새로운 IT세상의 키워드
윤 민 교수
(한양 )

제5회 포럼
(11. 9. 7)

지역정보화 추진 황과 발 방향
양순애 단장

(KLID)

공공서비스와 인터넷:패러다임의 변화를 반 한 법제도 개선방향
김기창 교수
(고려 )

제6회 포럼
(11. 9. 21)

(새로운 시선 : 뇌공학/인지과학)스마트정부 구 을 한 뇌공학 
연구의 황  망

이성환 교수
(고려 )

미래 스마트정부의 발 략
명승환 교수
(인하 )

제7회 포럼
(11. 10. 5)

N스크린 시 의 HTML5 의미와 망
종홍 선임
(ETRI)

On2Off 시 의 트 드
김지  이사

(Daum)

제8회 포럼
(11. 10. 26)

M2M(사물지능통신) 동향  공공분야 용방안
장원규 부장

(KCA)

(새로운 시선 : 네트워크 경제학) 네트워크 경제의 두 얼굴
이덕희 교수

(KAIST)

제9회 포럼
(11. 11. 9)

스마트정부와 보안에 한 고찰
최동근 이사
(롯데정보통신)

미래인터넷 기술 황  망
최태상 박사

(ETRI)

제10회 포럼
(11. 11. 23)

모바일클라우드와 자정부
박종서 교수
(한국항공 )

(새로운 시선 :디자인경 ) Design thinking driven innovation
장  

( 리랜서)



오 세미나
(11. 12. 7)

[Keynote Speech] 스마트사회를 향한 미래 략
김성태 원장

(NIA)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 변화
강동석 단장

(NIA)

패러다임 변화  스마트 정부
홍필기 교수
(서울디지털 )

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방향
황규철 과장
(행정안 부)

Big Data, 랫폼, 정부
이성춘

(KT경제경 연구소)

스마트정부의 사상: 개념과 제
윤 민
(한양 )

시민 심(Citizen Centric) 서비스로의 환
최창학 소장

(한국문화정보센터)

스마트 자정부 환을 한 정책방향
황주성 그룹장

(KISDI)

기술변화에 다른 공공서비스 진화
신익호 이사
((주)기술과 가치)

디자인을 통한 사용자 심의 공공서비스
윤성원 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스마트 자정부 환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이 환
(건국 )

스마트정부 환의 장애요인  해결방안-국가정보화추진체계 
 주요 이슈를 심으로

강재화 과장
(국토해양부)

소 트웨어 련 제도 개선 방안
김기창 교수
(고려 )

4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Smart Government
윤 진 상무
(삼정KPMG)

보안  개인정보보호
최동근 이사
(롯데정보통신)

제11회 포럼
(12. 4. 24)

스마트 자정부의 개념과 가치, 추진방향
류 택 단장 등 

패  6명

제12회 포럼
(12. 5. 23)

소셜미디어와 행정환경의 변화
윤 민 교수
(한양 )

스마트환경에서의 공공분야 소셜미디어 활용 황  망
정원모 책임

(NIA)

스마트정부에서 참여와 소통의 원칙과 험성, 그리고 응
이 환 교수
(건국 )

제13회 포럼
(12. 6. 20)

정부/시민의 역할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세계
김상욱 교수
(충북 )

스마트정부의 맞춤형 서비스
정국환 원

(KISDI)

지역정보서비스의 황과 발 방안
김 미 교수
(상명 )

공공 모바일웹  앱서비스의 황과 개선방안
문형남 교수
(숙명여 )

빅데이터와 방  서비스 & 측
권 석 표
((주)클루닉스)



제14회 포럼
(12. 7. 25)

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
조용호 표

((주)비 아 나)

랫폼 기반의 미래 자정부
신익호 표

((주)창의컨설 )

서울시의 Gov 2.0 략
황종성 단장
(서울시)

제15회 포럼
(12. 9. 19)

스마트정부의 참여와 소통
윤성이 교수
(경희 )

소통과 참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김명  연구 원

(ETRI)

공공부문 소셜미디어 운 황  이슈
고원선 부장

(NIA)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황  이슈
윤 민 교수
(한양 )

제16회 포럼
(12. 10. 24)

주민생활 심의 정보서비스 변화방향
김상욱 교수
(충북 )

지역정보화 추진 황과 발 과제 : 자정부서비스를 심으로
양순애 감사역

(KLID)

개인 맞춤형 서비스 추진 략
신익호 표
((주)창의컨설 )

남양주시 희망 어 이야기
신 미 센터장
(남양주시)

오  
컨퍼런스
(12. 11. 21)

차세  자정부(e-Gov)의 Locus와 Focus
서진완 교수
(인하 )

미래 스마트정부의 서비스 변화
신익호 표
((주)창의컨설 )

자정부서비스의 도
홍필기 교수
(서울디지털 )

정보화 시 의 국정참여와 소통
강원택 교수
(서울 )

랫폼, 집단지성에서 시민 행동까지
이 환 교수
(건국 )

실증  업 거버 스
이원석 교수
(연세 )



정부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장 11년

강재화 국토해양부 정보통계담당 11～12년

공 석 문화체육 부 정보통계담당 11～12년

김찬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 11～12년

황규철* 前 행정안 부 정보화지원과장 11년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경 기획실장 11년

류 택*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지원단장 12년

학계

임종인 고려 학교 정보보호 학원장 11년

김기창 고려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11년

윤 민 한양 학교 언론정보 학 정보사회학 교수 11～12년

황주성 서울과학기술 학교 IT정책 문 학원 교수 11～12년

홍필기 서울디지털 학교 경 학과 교수 11～12년

명승환 인하 학교 행정학과 교수 11～12년

이 환 건국 학교 국제학부 교수 11～12년

윤 진 상명 학교 경 학부 교수 11～12년

서진완 인천 학교 행정학과 교수 12년

이원석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12년

연구

기

김명 ETRI 창의연구본부 연구 원 11～12년

박 진 주정보 상산업진흥원장 11～12년

최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연구단장 11～12년

오 석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지원단 연구 원 11～12년

산업계

이주연 SK C&C 상무 11년

최창학 ㈜이거 컨설  표이사 11～12년

최동근 롯데정보통신 ISC부문장(이사) 11～12년

신익호 ㈜창의컨설  표 11～12년

언론계
김 배 자신문 편집국 정보산업부 차장 11～12년

장윤옥 디지털타임스 편집국 디지털뉴스부장 11～12년

고원선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정부기획부장 11～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지원단 자정부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