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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정정정정부부부부,,,, 왜왜왜왜 도도도도입입입입해해해해야야야야 하하하하는는는는가가가가

□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와 전자정부(e-government)는 유사한 개념

-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정부 형태로 산업화 정부의 변화 방향과 비전을

함축

-전자정부, 지식정부도 엄격한 개념 기준없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

산업화 정부와 디지털 정부의 개념적 차이

산업화 정부 디지털 정부

업무처리 방식 오프라인(off-line) 온라인(on-line)

정보 문제 정보독점과 비대칭 정보공유와 대칭

접속 방식 대면접속(face-to-face) 망접속(web-to-web)

조직 구조 수직적 위계조직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

조직 성향 확대지향적(upsizing) 축소지향적(downsizing)

□ 디지털 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

-선점자가 모든 것을 갖는 디지털 시대의 라이프사이클은 정부에도 해당

디지털 경제의 라이프사이클

시장에서의

채택

시간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Majority Late
Adopters

Laggards

디지털형
life cycle

전통형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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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의 유연하고 효과적인 역할이 없이는 경쟁력 향상이 불가능

□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 등 고객만족 정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적은 비용, 나은 업무(costs less, works better)」가 디지털 정부의 모토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오프라인으로 수동 처리시 온라인으로 디지털 처리시

수표 처리 1.1달러 2센트

세무서류 송부 3.5달러(우편 송부) 2센트

세금신고 오류율 16% 0.06%

자료 : R. Atkinson (2000), "Moving Toward a Digital Federal Government,"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디지털 정부의 구현이 정부의 성과와 디지털 미래(digital future)를 결정

디지털 정부 도입에 따른 1, 2차 예상 효과

장장장장

벽벽벽벽

비용

성과

이상적인

디지털 정부

가능성 디지털 시대의

공급곡선

정부의 디지털화

산업화 시기의

공급곡선

실패한 디지털 정부

초기
대규모
IT 투자

1차 효과

실패비용

2차 효과

-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체로 디지털 정부를 선택하

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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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구 3국은 디지털 정부가 거의 완성되었고 디지털 복지를 논의중

-향후 2~3년이 국가경쟁력과 디지털 미래를 좌우할 중대 전환기

□ 업무처리 디지털화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부상(像)이 필요

-디지털 정부는 정보화사회를 앞당겨 정부 성과에 2차 효과 발생

-디지털 정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

-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와 활용이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생산성의

역설(productivity paradox) 문제 발생

ⅡⅡⅡⅡ.... 상상상상황황황황인인인인식식식식의의의의 갭갭갭갭과과과과 인인인인식식식식의의의의 전전전전환환환환

□ 한국은 기술중심적 시각 속에서 하드 인프라 구축에 치중

-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통합민원행정망」 개설과 「문서관리시스템」 개선에

주력

·별첨한 한국전산원의 전자정부 개념도도 이에 해당

- 2000년 ICT투자 비중은 하드웨어 72%, 소프트 및 서비스 28%(정보통신정

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 월간 동향」, 각호)

-기술투자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

한국의 상황인식과 전환의 방향

인식의 기조 인식전환의 방향

변화의 동인 기술 중심(hard/투자) 인간 병행(soft/활용)

접근의 방식 행정학적 기능적 접근 정치학적 접근 보완

변화의 범주 정부의 디지털화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

벤치마킹 사례 미국 모방 미국과의 차이 인식

개념 규정 협의의 정부 개념에 국한 광의의 국가지배구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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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중심으로 접근한 결과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무력

-디지털 정부는 단순한 자동화(automation)가 아닌 재창조(reinvent)

-정보화 사회 건설과 디지털 정부를 거부하는 제도적 관성의 해체가 필요

-디지털 정부의 전제조건인 법제도 개선은 새로 만들어야 할 정치적 과정

-인센티브구조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치학적 접근이 필요

□ 정부의 디지털화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

-한국에서 정부 디지털화를 디지털 정부의 완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현실적

-정부의 디지털화는 물론 디지털 경제에 맞는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

-좌표와 발전경로가 불확실한 시대인 만큼 비전과 리더십이 더 중요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정부 효과 비교

비용

시간

양국간 효과 갭

2222단단단단계계계계

old government
(한국)

digital government
(한국)

old goverment
(미국)

digital government
(미국)

정부개혁 효과

디지털 정부 효과

디지털 정부 효과

reinventing
government

1111단단단단계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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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인 정부혁신이 미완인 상태에서 디지털 정부 과제가 제기된 점이 한국

의 한계

- 1단계 정부혁신 과정이 끝나고 2단계 전자정부가 추진중인 미국이 모범사례

-한국은 행정비용은 줄어도 제반 사회적 비용이 줄지 않을 우려

□ 협의의 전자정부 개념을 넘어서 광의의 국가 지배구조(state governance)에

대한 인식이 필요

-정부가 처한 구조적 환경이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

- 산업화 시대의 지배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디지털형 지배구조(digital

governance)가 형성중

-디지털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다차원적인 리더십이 중요

디지털 시대의 정부 환경과 지배구조의 변화

산업화 시대 디지털 시대

권력원천 물리력(hard power) 지식력(soft power)

민주주의 대의적(representative) 참여적(participatory) 전자민주주의

시민 수동적 소비자(passive consumer) 적극적 동반자(active partner)

국가 민족국가(nation state) 글로벌 경제(global market)

정치 대중동원형(mass-based) 일대일 접속형(internet-based)

자료 : Alliance for Converging Technologies(1999), "Governance in the Digital Economy",

p.5의 내용에 권력원천 개념을 추가하여 재작성

□ 디지털 정부를 도입해도 전통적인 정부 역할은 여전히 중요

-디지털 정부의 1차 목표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정부에 접속(Acc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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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의 2차 목표는 디지털 시대 정부 역할의 효과적 수행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도록 리더십 발휘

- 국가별로 디지털 정부가 정보화 사회의 추진체인 경우(한국, 유럽)와 정보화

사회 진전의 결과이자 기술적 재도약의 수단인 경우(미국)로 대별됨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시대의 정부 역할

     국가국가국가국가  governance
(share holder로서의로서의로서의로서의 시민시민시민시민)

• state          
• power        
• democracy 
• citizen        
• politics       

정부정부정부정부
(consumer로서의

시민 )

디지털시대의디지털시대의디지털시대의디지털시대의 
정부역할정부역할정부역할정부역할

(catalyst/regulator)
• e-state          
• e- power       
• e-democracy
• e-citizen       
• e-politics      

디지털정부디지털정부디지털정부디지털정부
(user/

e-government)

변함없이 중요한 정부역할

디지털화로 변화

ⅢⅢⅢⅢ....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시시시시대대대대의의의의 정정정정부부부부 역역역역할할할할과과과과 리리리리더더더더십십십십

□ 사용자, 촉진자, 규제자로서 정부의 역할

- 세가지 역할의 중요성이나 관계는 정보인프라의 발전 정도나 국가전략의 우

선순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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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의 역할과 기능

역 할 주요 기능

사용자

(user)

- 디지털 기술 습득

- 디지털 국가지식관리시스템 활용

- 통합 디지털 행정 정보서비스 제공

- 정보조달의 전자상거래화

촉진자

(catalyst)

- 디지털 기술과 산업 육성 및 자원의 우선 배분

-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 지적소유권 강화

- 패러다임 변화 선도

규제자

(regulator)

- 독점규제와 공정한 경쟁 보장

-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

- 사이버 프라이버시 보장

- 사이버 윤리 감시

□ 기술적, 법제도적, 사회경제적 조건이 구비될 때 디지털 정부가 제대로 기능

-업무처리와 지식확산 및 공유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전제

- 제도적 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디지털 경제를 확산하고, 새로운 룰을

제정하기 위한 촉진자와 규제자로서 디지털 정부의 역할이 필요

디지털 정부의 성공조건

구 분 성공 조건

기술적 수준

- 일정한 기술수준 도달

- 기술활용 능력 확보

-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법적 제도적 수준

- 지적소유권 강화

- 전자상거래 촉진

- 업무처리의 디지털화 의무화

- 인센티브 구조 개선

사회경제적 수준
- 창의적 인재교육

- 경제정책의 기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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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정부의 핵심 역할은 ICT혁명을 디지털 경제 확산과 결합시키는 리더십

-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를 이해시키고 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며 보

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

- 정부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와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디지털 경제

에 직접 참여해야만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

- 과거처럼 리더들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채 기술자들에

게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위임해서는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장애가 디지털 정부의 핵심 걸림돌

-기반기술과 활용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기술 자체는 장애요인이 아님

-디지털 문화를 적극 수용하도록 사회적 인식과 조직의 운영원리를 전환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나 세제개혁 등 정책 기조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전환

- 디지털 정부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는 거국적 지원

과 협력이 필수

□ 투자를 결정하고 장벽을 허무는 것이 리더십 발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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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를 위한 장벽해체와 리더십

old
model

digital
model

해체과정

 (Path-
  dependence)

창조과정

(convergence)

IT revolution

leadership

벽(Barrier)
가치분배

규제중심

안정지향

경직성

Hierarchy

아날로그

가치창조

촉진중심

변화지향

유연성

network

디지털

정 치

정 책

문 화

제 도

조 직

기 술

ⅣⅣⅣⅣ.... 선선선선진진진진국국국국의의의의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정정정정부부부부 추추추추진진진진전전전전략략략략

1111.... 개개개개요요요요

□ 정보화에 앞선 국가들이 디지털 정부 추진에서도 선두

선진국들의 정보화 순위와 정책 착수시점

정보화 순위 정보화정책 착수시점

미 국 1 1993.9

핀 란 드 3 1994.12

호 주 8 1998.7

일 본 9 1998.11

캐 나 다 10 1994.2

영 국 11 1996.7

독 일 13 1996.2

프 랑 스 14 1998.1

주 : 정보화 순위는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1999 Information Society

Inde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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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7년부터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촉진 10대 과제중의

하나로 전자정부 구현을 제시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00∼2005년 완료를 목표로 디지털 정부 전략을 추

진중

- 핀란드(2000), 캐나다(2000), 호주(2001), 영국(2002), EU(2003), 독일

(2005)

- 한국도 2002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자

정부 추진 5개년 계획(여건조성→확산→정착의 3단계)을 마무리할 계획

□ 정보화 수준, 재정상황, 법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추진방식이 다양

-미국과 대조적으로 유럽 등 정보화 후발국은 정부 주도적 전략을 선호

주요국의 디지털 정부 추진단계

정부혁신 업무의 디지털화 콘텐츠 ∙ 서비스 향상

 

정
보
화 

기
반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착

디지털
촉진
(전자
상거래 
확산)

인프라
구축

개도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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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국국국국가가가가별별별별 전전전전략략략략

1111 미미미미국국국국 :::: AAAAcccccccceeeessssssss AAAAmmmmeeeerrrriiiiccccaaaa

□ 1980년대의 경제개혁과 90년대의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신경제(new

economy)가 실현되고 이를 기초로 디지털 정부 전략을 가속화

-클린턴 정부는 정보화 및 디지털 정부 구현을 국가경쟁력의 수단으로 인식

□ 미국은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정책을 디지털 정부 전략의 촉매로 활용

- 93년 이후 「초고속정보통신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구

축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

- 93년 9월 국가행정평가위원회(NPR : 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해 13개 사업, 49개 실천계획을 제시

- 93년 10월 GITS(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작업반을

구성하고 전자정부 추진을 전담

- 96년 통신법 개혁으로 정보통신시장의 규제완화 단행

- 97년 정부조달의 전자상거래 도입, 공공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정보접근

확충 등을 골간으로 하는 「Access America」를 제시

□ 99년 12월 「Towards Digital eQuality」에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클린

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리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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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미국의 5대 전략

1. 민간부문이 선도해야 한다

2. 전자상거래는 시장주도적(market driven) 영역이며 규제해서는 안된다

3. 정부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측가능하고, 최소한의, 일관되며, 단순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정부는 정책에서 분권화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5. 전자상거래는 경계없는(seamless)전 지구적 시장이 되어야 한다

자료 : 미국전자상거래작업반(1998), First Annual Report.

-전자상거래 전략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이 반영

- 클린턴, 고어 등 정치지도자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 계층의 지지를 구하

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수행

□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해소와 디지털 정부의 완성이 향후 과제

- 디지털 경제로 인해 지역간 인종간 격차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복지정책을 추진

·이를 위해 23억 8,000만 달러 상당의 새로운 예산안 발표(2000.2.2)

- 복지수혜서비스의 디지털화(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 정부문서

의 디지털화, 정부조달의 완전 전자상거래화 추진

-미국의 디지털 미래를 위해 3가지 이니셔티브(new initiative) 제시

·디지털 기회(digital opportunity)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정보화사회(e-society)

2222 영영영영국국국국 :::: eeee----ccccoooommmmmmmmeeeerrrrcccceeee@@@@iiiittttssss....bbbbeeeesssstttt....uuuukkkk

□ 2002년까지 세계 제1의 전자상거래 국가 건설이 디지털 정부의 핵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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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백서」(1998.12)에서 디지털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시

영국의 디지털 정부 추진목표(2002년)

주 체 주요 목표

정 부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G7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제고

기 업 - G7국가중 최고비율의 B2B, B2C 거래

개 인

- 영국인의 가정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률(G7국가중 최고 수준) 제고

- 인터넷 접속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인하

- 다기능 스마트카드인 「E-Cash」를 적극 보급, 사용인구를 최대화

□ 내각실 산하에 정부개혁 성과 및 혁신국(PIU :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을 신설(98년 7월)

- PIU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 99년 9월에는 전자상거래 전략보고서인 「전자상거래, 최상의 영국(e-

commerce@its.best.uk)」을 통해 60개항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

-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전자상거래 담당각료(e-Minister), 대외

활동과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하는 전자상거래 특사(e-Envoy)를 임명

- 정보통신산업 규제완화, 전자상거래 장벽 제거, 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정보

기술 교육 강화,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 정비 등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디지털 정부의 조속한 구현

·2001년 3월까지 중앙정부 조달품목의 90%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

·인터넷을 통한 정부서비스 제공(2002년 25%, 2008년 100% 목표)

3333 호호호호주주주주 :::: GGGGoooovvvveeeerrrrnnnnmmmmeeeennnntttt OOOOnnnnlllliiiinnnneeee

□ 호주는 디지털 정부 구축을 초기 정보화 정책의 중심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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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 12월 재무부 산하 정보화검토단(ITRG)에서 정보화 계획을 처음 제시

-추진조직으로 정부정보기술국(OGO)을 설립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전권 부여

·캐나다인 Andy Macdonald를 국가정보화책임자(CGIO)로 임명

□ 98년 7월 정보화경제(information economy)로 진입 정책을 본격 추진

- 호주 중앙정보경제실(NOIE : The 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이 작성한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비전을 확정

-「E-commerce beyond 2000」에서 전자상거래 정책을 제시

호주의 디지털 정부 전략의 주요 정책

구 분 주 요 내 용

국가 비전
-정보화 경제에 모든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국민복지,

고용, 국가의 부를 증대

10대 우선과제

(strategic priority)

- 정보화 경제 기회 극대화

-국민교육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

·장애인 대상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촉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인터넷 콘텐츠법 제정

-호주문화 보전 및 육성

- ICT산업 육성

-의료 보건부문 시장잠재력 확대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에 적극 참여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제공

·2001년 정부서비스 100% 제공

·one-stop 정부서비스 제공

자료 : NOIE (1999),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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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정보화 정책과 디지털 정부 전략

국 가 비전(목표) 추진조직 핵심 정책프로그램 세부 실천과제

미미미미 국국국국
세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분야 주도

백악관/
상무성
(전자상거래
작업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NII, 93.9)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97.7)
-디지털 평등을 향하여
(99.12)

-초고속 정보고속도로 건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세계화
추진
-디지털 정부 실현
-디지털 평등 및 전자사회
(e-society) 구현
-차세대 인터넷(NGI) 개발

일일일일 본본본본
디지털 사회 조기
구현

通産省/
郵政省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 기본방침(98.11)
-밀레니엄 프로젝트
(99.12)

-4만개 학교에 인터넷망 구축
(2002년)
-수퍼 디지털 정부 실현(2003년)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고성능 하드웨어 개발(2004년)

EEEE UUUU
2003년까지 「디지
털 유럽」건설

EU집행위내
기업 정보화
총국

-eEurope(99.12)

-10개 정책분야(2002년 모든 학교
에 인터넷망 구축, 전자상거래
촉진 등)
-범유럽 초고속망 구축(i-21프로
젝트)

영영영영 국국국국
2002년까지 세계 최
고의 전자상거래 국
가로 육성

전자상거래
담당장관/
특사

-전자상거래, 최상의
영국(99.9)

-정보접근 확대(학교 인터넷
보급, 평생교육 등)
-중소기업 지원
-디지털 정부의 조속한 구현
(인터넷을 통한 정부구매,
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독독독독 일일일일
2005년까지 유럽 최
고의 디지털 국가로
부상

재무부 등
연방정부
부처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혁신과 고용(99.9)

-정보기술 확산(2001년 전학교
인터넷 접속)
-모든 사회계층 참여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전자상거래 촉진
-디지털 정부 구현

프프프프랑랑랑랑스스스스
정보화 사회에서 국
민연대(solidarity)
강화

정부부처간
위원회
(CISI)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
부의 실행계획(PAGSI)
(98.1)

-학교교육 강화(2000년까지 전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프랑스 문화의 디지털화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
-디지털 정부 구현을 통한 민주화
진전
-법체제 정비

핀핀핀핀란란란란드드드드

2000년 정보화 사회
선두국가(초기),
인간 중심, 삶의 질
향상, 사회균형
추구(후기)

국립연구개발
기금(SITRA)

-국가정보화전략
(94.12)
-국가정보화전략 최종
보고서(98.12)

-전자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식경영
-네트워크 경제(전자상거래
촉진 등)
-공공부문 개혁

캐캐캐캐나나나나다다다다
2000년 세계 최상의
네트워크 국가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IHAC)

-21세기 정보화 사회
건설(96)
-전자상거래 추진전략
(98.9)

-초고속 정보고속도로 건설
-캐나다 고유의 컨텐츠 개발
-정보접근 용이
-디지털 정부 구현

호호호호 주주주주

전 국민의 정보화
경제 참여를 통한
국민복지, 고용,
국가 부의 증대

중앙정보경제
실(NOIE)

-정보화 경제를 위한
국가전략(98.7)
-정보화 경제를 위한
전략적 틀: 우선과제
(98.12)

-국민교육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촉진
-법제도 정비
-호주문화 보전 및 함양
-ICT산업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
구현(2001년 완료)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에
적극 참여

자료 : 김득갑 외 (2000),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정책대응」,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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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정정정정부부부부 구구구구축축축축전전전전략략략략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향향향향

1111.... 비비비비전전전전 및및및및 전전전전략략략략 방방방방향향향향

□ Vision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 Mission

-디지털 경제와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구동 엔진(driving engine)

-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건

설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

□ Business

-소비자와 주주로서 국민에 대한 종합서비스(total care) 제공

-수요자의 시각에서 국민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define, solve)」

-소비자 시민과 주주 시민을 동시에 만족시킬 업무 재구축 및 리더십 발휘

□ Strategy

-디지털 기반의 완전 정착과 콘텐츠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기술적으로는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충분한 활용이 목표

-업무의 디지털화 완성과 함께 고급의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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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trategy

-통합 웹사이트(portal)가 디지털 정부의 접속 포인트

- intranet과 extranet을 겸비한 창(window)을 통해 정부를 신뢰

-「웹은 전자정부의 중심이다」(Institute for E-Government, 1999)

디지털 정부의 포털 사이트

디지털

민주주의

- 전자투표

- 입법참여

디지털 정부

•  IT leadership 

•  Web strategy 

intranet

internet

사이버

커뮤니티

- 여가활동

- 봉사활동

교육

- 화상수업

- 재교육

기업

- 정부조달

- B2B

extranet extranet

e-politics

e-
bu
si
ne
ss

e-
co
mm
un
it
y

e-learning

국민서비스

- 정보공유
- 업무처리
  디지털화

e-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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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의 비전 수립을 위한 4가지 전략적 원칙(EU)

① 기업환경 개선(Enhance the business environment)

- 정보통신 산업의 규제완화

- 역내 교역 및 시장의 활성화

②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 in the future)

- 지식정보 인프라의 구축

- 교육 훈련의 강화

③ 시민 우선주의(Citizens first)

-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

- 유럽사회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보장

④ 세계적 조류에 적응(Take up the world-wide challenges)

- 국제적 룰의 획정

- 인접국 및 개도국과의 교류 확대

자료 : Swiss Federal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1997),

"Government Strategies and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2222.... 11110000大大大大 실실실실행행행행전전전전략략략략

1111 정정정정부부부부혁혁혁혁신신신신과과과과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정정정정부부부부 전전전전략략략략 병병병병행행행행

□ 정부혁신이 완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정부의 추진 성과에 한계

-디지털 정부의 핵심은 단순히 자동화가 아닌 정부의 재창조

□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정부조직 및 역할을 재조정

-수직적 위계조직(hierarchy)을 수평적 네트워크(network)조직으로 전환

-개입과 통제 위주의 산업정책을 디지털 경제 촉진으로 전환

2222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인인인인프프프프라라라라를를를를 조조조조속속속속히히히히 구구구구축축축축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통합 디지털 서비스망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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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프라와 정부업무의 핵심 분야별 응용시스템의 통합 네트워크 완성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 구축

-전 가구와 학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망 설치

3333 정정정정보보보보통통통통신신신신산산산산업업업업을을을을 집집집집중중중중 육육육육성성성성

□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세제지원과 창업지원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육성

-차세대 인터넷 등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대비한 관민 연구개발체제 구축

□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로 시장경쟁을 촉진

-활발한 M&A 유도와 외국 선진기업의 국내 진출 및 제휴 권장

4444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경경경경제제제제를를를를 위위위위한한한한 법법법법제제제제도도도도 정정정정비비비비

□ 디지털 경제에 맞는 거시경제지표 개발과 산업분류표 재작성

-지금은 디지털 경제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할 객관적 기준이 부재

□ 산업화 시대의 법제도와 정책기조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전면 재설계

-국제규범에 맞는 전자상거래 법률화와 전자인증제 등 신수요에 대응

-지적재산권과 프라이버시 및 인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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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전전전전자자자자상상상상거거거거래래래래 확확확확산산산산 및및및및 촉촉촉촉진진진진

□ 인터넷을 통한 정부조달과 세금부과 비중 확대로 전자상거래를 확산

-정부조달의 전자상거래화는 투명성 제고와 정부혁신의 효과도 발휘

□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소비자와 소비자간(C2C) 거래 촉진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신뢰성을 보증

6666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활활활활용용용용 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배배배배양양양양

□ 디지털 기술 및 기존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전 국민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및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효과 제고

□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디지털 교육 강화와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처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업무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ICT 기술 숙련인력의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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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실천을 위한 12가지 실행계획(action plan)

① 정부 기구의 편의가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을 먼저 생각하라

②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재창조를 하라

③ 야심찬 목표를 내걸어라

④ 미래를 저축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투자하라

⑤ 정부와 시민간의 디지털 거래 행위에 집중하라

⑥ 민간부문의 디지털 인프라와 정부 인프라를 결합 작동하도록 하라

⑦ 디지털 거래로 절약된 돈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라

⑧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라

⑨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라

⑩ 온라인에 의한 접근 방법이 전통적인 수단을 없애서는 안된다

⑪ 정부는 민간분야의 노력을 복제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

⑫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고 실패로부터 배워라

자료 : Robert D.Atkinson & Jacob Ulevich (2000), "Digital Government: The Next Step

to Reengineering the Federal Government,"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7777 고고고고품품품품질질질질 콘콘콘콘텐텐텐텐츠츠츠츠와와와와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개개개개발발발발

□ 디지털 정부 구축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고품질의 콘텐츠와 서비스 강화

-디지털 경제 촉진과 정보화 사회 완성을 위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

-민관 합동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식 및 정보의 공유 확대

□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문화 개발과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콘텐츠산업 육성과 디지털 문화정책 벤치마킹

8888 정정정정보보보보화화화화 사사사사회회회회 구구구구축축축축에에에에 초초초초점점점점을을을을 맞맞맞맞춰춰춰춰 리리리리더더더더십십십십 발발발발휘휘휘휘

□ 디지털 정부 전략을 전담하는 기획집행 기구와 국가 CIO 설치

-예산권과 자율성을 지닌 부서와 디지털화된 국가 CIO가 리더십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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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거부하는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장벽을 파괴

-구모델을 해체하고 새로운 디지털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개혁 리더십 발휘

9999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 격격격격차차차차의의의의 해해해해소소소소 및및및및 기기기기회회회회를를를를 확확확확대대대대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없는 지속발전 가능한 정보화 사회를 구현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적 통합이 약해져 지속적 발전이 불가능

□ 디지털 기회(digital opportunity)의 확대로 디지털 복지사회를 실현

-빈곤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와 정보제공 확대

-생산적 복지 개념을 디지털 기회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화

10 전전전전자자자자민민민민주주주주주주주주의의의의 추추추추진진진진

□ 전자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의 복원

-전자투표, 전자여론조사 등 신속한 여론수렴과 정치비용을 절감

-전자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디지털 정부의 최종적인 비전 실현

□ 전자민주주의는 정부정책 및 행정성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

성(transparency)을 높이는 민주적 정치과정

-정책선택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과 신뢰함양에 효과적

-전자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여론조성과 중장기적 연구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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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국전산원의 전자정부 개념도

통합
민원행정

고충
민원처리

시군구
행정정보

인터넷

정부정보
소재안내

열린정부
서비스

One Stop/Non Stop 서비스

통합콜센타 통합형KIOSK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

행정정보 공개

원격
근무센타

근무지

연수기관

공무원
연수기관

가정

원격근무

스마트카드

원격
교육

사무환경 자동화

  공무원
교육강화

정부부처 정부부처

업무재설계(BPR)

지식관리체계

행정업무의 재설계

지식기반
업무환경

보고,결재과정의 전자화

국민과국민과국민과국민과
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
사회의사회의사회의사회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원격
교육

원격
교육

재택근무

전자문서관리 전자문서유통

법/제도 개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범정부적 정보자원 관리체제

전자정부전자정부전자정부전자정부    구현을구현을구현을구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반기반기반기반    조성조성조성조성

안전,신뢰성 강화

행정정보통합DB

정부부처통합전산환경

해킹 및 바이
러스 대응체제

재난관리 및
백업체제

인터넷기반의
서비스망
환경개선

정보시스템
표준정립

공개키
기반구조

행정정보의
축적 및 공동이용

암호키관리
기반구조

정보보호 기반구조 구축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 행정정보 기술기반 정비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정부부처

자료 : 한국전산원(1999), 「21세기 전자정부 비전과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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