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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정부로의 발  단계: 한국정부 사례

조  서*

Development Stages of u-Government: 

Case of Korean Government

Abstract

National e-government initiative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en-
able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service with world-class e-government
has evolved into.

Current e-government services and cross-system linkage are integrated with seamless 
administrative services, and cyber-security, animal disease control, social security, streng-
thening national issues to resolve as important means information leverage. Mobile-based 
e-government is ubiquitous in government to take advantage of ICT in the process of 
evolution, based on fusion with existing services is seeking a smart government.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processes of e-govern-
ment of Korea, and the evolution of ubiquitous government and major strategies and 
the evolution model is presented along with examples.

Ⅰ. 서론1)

국내 자정부사업은 2001년 시작하

여, 고속 인터넷, 휴 화 등 정보통

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업무방식, 

국민 서비스 신, 정보자원 리 신 

 * 한국외국어 학교 경 학부

등을 통해서 세계 인 수 의 자정부

로 발 하여 왔다. 

재 자정부 서비스  시스템 간 연

계  통합을 통한 끊임없는 행정서비스

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가축방역, 사

회안  강화 등 국가 안을 해결하는 

요한 수단으로 정보화를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자정부는 다수의 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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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션을 통해 상당한 발 을 이루

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  

서비스에 한 핵심 속 창구로 인터넷 

속 방식의 정부 웹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실이다. 

IT 발 과 함께 자정부는 다양한 애

리 이션의 개발을 통해서 여러 발

단계를 거쳐서 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Gronlund and Horan, 2005; Lee et al., 

2005). 하지만 지 까지의 연구는 e-go-

vernment에 국한되어 있었고, 모바일, u- 

government 등으로 진화에 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재까지 자정부의 유

형은 e-government에서 모바일 활성화

와 함께 모바일 정부, 그리고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 과 함께 유비쿼

터스 정부로 발 하고 있다.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의사소

통을 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화하고 

있으며, RFID/USN, 스마트폰, 치기반

기술 등 첨단IT 기술로 인해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응

하여 정부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근

간이 되는 RFID/USN을 미래 성장동력

으로 인식하고 유비쿼터스 기반 등을 행

정, 재난, 안 , 복지, 환경 등에 목하

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최신 

IT 기술의 공공수요 창출을 한 선도사

업을 지속 으로 추진해왔다

ICT 분야에 선도 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정부로써 한민국 정부는 모바일 정

부에서 유비쿼터스 정부로 진화하는 과

정에서 ICT를 활용, 기존의 서비스들과의 

융합을 토 로 스마트정부를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유비쿼터스 정부란 첨단 

IT와 정부서비스의 집   통합으로 언

제, 어디서나 가용한 장치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에 자유롭고 용이하게 근

하도록 하고, 더불어 국민들이 직  참

여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첨

단 정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자정부 형태는 기존

의 자정부를 설명하는 모델들과 다소 

상이하며, 그 한계 을 가지고 있고, 

변하는 ICT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에 따

라 자정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최근 정

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자정부 형태의 

모델에 따라서 자정부 발  단계 모델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자정부 발

단계를 기반으로 국내 자정부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자정부 발  

단계에 해 논의하고, 유비쿼터스 정부

로의 진화  주요 략  진화 모델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이와 련된 제

반 특징과 도  과제 등에 해 논의하

다. 



로벌경 연구 유비쿼터스 정부로의 발  단계 107

Ⅱ. 이론  배경

지 까지 자정부의 발 과 함께 다

양한 형태의 자정부 모델들이 소개 되

었다. 자정부의 발 은 모바일  유비

쿼터스와 같은 정보  통신 기술(ICT)

이 지속 으로 발 함에 따라 e-정부 

한 새롭게 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Serrano-Cinca et al., 2009). 이 같은 

e-정부 진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모델

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각각의 모델은 

정보 보  단계, 상호 작용 단계, 거래 수

행 단계  통합 단계라는 상이한 4가지 

단계와 함께 구체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

다(Baum and Di Maio, 2000; Berntzen 

and Olsen, 2009; Deloitte, 2001; Layne 

and Lee, 2001; Moon, 2002; Siau and 

Long, 2009; UNASPA, 2001; Yildiz, 2007).

Moon(2002)은 자정부 발 에 해서 

5단계, 단순정보보 , 방향통신, 서비

스  융거래, 수직 , 수평  통합, 

그리고 정치참여의 정자정부 모델을 제

시하 다. 1단계인 단순정보보 은 

자정부의 기본형태로 웹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배분한다. 2단계인 방향 통신

은 정부와 사용자간의 상호 소통을 발생

한다. 3단계인 서비스  융거래는 정

부와 개인,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를 발

생한다. 4단계인 수직 , 수평  통합은 

다른 부서나 수 의 수평 , 수직 인 

연동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5단계인 정

치참여는 온라인 투표나 조사와 같은 정

치 참여 로모션을 나타낸다.

Siau와 Long은 정보 기술 분야에서 상

으로 새로운 메타 합성 방법을 사용

하여 다른 모델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합

성하 다. 여러 개발 모델과 유사한 것들

을 조합하여 4단계 모델인 상호작용단

계, 거래단계, 변환단계, 그리고 온라인 

민주주의 단계를 제시하 다(Siau and 

Long, 2009).

상호작용 단계는 정부와 사용자간의 단

순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기본 검색, 이

메일, 문서 다운로드 등이다. 거래 단계

는 개인, 시민, 기업 등 사용자 모두가 온

라인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변환 단

계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형시키는 쪽으로 이동한다. 변환은 수

직 수평 통합을 모두 포함한다. 온라인 민

주주의 단계는 시민이 정치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차 으로 변화한다.

가트 가 제시한 4단계 모델은 웹 존

재 단계, 상호작용단계, 거래단계, 그리

고 개인화 변환 단계이다(Baum and Di 

Maio, 2000).

웹 존재 단계에서 기 은 에 기본 

정보를 게시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한다. 

상호작용단계에서 사용자는 웹 사이트

를 통해 기 에 문의하실 수 있거나 셀

 서비스를 할수 있다. 거래단계는 사

용자가 온라인으로 체 거래를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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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변환 단계에서 정부는 보다 효

율 인, 통합된, 결합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재 운  로세스를 변

환한다.

UN과 ASPA의 자정부 주요 목 은 

효율 인 웹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흥 존재 단계, 

향상된 존재 단계, 상호작용  존재 단

계, 거래  존재 단계, 그리고 끈임 없는 

완 히 통합된 존재 단계를 제시하 다. 

(UNASPA, 2001, Fallahi and Montazer, 

2005).

신흥 존재 단계에서 단일 는 몇몇 

독립 인 정부 웹 사이트는 공식 이지

만 제한 인 그리고 정 인 정보를 제공

한다. 향상된 존재 단계에서 정부 웹 사

이트는 동  문 이고 정기 으로 업

데이트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상호작용

 존재 단계에서 정부 웹 사이트는 사

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포털

의 역할과 상호 작용이 보다 정교한 수

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 거래  존재 단계에서 사용

자는, 비자 갱신, 여권 취득하고 단일 정

부 웹 사이트를 통해 출생  사망 기록

을 업데이트하는 등 완 하고 안 한 거

래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 끈임 없는 

완 히 통합된 존재 단계에서는 정부는 

사용자가 즉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근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을 제공하는 단일 이고 보편 인 

웹 사이트를 사용한다.

고객으로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장기 인 계를 구축하는 것

을 목 으로 Deloitte(2001)는 자정부

의 여섯 단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 

정보출   배분 단계에서 정부는 

정보에 한 향상된 근을 가진 사용자

를 제공 한다. 공식 인 방향 거래 단

계에서 기 은 디지털 서명  보안 키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다목  포털 단계에서 정부는 

여러 부서에 걸쳐 보편 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단일 포털을 활용한다. 개인화 

포털 단계에서 정부는 사용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포털을 사용자에게 

에게 정의할 수 있다 일반 서비스의 군

집화 단계에서 정부는 력을 향상시키

고 통합과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개인을  일 수 있다. 완  통

합  기업거래 단계는 정부가 자신의 

요구와 선호도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세

련된 통합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인 비  단계이다.

의 다양한 자정부 모델들 에서 

Layne and Lee(2001)는 e-정부가 기술 

 조직의 복잡성과 그 통합 정도에 따

라 다음 4가지 개발 단계를 통해 변화 

 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 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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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통합

상이한 직무 수행
영역간 시스템 통합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원스톱
쇼핑 공간

수직적 통합

보다 높은 수준의 상
위 시스템으로 연결
된 로컬 시스템
상호 유사한 기능성
범위 내에서 운영

거래 수행

온라인상의 각종
서비스 및 형식 지원
온라인 거래를 지원
하는 실제 업무 관련
데이터 베이스 제공

정보 보급

온라인 게시
관련 정보 프레
젠테이션
다운로드 가능
한 파일 형식
지원

매우 빈약한 수준 완전 통합 수준

통합성 정도

-

-

-

-

-

-

-
-

-

[그림 1] e-정부 발  단계  정도

정보 보  단계는 정부 기 의 웹 사이

트를 개발함으로써 행정 련 정보를 제

공해 주는 단계로써, 이 단계에서는 오

직 정부  시민 사이에 일방 통행식 의

사 달 과정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 단

계는 거래 수행 단계로, 각 정부 부처는 

이 단계에서 정부 기 과의 온라인 거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방

향 의사 달 과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진다. 세 번째 단계는 정부 당국의 각 직

무 수행 역 범  내 행정 업무 통합 

단계로, 동일 직무 수행 범  안에서 근

무하는 각 정부 부처는 이 단계에서 자

체 온라인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합 으로 

처리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는 상이한 

직무 수행 역이 앙 포탈을 통해 사

용되는 동일 자 시스템 안으로 통합되

는 단계이며, 최종 2단계는 기존 정부 조

직 내 e-정부 활동의 통합  서비스 제

공 과정에 집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은 재 ICT 분야에서 

진화하고 있는 융합의 개념과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화하는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복잡성과 그 통

합 정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Andersen, Kim amd Henrik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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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단계: 기본 구축 단계
정부 기관 내 수평 & 수직적 통합
전방위 (front-end) 시스템
인트라넷 방식 채택 및 사용

Ⅱ단계: 확장 단계
광범위한 인트라넷 사용
고객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개인별 맟춤형 웹 인터페이스

Ⅲ단계: 성숙 단계
인트라넷 사용 기반 폐기
책임성 + 투명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
고객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갠인별 맞춤형 웹 인터페이스

Ⅳ단계: 혁신 단계
전 조직 차원의 데이터 이동성 구현
전 납품/협력업체 차원의 애플리케이션 이동성 구현
고객으로의 데이터 소유권 이전

활동 중심형 애플리케이션

매우 드물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음 매우 폭넓게 적용됨

고
객

중
심
형

범
용
성
·

폭
넓
게

적
용

예
외
적
·

매
우

희
박
함

[그림 2] e-정부 변화 과정

(2006)은 Layne and Lee(2001) 모델에 

비해서 고객 심, 그리고 활동 심의 

모델로 e-정부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그림 2] 참조).

기본구축 단계는 정부 기  내 수평 

 수직  통합 기능과, 고객 서비스에 

한 제한  방 (front-end) 시스템 

사용, 그리고 정부 기  내 인트라넷 방

식 채택  사용 기반을 제공해 다. 이 

그룹에 속하는 정부 조직의 경우 개 

디지털 서비스에 핵심 역량을 배치할 가

능성이 매우 낮으며, 좀처럼 인터넷을 

통해 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는 련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인터넷 사용 목 을 서비스 품질과 

속도, 제공 서비스 는 사용자 속 횟

수를 증가시키기 한 것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여부에 해서도 매우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Ⅱ단계는 고객 업무 처리 과정에 

한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채

택과 범 한 인트라넷 사용 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확장 단계로서, 자체 보유 

데이터와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사

이에는 매우 뚜렷한 차이 이 존재하게 

된다.

Ⅲ단계는 당해 조직이 성숙함에 따라 

인트라넷 사용 기반을 폐기하고, 고객 

요청 사항 처리 과정을 해 개인별 맞

춤형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투명한 업무 처리 로세스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인터넷  인트라넷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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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됨으로써, 이 단계에서의 주요 심

사는 각 서비스 역별 고객 요청 사항

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한계 비용을 낮

출 수 있는 방향으로 IT를 활용하는데 

집 된다. 따라서 다른 기 으로 단순히 

링크 기능만을 걸어두는 신, 홈페이지

가 다른 기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사용

자에게 공 해 주는 달 창구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Ⅳ단계는  조직 차원의 데이터 이

동성,  납품/ 력업체 차원의 애 리

이션 이동성, 그리고 고객으로의 데이

터 소유권 이 으로 특징지어지는 신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근무 자의 제

반 활동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추  조

회할 수 있으며, 를 들어, 민원 처리와 

같이 재 진행 인 상황 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직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조직 내외의 데이터  서비

스 이동성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규모

의 경제 효과 한 극 으로 모색하게 

되며, 인터넷을 단지 정부 기  내 이동

성 증  수단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베이스 운

용 기반에 한 방향성을 최종 사용자에

게로 이 하는데 사 인 노력을 한다.

에서 제시한 모델은 모바일 기술과 

정보통신의 확 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의 성향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

으며, 최근 발 하고 있는 서비스  기

술의 융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에서 제시한 두 모델과 비교하여 

이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정

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이라는 개

념을 기반으로 한민국 자정부, 특히 

유비쿼터스 정부로의 진화 모델을 제시

하 다. 

Ⅲ. u-Government 모델

u-Government는 정부가 궁극 으로 가

고자 하는 자정부의 목 이다. 유비쿼

터스 IT를 기반으로 자정부의 최종 목

표인 통합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를 말한다. 

스마트정부는 인터넷 기반의 자정

부에서 모바일 기반의 자정부로, 모바

일 정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로 

모바일 기반의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가 융합된 유비쿼터스 자정부로 가는 

간 형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Layne and Lee(2001)는 e-정

부가 기술  조직의 복잡성과 그 통합 정

도에 따라 변화  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 고, Andersen, Kim and Henri-

ksen(2006)은 고객 심, 그리고 활동 

심의 모델로 e-정부 변화 과정을 설명하

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Moon(2002), 

Siau and Long(2009), Baum and Di Maio 

(2000), UNASPA(2001), Fallahi and Mon-

tazer(2005), 그리고 Deloitte(2001)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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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e-Government
인터넷 기반
정부 기관 내 수평 & 수직적 통합
인트라넷 방식 채택 및 사용

2세대: m-Government
모바일 단말기의 사용 확대
개인화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서비스
이동성 증대
시민 참여, 시민 중심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융합의 정도

정도가 약함
정도가 매우 강함

I
C
T

혁
신
의

정
도

3세대: Smart-Government
휴대 단말기의 일상화
ICT와 서비스의 융합 /복합
언제 어디서나 맟춤형 공공서비스
국민직접참여 및 의사소통 가능

4세대: u-Government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광대역화
디지털 컨버전스 심화(사람, 사물, 컴퓨터)
Seamiless 서비스

정
도
가

강
함

정
도
가

약
함

[그림 3] 유비쿼터스 정부로의 발  단계

자정부의 발  단계에 해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 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e-Government 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기존의 모델과 다

소 상이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ICT 발

과 활용 정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앞선 수 이기 때문이다. 한 다

른 나라와 비교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

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인터넷 기반

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그 활용폭을 넓혔

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향해 비해 나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환경에서 정부는 유비쿼

터스 환경과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부

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유비쿼터

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신성과 서

비스융합의 정도에 따라 [그림 3]과 같

이 유비쿼터스 정부로의 발 과정을 e-

정부 변화 과정과 함께 설명하 다.

ICT의 신 정도와 서비스 융합의 정

도,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랫폼의 발 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하 다. 

1. e-Government

1세  단계는 온라인 기반의 사회이다. 

인터넷 기반이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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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m-Government 개념과 특성 비교

국가별 m-Government의 개념
미국 e-Government의 확장 개념으로 m-Government를 설명하고 있음. 미국은 

m-Government를 통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고, 연방정부와 쉽게 
상호작용하며,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지 하고, 기존의 
유선기반 서비스에서 더욱 확장된 서비스로서 다 채  략의 하나인 

m-Government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국 기존의 유선기반 e-Government를 통해서 m-Government를 구축하고 있음. 주로 

모바일 행정과 국민 서비스 주로 개함.
한국 m-Government는 국민, 기업, 정부가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휴 단말을 통해 

정부와 련된 업무  정보를 처리하는 미래정부를 의미함.

자료: 오 석, “소셜 미디어 시 에 있어서 모바일 자정부를 한 략  근”, ｢사회과학 연구｣, 
제23권, 제2호(2011), p.148.

정자정부가 형성되었으며, 인터넷, 인트

라넷 등을 기반으로 정부기  내에서 수

직 , 수평 인 통합이 이루어진 단계이

며, 자정부 서비스가 정착된 단계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은 정부 서

비스를 참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

며, 다양한 서비스의 확 로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높여 주었다. 

하지만  모델은 재 ICT 분야에서 

진화하고 있는 융합의 개념과 유비쿼터

스 환경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어려

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화하는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술  언제, 어디서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복잡성과 그 

통합 정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2. m-Governemt

2세  단계는 모바일 기반의 사회이다. 

모바일 기술이 발 하면서 인터넷 기반

의 자정부에 모바일 기반의 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된 단계이다. 즉, 인터넷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확장된 단계

이다. 국내 이동통신 기술  서비스는 이

미 세계 인 수 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자정부 서비스로의 진화는 필연

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모바일 단말

기 사용자가 확 되고, 이동성이 보장되

며, 사용자 각각의 개인화 성향이 확

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

다. 기술의 발 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단계이며, 통신기술의 지속

인 진화가 이 지고 있다.

m-Government의 구축은 자정부서

비스를 단순하게 모바일 단말기로 연장

하는 것이 아니다. m-Government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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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

의 보편  상시 속을 만족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표 1> 참조).

오 석(2011)은 m-Government를 행

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기업

지원을 한 맞춤형 서비스를 무선 인터

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m-Government에 해 

근성과 활용성이 제한된 유선 심의 기

존 e-Government를 뛰어넘는 맞춤형 디

지털 민원 서비스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제한 없이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m-Government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무선 인터넷으로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하며, m-Govern-

ment가 제공하는 서비스 역은 기존의 

e-Government처럼 G2C(정부와 국민), 

G2B(정부와 기업), G2G(정부와 정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세계 인 자정

부 서비스 국가로써 그 이미지를 구축하

게 되었으며, ICT의 선도국가로써 그 역

할과 함께 정자정부의 발 을 지속 으

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 이 단계에서는 개인화와 끊임없

는 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

며, 개인, 시민, 기업, 정부 모두가 통합

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등장, 차세  이동통신기

술의 소개 등 속도로 발 하고 있는 

ICT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는 자

정부의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스

마트폰 등 휴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정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그 엄청난 

사용자의 증가는 이를 설명하고 있다.

3. Smart Government

스마트정부는 지식 기반의 사회이다. 

ICT와 정부서비스의 결합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 없이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에 자유롭게 근하여 국민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정부에 

국민들이 직  참여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자정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

로 구 되는 smart-Government는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 간의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

하는 지능화된 정부를 말한다.

3세  단계는 유비쿼터스 정부로 옮

겨가기 에 나타난 단계로써 모바일 정

부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능동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이

다. 스마트 폰 사용의 확   이동통신 

기술이 3세 에서 4세 로 옮겨가고 모

바일 사용자가 안정 으로 유지되는 단

계이다. 더불어 Layne and Lee(2001)의 

e-정부발  단계에서 수직 /수평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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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성숙된 단계라 할 

수 있으며, Andersen, Kim and Henriksen 

(2006)의 e-정부 변화과정에 따르면 고

객 심, 데이터 이동성이 보장되는 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컨

버 스의 개념이 등장하고, 기기간, 서

비스간의 융합이 발생되는 단계이다. 

ICT의 신성은 모바일 서비스가 성숙

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융

합의 정도에 있어서는 기 단계에서 발

 단계로의 이동이 있다.

한 스마트 정부는 Moon(2002), Siau 

and Long(2009)이 제시한 모델이 모두 

용된 단계이며, 가트 가 제시한 개인

화 변환단계가 활성화 되고, US과 ASPA, 

그리고 Deloitte(2001)에서 제시한 단계 

 끊임없는 완 통합  맞춤형 서비스

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이다.

한국정부의 경우 스마트폰 기반의 모

바일 자정부 구축사업은 자정부 서

비스를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

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서비스 추진방안, 

표 모델 수립, 서비스 공통기반을 도출

하기 해 정보화 략계획(ISP)를 추진

하 고, 하반기에 모바일 개발 임워

크, 모바일 자정부 서비스 공통기반 구

축,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7종과 국

민 모바일 서비스 9종을 구축하 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정부행정 서비스에 한 

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공무원의 장

행정업무를 획기 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4. u-Government

4세  단계는 인텔리 스 기반의 사

회이다. 모바일 정부 단계에서 유비쿼터

스 환경으로 진화한 것으로 궁극 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장소와 시간

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한결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

다. 한 고객 심의 통합  맞춤 서비

스에 한 욕구가 커지면서 고객은 편리

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ICT와 서비스의 완 한 융

합, 디지털 컨버 스의 완성 등이 성립

되는 단계이다. 

자 인 미디어 수단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며, 국민의 

능동 인 국정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

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을 확 함으로써 산업

발 에도 기여할 수 있는 략  수단으

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유비쿼터스 정부하에서는 물

리  요소와 컴퓨터 사이버 요소의 통합

이 이 지며, 이는 언제나 속되어 있

고, 언제나 상황인식 할 수 있으며, 사람

을 신하여 언제나 지능 으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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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동/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 창조

 지능 경  공간을 제공한다([그림 4] 

참조). 한 디지털 컨버 스 등 기술간, 

기기간, 는 서비스 간의 융합이 완성되

는 단계로써, 다양한 형태의 자정부 서

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림 4] 유비쿼터스의 역

다시 말하면, 차세  IT 패러다임인 유

비쿼터스 IT를 기반으로 자정부의 최

종 목표 인 통합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

향하는 정부를 u-Government라 한다. IT 

측면에서는 BcN, 4G, 융복합 기술, USN, 

RFID LBS 등 유비쿼터스 IT 핵심 기술 

등이 활용되어 시스템, 인 라 뿐 아니

라 서비스 제공 채  등이 통합된 유비

쿼터스 환경을 제공 한다. 서비스 제공 측

면에서는 u-Government는 실시간 지능

 업무처리로 국민 개인 특성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

소에 다양한 채 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 서비스 이

용 비용이 감되고 국민생활 반의 문

제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u-Gove-

rnment의 궁극 인 행정목표는 고객지

향성, 지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으로 

이 의 e-Government의 목표에 비해 구

체화되고 고도화 되어, 국민이 원하는 방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인간 심  

서비스가 구 되는 것을 나타낸다.

Ⅳ. 한국정부의 유비쿼터스 
정부 구 을 한 추진 

략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변하는 행

정 수요에 시 응하고 UN 자정부 

1  상에 맞는 최고의 IT서비스 구

을 해, 국가 IT 인 라를 클라우드 컴

퓨  체계로 환하기 한 계획을 본격

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

로는 사용자 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클

라우드 기반 컴퓨  환경구축,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 투자효율성 제고를 한 거

버 스 체계 개편, 클라우드 국내 조기

정착을 한 민․  기술교류  기반환

경 조성 등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체계로의 

환이 이루어지며 국가정보화 기반 구축 

 서비스 고도화 면 정보자원 구축․운

 비용을 30% 수 으로 감하는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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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뿐만 아니라 공유와 업 기반의 

융합  복합 서비스 창출을 한 스마

트 자정부 토  마련, 각 부처의 실시

간 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 선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 사

용량기반의 산자원 할당을 통한 업무 

생산성  자원 활용률 향상 등의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기 된다.

정부통합 산센터는 자정부의 확립

과 함께 각 부처에는 안 한 서비스와 감

동을, 국민들에게는 24시간 365일 편리

하고 유용한 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동통신 등 모바일 기술의 격한 발

과 사용의 증은 지 까지 국가 정보

화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극

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응하면서, 첨단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한 우선 인 략 수립이란 임박한 과제

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

블릿 PC의 빠른 보 으로 인한 모바일 

환경의 출 은 다른 기술  단발기 등 

과의 융합을 통해서 보다 지 이고 명

한 서비스의 개발을 활성화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 IT’ 환경이 시민들의 

반 인 생활양식, 근로방식  일반

의 사회문화를 향상시켜  것으로 기

되는 가운데, 정부가 활용조치들을 비

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어 왔다. 정부

는 2011년 3월에 “스마트정부 실행계

획”을 발표하 고, 그에 하여 정부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맞춤형 공공서

비스를 일반 에게 달하 다. 

여기서 스마트정부란 첨단 IT 기술  

정부서비스의 집   통합덕택으로 시

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가용한 어

떤 장치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에 한 

자유롭고 용이한 근성을 국민에게 제

공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직  참여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정부

를 의미한다.

한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는 정

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 으로 응

하고, 향후 사회환경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정부서비스 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정부는 국가정보자원의 효율  활용에 

의존하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자정

부를 구축하는 동시에 특정기술에만 

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비쿼터스 자정

부 사용자환경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정부의 성공 인 실 을 

한 5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정부는 모바일 자정부 포털 구

축을 통해 세계 최고의 모바일 자정부

를 실 하여 이동식 랫폼 상에 일반

이 부분 필요로 하는 핵심 인 표

 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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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는 실시간 지능형 공공 안

망  통합재난 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다 신뢰성 있는 공 보건서비스 제공

을 통해 안 하고 건 한 사회구축을 목

표로 한다. 

셋째, 정부는 스마트 근로센터(Smart Work 

Center)  이동사무실과 같은 IT 기반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방식의 집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스

마트 근로환경을 진하는데 력한다. 

넷째, 정부는 정부정책  정보에 한 

근성 증 , 공공 참여  의사소통 경

로 확장  수요기반 서비스 제공을 

한 서비스 연계 혹은 통합을 통해 국민

과의 소통에 근거한 개인별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구한다. 

다섯째,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

비쿼터스 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구

축을 통해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한 

응향상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를 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해 자

정부에 필요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기

반시설을 구축한다. 

와 같은 목표 달성을 해서 기술

신과 서비스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정부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 으로 

유비쿼터스 정부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Ⅴ. 결  론

자정부의 발  단계는 다양한 형태

로 설명되어 왔지만, 유비쿼터스 정부로 
발 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형태의 스마

트 정부의 출 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정부 분야에서 선
도 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경

우, 모바일 정부를 거쳐서 스마트 정부, 

그리고 유비쿼터스 정부로의 진화는 진

행되고 있다. 
정부는 u-정부로의 성공  안착을 

해서 서비스 달방식의 신, 정보통합
리, 정보인 라 지능화 추진, 정보의 
경제가치증 , 로벌 ICT 네트워크의 

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논
문에서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정부와 부

합하는 자정부 모델을 ICT 신의 

과, 서비스 융합의 에서 스마트 

정부를 포함하는 자정부의 발  모델

을 제시하고 논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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