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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급속히 발전하는 무선정보통신기술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이용인구

를 서울시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시정운  4개년 계획」(2002.8)의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GIS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연구가 요망됨.

 2) 연구목적
- 서울시 현장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할 경

우 구체적인 서비스 내역, 시스템 구성, 사업추진전략 등을 제시함.

2. 주요 연구결과

 1)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크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에 대한 

편의도모라는 두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며, 도입될 서비스분야와 구축될 시스

템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행정조직내 현장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과 기술적 여건에 따라서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방식을 적절히 결합하되,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모바일방식 

위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확대토록 

함.

- 시민들이 이용자가 되는 대민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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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하기 

쉬우면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적극 도입함.

- 도입될 모바일 서비스 분야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모바일 기술의 

장단점, 시민 및 공무원의 요구도, 기구축된 정보자원의 활용가능성 등 다양

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고 활용성이 높은 컨텐츠를 개발함.

- 모바일 시스템은 접근수단의 다변화 및 유․무선 통합환경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여 유선과 무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대민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서 편리하

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로 구성함.

- 모바일 시스템 구축시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의 비용절감, 시스템 운 상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업무체계의 정비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2)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유형
-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자치구청과 사업본부․사업소 등의 수많은 업무에 대

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가능한 업무를 추출함에 있어 적용될 서비

스분야, 업무프로세스상의 특징, 모바일 기술적용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9개 업무분야, 10개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함.

- 9개 업무분야는 서울시 조직체계와 모바일 서비스 예상물량을 고려하여 교

통, 환경, 도시계획, 건설, 주택건축, 소방방재, 산업경제, 문화관광, 일반행정

으로 구분됨.

- 10개 모바일 서비스유형은 주로 현장행정업무에서 현장공무원에 의해 모바

일 시스템이 활용되는 내부행정부문과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모바일 

형태로 제공받는 대민서비스부문으로 구분됨.

- 대민서비스부문의 업무유형: 정보제공(각종 안내, 고지, 조회/결과제공,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 및 투표(주민의견, 여론조사, 투표 등), 신고 및 처리(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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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보에 의한 현장조치), 민원처리(각종 증명, 등록, 인허가 등 본인인

증 등이 필요한 서비스), 지불결제(납세, 수수료 등 본인확인과 전자결제가 

수반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서비스 내역이 도출됨.

- 내부행정부문의 업무유형: 현장조사(각종 계획, 도면, 대장, 통계 등과 관련한 

조사), 유지관리(시설물, 공공사업 등과 관련한 유지관리), 지도단속(현장점검, 

위법행위의 단속 등), 원격결재 및 사무처리(출장중인 직원에 의한 원격접속, 

결재, 사무처리 등)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업무내역이 도출됨.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유형>

구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대민

서비스

부문

(front-

office)

정보제공

․단순정보: 생활정보, 행사, 시정정보, 각종 안내(고지, 처리결과  등) 

등 문자 또는 상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

․위치기반정보: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 관광시설, 교통(버스도착  

출발안내, 최단노선찾기, 차량위치추적 등) 등 개인의 위치를 기  

반으로 하는 정보제공서비스

정보수집/

투표

․옴부즈맨: 시정현안에 대한 상시적 주민의견청취, 신문고 등

․여론조사: 시정현안 등에 대한 한시적 주민의견조사

․전자투표: 단순전자투표, 본인확인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복잡한  

형태의 투표

신고 및 

조치

․사고, 재해, 오염원 등의 신고․제보에 따른 즉시적 현장출동 및  

조치

․요보호대상자 관리: 독거노인, 장애자 등 이동성이 취약한 특수  계

층에 대한 관리 및 긴급구호요청에 따른 서비스

민원처리

․증명발급, 등록, 인허가, 행정처분 등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한 업  

무의 안내, 신청, 처리, 결과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지불결제

․세금, 수수료, 공과금 등 전자적 거래가 수반되는 업무의 소액결  

제와 안내, 신청, 처리, 결과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내부

행정

부문

(back-

office)

현장조사

․각종 장단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현장조사

․통계․대장․도면 등의 관리에 필요한 현장조사

․물가, 지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지도/단속 ․주정차, 오염시설, 업소 등에 대한 현장지도단속

유지관리

․시설물관리

․건설공사관리

․사업관리

․청사관리

원격사무처

리/결재

․출장 공무원이 외부에서 원격 접속하여 전자결재, 메일, DB조회  

등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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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구조(안)
-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으로서의 모바일 포탈은 기존 행

정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 유형에 대한 

단계적 구현, 다양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요소와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모바일 게이트웨이: 각각의 이동통신사 환경으로 자료 변환

- 데이터서버: MIS 및 GIS 데이터를 저장 관리

- CP서버: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웹서버 기능  

- 통신서버: 위치기반서비스 시스템 및 이동통신사와의 연계 구현

- 응용프로그램: 모바일포탈 운  프로그램과 서비스유형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성안>

모바일
정보제공
시스템

모바일
정보제공
시스템

모바일
정보수집/투표시스템

모바일
정보수집/투표시스템

모바일
신고및조치

시스템

모바일
신고및조치

시스템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모바일
지불결제
시스템

모바일
지불결제
시스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모바일
지도/단속

시스템

모바일
지도/단속

시스템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

모바일
원격결제/사무처리

시스템

모바일
원격결제/사무처리

시스템

통신 및 LBS 서버
통신 및 LBS 서버

Mobile 포탈Mobile 포탈

이동통신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개인

일반시민

응용프로그램

담당공무원

모바일
게이트웨이

모바일
게이트웨이

기존업무
시스템

기존업무
시스템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설

주택건축

소방방재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

CP서버
CP서버

DB서버(GIS+MIS)
DB서버(GIS+MIS)

모바일
정보제공
시스템

모바일
정보제공
시스템

모바일
정보수집/투표시스템

모바일
정보수집/투표시스템

모바일
신고및조치

시스템

모바일
신고및조치

시스템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모바일
지불결제
시스템

모바일
지불결제
시스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모바일
지도/단속

시스템

모바일
지도/단속

시스템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

모바일
원격결제/사무처리

시스템

모바일
원격결제/사무처리

시스템

모바일
정보제공
시스템

모바일
정보제공
시스템

모바일
정보수집/투표시스템

모바일
정보수집/투표시스템

모바일
신고및조치

시스템

모바일
신고및조치

시스템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모바일
지불결제
시스템

모바일
지불결제
시스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모바일
지도/단속

시스템

모바일
지도/단속

시스템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

모바일
원격결제/사무처리

시스템

모바일
원격결제/사무처리

시스템

통신 및 LBS 서버
통신 및 LBS 서버

Mobile 포탈Mobile 포탈

이동통신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개인

일반시민

응용프로그램

담당공무원

모바일
게이트웨이

모바일
게이트웨이

기존업무
시스템

기존업무
시스템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설

주택건축

소방방재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

CP서버
CP서버

DB서버(GIS+MIS)
DB서버(GIS+MIS)

 4)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 서울시에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어떤 서비스분야에서 우선적

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바일 행정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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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별 요구도(공무원 및 시민), 기술적용의 난이도, 정보전달의 시급

성․현장성, 기존 (유선)정보시스템의 구축정도, 타기관 적용사례여부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함.

- 서비스 유형별 우선순위는 대체로 정보제공, 현장조사, 지도단속 등의 서비스 

유형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결제 및 원격사무처리․결재 등

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따라서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도입시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할 사업 분야는 서울시정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제공서비스(예: 시정소식, 행사안내, 민원안내, 교통정보, 관광안내, 공공

시설 위치정보 등)와 현장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예: 물가조사, 

지가조사, 검침 등), 지도단속(예: 주정차단속, 오염원단속, 업소단속 등) 등의 

업무라 할 수 있음.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유형별 우선순위 평가>

모바일 서비스 유형

모바일

시스템 

요구도

모바일 

기술적용

의 난이도

정보전달

의 

시급성․

현장성

기존 

정보시스

템 

구축정도

타기관 

적용사례 

여부

종합

대민

서비

스

부문

정보제공 ● ● ● ● ● ●

정보수집/

투표
◐ ◐ ○ ○ ○ ○

신고 및 

조치
◐ ● ● ◐ ◐ ●

민원처리 ● ○ ○ ● ◐ ◐

지불결제 ○ ○ ○ ○ ○ ○

내부

행정

부문

현장조사 ◐ ● ● ◐ ◐ ●

지도단속 ● ● ● ◐ ◐ ●

유지관리 ○ ◐ ◐ ● ◐ ◐

원격사무

처리/결재
● ○ ◐ ◐ ○ ◐

주: ● 우선순위 높음, ◐ 우선순위 중간, ○ 우선순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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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행정시스템 분야별 우선추진대상 서비스 내역>

분야 대민서비스부문 내부행정부문

교통

․교통정보: 교통상황(속도, 체증구간), 최단노선, 도

로공사, 노상집회 등

․버스정보: 시내버스 도착/출발, 스케쥴, 노선 등

(서울시 BMS에서 추진되고 있음)

․주차장정보: 공 주차장, 환승주차장 도심/주택가 

주차장 안내

․기타: 차량단속/견인정보,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카풀소개,  등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사항(차적, 운전자 등) 입

력, 조회, 통보, 견인차량관리 등(체납차량, 무적

차량단속 등과 연계)

․공 주차관리: 노상주차장 등에서의 입차/출차관

리, 주차요금 징수 등

환경

․대기오염정보: 대기오염 정보, 오존경보/예보 등

․공원 등 안내: 공원, 약수터, 공중변소 등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폐수배출업소, 생활공해, 쓰

레기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등 오염원 조사 및 

단속

․대기오염 및 수질검사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부동산(건물, 토지)의 위치, 소유권, 

가격(과표, 공시지가 등), 이용현황, 공적제한사항 

등

․공시지가조사: 현장조사, 대조, 입출력, 조회 등

․도시계획 현황조사: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도 관리 등과 관련

한 현장조사

건설

․단전, 단수, 도로공사, 홍수, 검침, 요금납부 등 예

보 및 안내

․수도검침

․공사장(도로공사 등) 및 시설물(도로시설물, 상하

수도, 공공건축물 등) 관리: 현장조사 입출력, 조

회, 신고에 따른 점검, 조치 등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단속

주택건축

․부동산분양/미분양, 건축/재건축 안내 등 ․건축물 현황조사: 건축물관련 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재건축 안전진단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등 단속

소방방재

․긴급재난정보 및 신고: 악천후, 화재, 사고 등에 

대한 예보, 안내, 신고, 구조요청, 조치 등

․날씨정보

․건물, 시설물 등 소방안전점검

․유해물질 안전관리: 이동위험물질, 특수가연물, 유

해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안전관리

산업경제

․취업정보: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인턴 등

․물가정보(소비자물가, 실속가격 등), 상설직거래장

터,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한 정보

․물가조사: 농수산물, 공산품 등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

보건복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관리: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대상자 등을 위한 시설, 생활지원, 취업기회, 

사업(취로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등) 안내 및 통

보, 긴급구조요청에 대한 조치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지도단속

․생활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관리 

문화관광
․문화관광정보: 문화예술행사, 문화시설, 관광지 등 

안내, 조회

․문화재시설관련 지표조사, 현황조사 등 

일반행정

및 공통

․지방세정보: 지방세 등에 대한 세무정보, 납기통

보, 납부/연체조회 등

․민원정보: 각종 민원사무(증명서 발급, 등록, 신고, 

인허가, 여권신청 등)와 관련한 안내, 만기통보, 

신청, 진행상황 조회, 처리결과통보,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병무 및 민방위안내: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민방

위소집 등 통보 및 안내

․시정 및 구정안내 및 홍보: 공공시설 위치, 시정

일정, 지역행사, 공청회, 법령 제/개정, 단순통계 

등

․시민참여마당: 시민여론조사, 찬반투표 등

․소액결제: 지방세, 수수료, 과태료 등 일부 소액 

공과금을 대상

․지방세체납관리: 체납차량 등

․출장 및 현장공무원에 의한 전자우편, 자료검색/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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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별 유용성과 한계>

서비스 유형 유용성 한계

대민

서비

스

부문

정보제공

․SMS 또는 MMS를 기반으로 한 단순안내정

보, 또는 시정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 

사용자 검색에 의한 정보제공으로 가장 빈번

히 활용되는 모바일 분야

․기술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이용자의 상황에 특정화된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하

여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양에 한계

․필요이상의 정보가 양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시민들에게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

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정보수집/

투표
․여론동향파악, 시민의견수렴 등에 활용함으로

써 시민참여를 제고

․실제 활용사례는 극히 제한적

․수집되는 정보내용의 질적 수준과 신뢰성 유

지의 어려움.

․모바일 투표의 경우 인증체계 및 제도적 기

반이 갖추어져야 함

신고 및 

조치

․모바일 기술의 강점인 현장성과 즉시성을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각종 사

고처리, 긴급구난 등에 높은 적용가능성

․제보내용의 신뢰성 확보하기 어려움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업무체

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민원처리

․주택건축, 교통, 건설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시민편의 제고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방식 또는 유선인터넷

과 연계하여 민원안내, 결과통보 등 정보제

공부분에 적용

․민원신청시 수반되는 첨부자료 처리문제, 인

증체계, 수수료 지불체계 등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제도적 과

제들이 많아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 약함

지불결제

․소액결제를 중심으로 각종 요금, 세금, 과태

료 등의 지불분야에 적용하여 시민편의 제고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또는 유선인터넷과 

연계하여 지불결제와 관련한 안내, 요금조회 

등 정보제공부분에 적용

․지불결제와 관련한 인증체계, 전자결제 등 실

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기술

적․제도적 과제들이 많아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 약함.

내부

행정

부문

현장조사

․모바일 기술의 강점인 현장성과 즉시성을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의 신속

성과 정확성 제고

․타기관 적용사례 많음(물가조사, 지가조사 

등)

․입․출력자료처리의 양과 속도에 제한 있음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하

여 자료의 입․출력 불편

지도단속

․모바일 기술의 강점인 현장성과 즉시성을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현장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 제고

․타기관 적용사례 많음(주정차단속, 업소단속 

등)

․입․출력자료처리의 양과 속도에 제한 있음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하

여 자료의 입․출력 불편

유지관리
․시설물관리, 공사관리 등 현장점검분야를 중

심으로 활용가능성 높음

․입․출력자료처리의 양과 속도에 제한 있음.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하

여 자료의 입․출력 불편

․주차장관리 등 일부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

용되는 경향

원격사무

처리/

결재

․출장공무원, 현장근무자 등이 항상 접속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 제고

․원격사무처리의 시급성 정도가 검증되지않음

․인증체계, 보안체계, 무선네트워크의 안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하

여 자료의 입․출력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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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
-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은 우선순위분석에 확인

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되, 크게 대민서비스, 내부행정, 그리고 모바일 

기술기반구조 및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그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추진전략을 구성함.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요약>

구분 1단계(2004-2005) 2단계(2005-2006) 3단계(2006-2007)

기반부문

모바일 포털 구축

 - 설계 및 표준화

 - H/W, S/W, 응용프로그

램, 기반 DB 구축 

모바일 포털 안정화 및 확충

 -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 응

용프로그램 개발

 - 용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확

충

 -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모바일 포털 안정화 및 확

충

대민서비스 

부문

정보제공

 - 시정정보, 행사안내, 

   민원 안내, 교통정보

- 신고 및 조치, 민원처리

- LBS 시스템 시범사업

- 정보수집/투표

- 지불결제

- LBS 시스템 고도화

내부행정 

부문

시범사업

 - 현장조사

  ․통계조사, 물가조사, 

지가 조사

 - 지도단속

  ․주정차단속, 오염원단

속, 업소단속

 -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관리 분야(가로정

비, 도로시설물, 굴착

점용관리 등)

- 1단계 시범사업 서울시 전역으

로 확장

- 모바일 서비스 컨텐츠 개발

 ․현장조사: 교통량, 지하수 이

용실태, 자연환경조사, 상하

수도 검침 등

 ․지도단속: 폐수배출업소 단속, 

위법건축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위험시설물 단속, 공중

위생시설 단속 등

 ․가로수/보호수/녹지시설, 지하

수 관리, 상수도, 하수도 관

리 등

지속적인 모바일 컨텐츠의 

개발 및 구축

 - 1단계, 2단계 이외에 

추가적 모바일 행정시

스템 구축

 - 원격사무처리/결재 등

모바일 

표준화 

부문

- 모바일 기술동향 파악

- 국내․외 표준에 따른 

서울시 모바일 표준안 

작성

  ․기술표준: 통신, DB, 

응용프로그램 등

  ․서울시 웹환경 조사

- 모바일 기술동향 파악

- LBS 기술동향 및 표준화
- 모바일 기술동향 파악

법․제도 

개선 부문
-

- 모바일 시스템 활용에 따른 업

무 재설계

- 모바일 시스템 유지관리

- 무선통신 이용료 조정

- 모바일 시스템 활성화 

제도개선

사업추진 

평가 부문
-

1단계 사업 평가를 통하여 본사

업에 반

2단계 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측정 후 개선방안 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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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요비용 추정
-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수요 및 구축비용은 모바일 포탈시스템 구축과 각 

업무 분야에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프로그

램 개발의 수요를 파악하여 비용을 산정함.

-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총 구축비용은 43.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됨(이 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은 서울시청의 구축비용만 산정하

고,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은 유․무선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을 고려하여 수

요를 파악하 으며,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산정

되는 통신비는 제외함).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비용 요약>

구분 예산(단위: 천원) 비고

하드웨어 구축비용 988,300 자치구청 구축비용 제외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306,572 자치구청 구축비용 제외

프로그램 개발비용 2,530,454

데이터베이스 변환비용 484,118

총계 4,309,444

 7) 추진체계
-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 을 위한 조직체계는 다음

과 같음.

- 총괄부서(정보화기획단): 시청 및 자치구청의 다양한 행정업무분야에서의 모

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 관리부서(각 업무부서, 자치구청 등): 소관별 모바일 시스템 관리운  

- 추진협의회(정보화기획단, 업무부서, 자치구청 등): 모바일 시스템 관련 계획, 

사업, 장비도입 등 각종 심의 및 의결

- 사업별 실무협의회(사업별 실무자): 추진협의회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필요

시 산하에 개별 모바일 시스템 사업별로 구성

- 기술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모바일 시스템의 각종 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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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제도 개선
- 모바일행정시스템에 의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업무체계,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인증 및 전자거래체계, 표준화 등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사항으로 업무

체계의 정비, 모바일 기술의 표준화, 인증 및 전자결제,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관계,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교육 및 홍보 등의 측면에서 개

선방향을 제시함.

II. 정책건의
1. 모바일 포탈의 조속한 구축

-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어진 여건

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활용될 것이고 또한 계속 확대될 것임. 

따라서 부서별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시

스템 및 데이터 중복구축, 비호환성 등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적인 정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

는 바, 일차적인 사업은 각종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담을 단일창구로서 모바

일 포탈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임. 이렇게 구축된 포탈에서 서비스될 컨텐츠

는 우선 시범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발굴하고 확충토록 함.

2. 모바일 기술표준 정립

-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은 현재에도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로서 관련 기술표준

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향후 각 시스

템과 서비스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

적인 모바일시스템 구축과 중복투자방지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반기술(무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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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 단말기, 플랫폼, 컨텐츠, 솔루션 등)과 서울시 각종 업무와 관련한 시스

템 자원, 데이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 및 정비방안이 시급히 수립될 

필요가 있음.

3. 모바일 행정시스템 추진체계 구축

- 모바일 시스템 구축이 부서에 따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총괄부서가 되어 각 업무부서, 구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함.

4. 업무 및 제도의 정비

- 모바일 시스템이 적용될 업무분야는 당장은 현행 업무체계의 틀 내에서 관

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수

단으로 도입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또는 유선네트워크에 기반

한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체계가 명실상부하게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정비되고, 

또한 법적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필요

가 있음. 따라서 사전에 각 업무별로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

고, 조직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법․제도적 요건은 무엇인가를 구

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이 그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

는 분야는 개인화되고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라 할 수 있겠는데, 중앙정부 차

원에서의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움직임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서

울시의 입장에서 모바일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과 운 을 위하여 이용자 위

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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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홍보

- 구축된 모바일 행정시스템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컨텐

츠도 중요하지만 시민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한 중요함. 따라서 

모바일 행정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및 책자발간, 전자정부 홍보를 위한 이벤

트 개최, 제안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컨텐츠 발굴, 인센티브

의 제공을 통한 참여유도 등 다양한 방안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바일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중

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직접 관련되는 컨텐츠를 초기 시범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6. 서울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 서울시는 고비용의 정보통신선로 임차료에 대처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고속 광통신 기간망인 ‘e-Seoul Net'을 구축하 는 

바, 본 통신망 활용증대의 일환으로 무선통신망과 연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선 비즈니스 집지역, 전철역세권, 문화관광시설, 공원 등 
주요 활동거점(activity centers)에 'e-Seoul Net'을 활용한 무선통신환경을 
구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7. 차세대 유․무선 통합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 향후 통신망은 유선망과 무선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통합되어 

사용자가 엑세스망에 제약받지 않고 단일의 번호와 단말로 다양한 형태의 서

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임. 또한 정보매체뿐만 아

니라 도시의 각종 시설물을 비롯한 사물에도 컴퓨터칩이 내장되어 서로 통신

이 이루어지는 소위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으로 진화할 것임. 이러한 

고도기술환경에 대처하여 네트워크간의 효율적인 연동․운용기술 등 구체적

인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기술환경에 걸맞는 서울시 전자정부 장기계획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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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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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은 유선네트
워크(wired network) 중심에서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 및 유무선 통합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무선네트워크와 휴대용 통신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모바일(mobile) 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시행정업무의 신속성, 유연성, 접근성
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이용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2002년말 현재 이동전화 이용인구는 이미 3,000만명 이상을 넘어섰으며, 무선
인터넷 보급대수 또한 3,000만명을 육박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가 모바일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하 다. 이러한 모바일 정보통신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도시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형태로 확

대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정부사업(e-government)의 일환으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

현을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2년 「시정운  4개년 계획」은 정
보화부문의 핵심사업으로서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GIS 시스
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서울시 정보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반면, 유선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체계는 접근성에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또는 대체수단으로서, 그리고 전자정부의 보다 발
전된 형태로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가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

야에, 언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술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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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태세에 대한 면 한 분석에 기초한 전략수립이 사전에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서비스 

분야, 시스템 구성, 사업추진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
체적으로, 첫째,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서울시 업무 및 정보화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건을 분석한다. 둘째, 서울시의 업무 증에서 내부행정 및 대민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가 수행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될 분야를 선

정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셋째,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및 단계별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충족되어
야 할 기술적․제도적 조건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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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선행연구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선행연구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었고, 도시정부를 대상으로 현장행정업무 및 대
민행정서비스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한편, 민간기업에서는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일환으로 모바일 고객관리, 
모바일 뱅킹,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s: LBS) 
등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솔루션 및 컨텐츠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행정업무에 모바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모바일 GIS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
원, 2002) 및 「모빌GIS 기술을 이용한 지자체 지리정보 활용방안」(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2)이 있다. 이들 연구는 GIS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도시정부의 업무 중 
현장행정부문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용적 

성격은 약하다. 현장행정업무가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는데 유용한 분야이고 GIS가 
모바일의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은 분명하지만, 각종 시정안내를 
위한 단문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s: SMS)와 같이 GIS를 전제하지 않은 간단
하고도 유용한 정보제공서비스를 비롯하여 도시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행정정보시스템은 크게 내부행정업무에 관련되는 백오피스(back-office) 부문과 
시민, 기업 등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론트오피스(front-office)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내부행정(G2E), 정부-시민(G2C), 정부-기업(G2B), 정부간(G2G)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유지하
는 한편,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행정조직내 현장행정업무(G2E) 뿐만 아니라 시
민(G2C) 및 기업(G2B)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행정서비스도 연구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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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본청과 일부 사업소, 그리
고 자치구청의 업무를 포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1-1> 서울시 행정업무에서의 상호작용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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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사항들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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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연구내용 및 산출물

구분 주요 산출물 세부내용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에 대한 

기본고찰

모바일 정보통신기술 

동향분석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특징, 장단점, 

기술동향, 주요 이슈 등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 

이론모형 고찰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의 서비스유형, 

발전단계모형, 시스템 도입시 고려사항 등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분석

․국내외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례 및 시사점 도출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적용 업무현황 및 

모바일 행정서비스 

요구분석

업무현황분석
․내부행정 및 대민서비스분야 업무현황

  (서울시 본청, 사업본부․사업소, 자치구)

정보화현황분석

․내부행정분야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대민서비스분야 관련 유선인터넷서비스 

현황

모바일 행정서비스 

요구분석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의견청취

․유선인터넷에서의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처리실태

․민간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시 고려사항 및 

기본방향 도출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 

및 시스템 구성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분류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별 업무체계 및 

서비스 세부내역 도출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조 설계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준설정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별 도입 우선순위 

선정

모바일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부추진전략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

․소요비용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제도적 보완사항

․기대효과

결론 및 정책건의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안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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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방법으로는 크게 자료 및 문헌분석, 사례분석, 의
견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료 및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수행되
는 부분으로는 모바일 기술동향분석,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에 대한 이론모형분
석,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강남구청)의 업무 및 정보시스템(내부행정시스템과 인터
넷서비스) 현황분석,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이용실태분석, 민간이동통
신사에 의한 서비스 컨텐츠 이용실태분석 등이다. 둘째, 국내외 모바일 행정시스
템 구축사례분석은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 간접적인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셋째, 의견조사대상은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주요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민 및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 다. 시민들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요구도 조사는 시민들을 대
상으로 한 직접적인 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자료 및 문헌검토를 통해서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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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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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에 대한 기본고찰

제1절 모바일 정보통신기술 현황
1.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특징

1)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개념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은 인터넷기술과 무선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로서 휴

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과 같은 이동성과 휴대성을 갖춘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통신이 이루지는 것을 가능케 한다. 유선네트워크기반의 각종 정보시
스템이 행정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반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수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한편, 모바일 정보통신은 현단계 기술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에
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유선네트워크기반 서비스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또는 대체수단

으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mobile)’과 ‘무선(wireless)’의 두 개념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모바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실
시간으로 정보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무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모바일’ 개념은 정보통신매체(예: 휴대폰, PDA 등)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무선’ 개념은 네트워크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거의 모든 모바
일 정보통신기기들은 무선정보통신망 기반에 이동성과 휴대성을 갖춘 단말기를 

특징으로 하지만 모든 무선단말기가 ‘모바일’한  특징을 갖는 것은 아니다(예: 
무선통신망에 기반한 데스크탑 컴퓨터).
네트워크환경의 측면에서 모바일기술은 ‘온라인(online)’ 모바일과 ‘오프라

인(offline)’ 모바일로 구분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온라인’ 모
바일은 보통 ‘무선’정보통신이라 불리며, 위성이나 셀룰러, 라디오 트랜스미터
를 이용하여 실시간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되는 형태이다. ‘오프라인’ 모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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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무선인터넷에 실시간 연결되지 않는 형태로서 사용자가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미리 서버측 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휴대

용 단말기(주로 PDA)를 통하여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후에 서버측에 업로드
시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초기단계에서는 
현장행정업무 중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오프라인’ 모바
일시스템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선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휴대폰기반의 
대민행정서비스와 시급을 요하는 업무분야에 ‘온라인’ 모바일시스템이 활용되
는 경향이 있다.
모바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 있다. 모바일 시스템은 기존의 유선인터넷에 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에 대한 접근수단의 다변화 및 발전과정상의 중간단계적 성격이 강한 반면, 유비
쿼터스 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통신매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물(건물, 도로, 시설물 등)에도 컴퓨터가 내장되고 서로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든’ 접속할 수 있는 고도기술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는 추후 필요한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2)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특징
모바일 기술의 특징을 사용되는 매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성(mobility)과 휴대

성(portability)이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매체의 특징을 이용과정상
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호작용의 편재성(ubiquitous interaction), 개인화
(personalization), 위치파악(location awareness), 저비용(low cost) 등을 들 수 있다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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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모바일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주요 특징

구분 설명

상호작용의 편재성

(ubiquitous interaction)

무선네트워크와 휴대가 간편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음. 이러한 이용상의 특

징은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

개인화

(personalization)

모바일 통신은 개인용 휴대장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서

비스의 개인화, 소위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위치파악

(location awareness)

모바일 통신기기가 온라인 작동되는 한 사용자의 위치추적이 가

능함. 따라서 긴급구조서비스, 교통정보제공 등 LBS분야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음.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

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저비용

(low cost)

데스크탑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등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함. 따

라서 보다 넓은 사용자층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동성(mobility)에 제약이 있는 사회집단에 대한 서비스 질

을 제고하여 유선인터넷기반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감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유선정보통신에 비교한 무선정보통신이 갖는 기술적 제약과 비교우위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능한 분야, 전달방법, 단계화 등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된다. 현단계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한계점으로는 무선통신망의 낮은 대역
폭, 낮은 연결상의 안정성, 높은 지연시간, 제한된 정보처리용량 및 처리속도, 제
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정보표시, 높은 전력소비, 낮은 보안성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에 따라 무선정보통신은 당분간 대규모 정보집약적 서비스 
보다는 단문서비스와 같은 텍스트기반의 간단한 정보제공서비스, 통신상의 안정성 
및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서비스, 오프라인기반의 시급성이 덜 요구되
는 현장행정업무 등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는 모바일 정보통
신기술의 장단점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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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장단점

장점 단점

․ 휴대가 간편

․ 비용이 저렴

․ 이동이 쉽고 즉시적 사용가능

․ 인터페이스와 정보의 개인화

․ 사용자 위치파악가능

․ 낮은 대역폭

․ 낮은 연결상의 안정성

․ 높은 지연시간

․ 자료처리용량 제한

․ 인터페이스 불편 및 제한된 정보표시

․ 높은 전력소비

․ 낮은 보안성

3) 무선인터넷 사용인구 추세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 1997년 서비스가 시작

된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12월말 현재 3천만명을 넘어섰으며, 무선인
터넷을 지원하는 휴대단말기의 보급대수도 3천만명에 육박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적인 다수가 휴대용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하 다. 단순한 총량적 
기준이기는 하나, 모바일 정보통신인구가 유선인터넷 인구 보다 높다는 사실은 도
시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 및 파급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행정서비스 대상을 발굴하고 확대함
으로써 두터운 휴대용 무선통신 사용자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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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내 이동통신 및 유․무선 인터넷 사용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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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1) 무선이동통신기술의 발전
무선이동통신기술은 크게 아날로그방식의 1세대, 디지털방식의 2세대, 광대역 

통신망 구현을 목표로 하는 3세대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의상 2세대에서 3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2.5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각 단계별 기술
과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제2세대 이동통신기술인 CDMA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시작하 고, 1998년에 CDMA방식의 이동통신 시
스템을 이용하여 14.4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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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ang & Kannan, 2002 재구성

<그림 2-2> 무선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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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2000 기술은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개선하여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추구하는 초고속 무선데이터 전송속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5세
대에서 3세대로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상용이동통신회사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2000년에는 CDMA2000 1x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여 144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실현하 고, 2003년 현재는 CDMA망을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동기식 
IMT-2000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고 최대 2.4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CDMA2000 1x EV-DO (Evolution-Data Optimiz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하반기에는 육상 및 위성환경에서 음성, 고속 데이터, 상 등의 

멀티미디어 및 로벌로밍(global roam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통합의 제3세
대 이동통신서비스인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 상용화 예정이다. 무선데이터 전
송속도 측면에서 IMT-2000 서비스는 고속이동환경에서 144Kbps, 저속이동환경에



- 19 -

서 384Kbps, 정지 및 실내환경에서 2Mbps정도까지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MT-2000 서비스가 상용화되기도 전에 서비스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는 데이터 전송속도의 문제가 대두되고, 기술적 성숙도가 
낮아 안정적 서비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초고속, 고용량 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여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2) 무선인터넷
무선망과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연동기술인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과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WAP
WAP은 인터넷망과 무선망을 연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방형 국제표준으로서 

유선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과는 다른 무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토

콜을 사용한다. WAP 프로토콜은 Application Layer, Session Layer, Transaction 
Layer, Security Layer, Transportation Layer와 같이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참조모델1)과 유사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WAP 기반의 무선
인터넷서비스 구조는 <그림 2-3>과 같다.

1) 네트워크로 구성된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규약 또는 참조모델로서 모두 

7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컴퓨터에서 한 계층씩 아래로 각 층을 

통과하여 데이터가 흐르게 되고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는 한 계층씩 위로 통과하여 이용자에게 전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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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WAP기반 무선인터넷의 서비스 구조

웹서버웹서버

무선 무선

인터넷

WAP 게이트웨이WAP 게이트웨이휴대용 단말기휴대용 단말기

WML Script

WTAI

기타
Protocol Adapters

WML 변환기 CGI Script 등

WML, WMLScript

컨텐츠

HTTPWSP/WTP

웹서버웹서버

무선 무선

인터넷

WAP 게이트웨이WAP 게이트웨이휴대용 단말기휴대용 단말기

WML Script

WTAI

기타
Protocol Adapters

WML 변환기 CGI Script 등

WML, WMLScript

컨텐츠

HTTPWSP/WTP

휴대용 단말기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요청하면 WAP 게이트웨이가 그 요청을 
받아서 응용서버 쪽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한다. WAP 게이트웨이는 
휴대용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WAP 프로토콜과 기존 유선인터넷망에서 사용하
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상호 변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WAP 게이트웨
이는 휴대용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WAP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하
고, 응용서버 쪽과의 통신을 위해서는 유선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휴대용 단말기를 위한 WAP 언어

인 WML나 WMLScript를 응용서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HTML나 Javascript로 
변환하여야 한다. 반대로, 결과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HTML나 Javascript를 WML나 
WMLScript로 변환하여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2)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은 모바일 시스템 구조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단

말기의 실행환경(Runtime Execution Environment)이며,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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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이동통신사별 모바일 플랫폼 현황

이동통신회사 모바일 플랫폼 지원언어 수행방법

SK Telecom

GVM C/C++ 인터프리터(VM) 

SK-VM Java 인터프리터(VM) 

WITOP Java & C/C++ 바이너리(native) 

KTF
MAP C/C++ 바이너리(native) 

BREW C/C++ 바이너리(native) 

LG Telecom KVM Java 인터프리터(VM) 

이동통신사별로 상이한 플랫폼으로 인하여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과

정에서 플랫폼에 맞는 제품을 각각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모바일 플랫폼 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라는 통합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채택될 경우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사별로 상이한 프로토콜과 언어를 지원해야 하는데 따른 비용요인

이 줄어들 수 있다. WIPI의 플랫폼 구조는 <그림 2-4>와 같다. 여기에서 하드웨어
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HAL(Handset Adaptation Layer) 표준화와 응용프로그램 개
발자를 위한 C와 Java를 지원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세트의 
표준화가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그림 2-4> WIPI 플랫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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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용 단말기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휴대폰, 스마트

폰, PDA, Tablet PC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말기 종류별 주요 특징을 요약하
면 <표 2-4>과 같다.
휴대단말기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하거나, 고행상도의 SVGA 그래

픽 지원이 가능하고, 문자입력을 위한 키보드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데스크탑 컴
퓨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표 2-4> 휴대용 단말기의 종류와 특징

구분 주요특징

휴대폰
․음성통신과 단순 데이터 송수신 가능

․기간 망사업자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휴대폰 + PDA

․휴대폰이 가진 휴대성과 PDA의 기능성 결합

PDA
․업무용 모바일 컴퓨팅에 적합

․확장 슬롯에 다양한 기능추가 가능

Tablet PC
․터치 펜으로 입력이 가능하여 업무용에 적합

․충격, 방습, 항온 기능으로 산업용으로도 적합

휴대단말기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휴대단말기용 운 체제

(Operating System)를 탑재해야 한다. 운 체제는 휴대단말기 하드웨어 제작회사에 

따라 다양한데, 현재 사용되고 주요 운 체제는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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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휴대용 단말기의 운 체제 

구분 특성 주요제품

Palm OS 중저가 제품으로 풍부한 응용프로그램 존재

․Palm 계열

․Visor 계열

․Sony Clie

Pocket PC 중고가 제품으로 풍부한 응용프로그램 존재

․Compaq iPaq

․CB POZ

․CASSIOPEA

W i n d o w 

CE
기존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과의 유연성이 뛰어남

․PCEphone

․Nexio

EPOC32 유럽지역에 한정 ․Nokia Coomunicator

Linux 응용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솔류션개발 부담이 큼 ․GMATE Yopy

CellVic OS 국산 제품 ․CellVic

출처: 2002 mbiz 컨퍼런스 발표자료, 2002

3. 모바일 정보통신기술관련 주요 이슈

모바일 정보통신은 상호작용의 편재성, 개인화, 위치파악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선인터넷에 비해 서비스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특히,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서비스(LBS)
는 모바일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위치기
반서비스는 긴급구난, 교통정보 등의 분야에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장점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위치노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문제가 대두된다.
모바일 정보통신의 활성화로 문서결재, 지불결제 등 거래적 형태에의 모바일 

적용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전자적 거래를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
에서의 인증기반기술이 선결조건이며,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 WPKI)는 이를 위한 핵심기술이다. 그러나 유선인터넷에 대한 인증
체계에 비해 무선인터넷에 대한 인증체계는 보안상의 기술수준이 아직 낮은 수준

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모바일 컴퓨팅 환경은 유선인터넷에 더하여 정보통신매체의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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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완전한 편재성을 갖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논의

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기술과 관련한 주요 분야로서 위치기반서비스,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 유

비쿼터스 컴퓨팅의 현황 및 현안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
개인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가공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구현할 수도 있어,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기반서비스는 사용자가 인공위성이나 
기지국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위치정보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청 
정보를 무선 이동통신망으로 보내게 되면 이동통신회사에 구축되어 있는 LBS 기
반 플랫폼에서 위치를 확인하여 위치기반정보제공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정보를 다시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2-5> 위치기반서비스의 구조

위치기반정보서비스

LBS 기반 플랫폼과
핵심공통응용서버

위치기반 정보제공자
(CP)

위치기반정보서비스

LBS 기반 플랫폼과
핵심공통응용서버

위치기반 정보제공자
(CP)

위치기반 정보제공자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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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사례

위치 확인
․“친구찾기”가 대표적인 서비스

․LBS서비스 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

․SKT의 Nate GPS

․KTF의 엔젤아이, 수호천사, 매

직GPS

․LGT의 HappyTalky, Ez-I 주변 정보
․개인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정보를 

검색

텔레매틱스

․차량, 항공, 선박 등에 위치확인 장치, 컴

퓨터, 이동통신 장비를 장착하여 정보서비

스 제공 

․Nate Drive

․대우의 드림넷, 현대의 아톰 

서비스

․SK Entrac, 삼성화재 Anycar 

서비스

안전 및 

구난서비스

․사설 보안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에스원의 이동체 시큐러티 사

업

위치기반과금
․개인이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
․SKT의 TTL 지역할인 요금제

엔터테인먼트
․위치기반 미팅, 운세 서비스 등 컨텐츠 사

업자가 제공

․모바일 미팅, 모바일 운세상담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포탈

을 통해 제공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확인, 텔레매틱스(telematics), 안전 및 구난서비스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서
비스 내용을 정리하면 <표 2-6>와 같다.
위치기반서비스 구현에 있어서는 측위기술의 선택과 관련 기술표준의 반 이 

중요한 기술적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 바, 측위기술은 휴대단말기의 위치인식방법
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측위기술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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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측위기술의 종류

기술 설명 정확도(M)

Cell Of Origin

(COO)

각 기지국이 담당하는 역(cell)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기지국에 휴대 단말기의 신호의 접수하는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

으로 휴대 단말기의 위치를 구함

200-35,000

Angle Of Arrival

(AOA)

두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단말기의 신호를 받아서, 각 기지국에

서 측정된 신호의 방향각을 구하고 각각의 방향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단말기의 위치를 구함

Time Of Arrival

(TOA)

휴대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전파전달 시간이 상이하여 각각의 기

지국에 대한 전파전달 시간을 측정하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길이

가 다른 반지름을 갖는 원이 나타나는데 이 원들이 교차하는 지

점에서 단말기의 위치를 구함

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

휴대 단말기의 신호가 도달한 시간을 근거로 하나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곡선과, 나머지 두개의 기지국 사이의 곡선이 교

차하는 지점에서 위치를 계산함 

100-500

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EOTD)

휴대 단말기에 내장된 EOTD 위치측정장치가 세 개의 기지국으

로부터 전송된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계산

함

50-150

Assisted GPS

(AGPS)

휴대 단말기에 내장된 GPS 위치측정장치가 세 개 이상의 GPS 

위성에서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를 계산함
5-100

위치기반서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사

용하거나 플랫폼에 따라 제각기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어 호환성과 확

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관
련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의 위치기반서비
스 표준화 기구와 표준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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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내외 위치기반서비스 표준화 현황

기구(기관) 표준화 내용

국내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 위치기반서비스분과

․무선측위기술

․공통기반기술

․LBS플랫폼

․단말 및 응용서비스

국외

3GPP ․GSM망 기반의 단말기 측위 관련 기술 

3GPP2 ․CDMA망 기반의 단말기 측위 관련 기술

ISO/TC211
․위치기반 차량추적 및 운행을 위한 표준

․위치기반 생활안내를 위한 교통수단 서비스 표준

OGC (OpenLS)

․휴대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있는 위치기반서

비스 구현을 위한 인터페이스 명세 개발

․인터페이스 명세에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시연

LIF (Location

Interoperability Forum)

․위치추적 기술 개발과 통신망 인터페이스에 상관없이 데이터

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정의를 목적으로 함

MAGIC Service Forum
․차량항법이나 telematics 관련 위치기반 정보 전달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과 API 개발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위치가 공개되어 사적 역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긴급전화 '911' 사용시 무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의무
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평의회는 긴급전화 ‘E112’에 대한 
발신자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률의 제정을 논의 중이며, 관련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을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 ETSI)에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재해·재난 등 위험지

역에 대한 경․예보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조기관의 설비기준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2003년 중 입법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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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
무선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단순한 정보제공서비스에서 모바일 

전자상거래, 모바일 금융, 모바일 지불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
비스 확대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보안기술로서 본 연

구에서는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를 중심으로 보안기술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공개키 기반구조(PKI)는 공개키 암호시스템을 위한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 갱
신, 폐지,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며,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
(WPKI)는 이러한 공개키 기반구조를 무선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모든 사용자는 공개키(public key)와 비 키(private key)라

는 하나의 키쌍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키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

된 저장소에 등록하고 사용자는 비 키를 보관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기본구조

사용자A 평문 메세지평문 메세지 암호문암호문 평문 메세지평문 메세지 사용자B

공개키 비밀키

사용자A 평문 메세지평문 메세지 암호문암호문 평문 메세지평문 메세지 사용자B

공개키 비밀키

공개키 암호시스템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비 키 도난 등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를 갖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제3자가 비 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키 기반구조는 시스
템 사용자가 비 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인지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공개키 기반구조는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에서 비 키 사용

자에 대한 인증서(digital certificate)를 발급하거나 검증하고, 발급된 인증서를 관리
하기 위한 시스템(directory service)에서는 취소나 기한만기로 해제된 인증서 취소
목록(certificate revocation lists: CRL)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인
증기관이 가지는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 R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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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증을 대신할 수도 있다(그림 2-7).

<그림 2-7> 공개키 기반구조에서의 인증과정

인증서 검색획득

1.요청
(CA의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서 등록 / CRL 유지,관리

2.신원확인

인증서
등록

3.발행요청

4.발행

5. 인증서 발행

이용자Directory Service

• 인증서

• CRL

• 인증서

• CRL

RARA

CACA

인증서 검색획득

1.요청
(CA의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서 등록 / CRL 유지,관리

2.신원확인

인증서
등록

3.발행요청

4.발행

5. 인증서 발행

이용자Directory Service

• 인증서

• CRL

• 인증서

• CRL

Directory Service

• 인증서

• CRL

• 인증서

• CRL

RARA

CACA

<표 2-9> 인증방법의 유형과 장단점

인증방법 예시 장점 단점

사용자의 지식을 이

용한 인증

․패스워드

․PIN

․단순한 구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친

숙함

․노출, 분실에 대한 공

격에 취약함

사용자의 소유물을 

이용한 인증

․스마트 카드, 신분

증, 전자서명

․보다 높은 안정성 

제공

․원격 신원확인에 

적합

․복잡한 구조

․추가 장비와 인프라 

필요

사용자의 신체적 특

징을 이용한 인증 

(biometrics)

․지문, 동공, 목소리, 

생체 인식

․위조가 매우 어려

움

․물리적인 접근 통

제에 적합

․분실시 구적으로 사

용불가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완벽하

게 보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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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기반구조에서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인증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사용 권한을 가
진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 되어 있다. 
공개키 기반구조와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는 기본구조에서는 동일하나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증서 검증방식과 암호화 알고리즘에 차이가 있다.

<표 2-10> 공개키 기반구조와 무선공개키 기반구조의 비교

구분 공개키 기반구조 무선공개키 기반구조

인증서 검증방식

․클라이언트측에서 인증서를 검

증하고 갱신하는 작업에 대한 

하드웨어의 처리능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

․유선망을 통해 주기적인 인증

서 검증 목록을 갱신할 수 있

음

․클라이언트측에서 인증서를 검증하고 

갱신하는 작업에 대한 하드웨어의 처

리능력에 제약이 있어 검증절차를 간

소화하는 Short Lived Certificate 방법 

사용

․무선환경에서 주기적인 인증서 검증 

목록에 대한 갱신이 어려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

로 인증서의 상태를 검증 요청(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OCSP)하는 

인증서 검증 방법 채택

암호화 알고리즘
․안전한 보안강도를 위한 키의 

길이에 제약이 적음

․안전한 보안강도를 위한 키의 길이에 

제약이 있음

3) 유비쿼터스 컴퓨팅
무선이동통신의 발달에 따라 차세대 고도화된 정보통신환경으로 유비쿼터스 컴

퓨팅(ubiquitous computing) 또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의 개념
이 대두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1988년 미국 Xerox사의 Palo Alto 
Research Center의 Mark Weiser가 처음 제안한 용어로서 일상환경의 도처에 작은 
컴퓨터가 보이지 않게 내장되어 있고 네트워크화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고도화된 컴퓨팅 환경을 말
한다(최남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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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물리공간, 전자공간, 유비쿼터스공간의 비교

구분 물리공간 전자공간 제3공간(유비쿼터스 공간)

공간원소 원자(atoms) 비트(bits) 원자+비트(atoms+bits)

공간지각
만질수 있는

(tangibles)

만질수 없는

(intangible)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간

공간형식
유클리드 공간, 실제

적인 현실임

논리적 공간, 컴퓨터 

상에서 가상적인

지능적 공간, 지능적으로 증강된 

현실임

공간구성 토지+사물 인터넷+웹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지능화된 

환경, 사물

공간위상 주소/번지수 고정 lpv4 모바일 lpv6

기능형성
공간에 사물이 심어

짐

컴퓨터에 가상사물이 

심어짐
컴퓨터가 사물에 심어짐

컴퓨터활용 메인 프레임 PC ubiquitous-pervasive-Dispossable

공간접속
only one access/by 

oneself

some access/by 

agents
ubiquitous access/without oneself

기반네트워크 도로망, 철도망
PC와 PC를 연결하는 

인터넷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인터넷

공간개발기술 토목, 건축
IT(컴퓨터+통신+방송

유합)
IT+NT+BT 융합

공간경제원리 규모와 집적 원리
네트워크 외부성 원

리
공명성과 공진화원리

산업경제
유형의 1,2,3차 산업 

(부동산, 제조업 등)

무형의 디지털경제

(ISP, 포털, 사이버뱅

크 등)

모든 환경, 사물의 창조, 이동을 

식별-감식-추적-최적화하는 전방

위 공간비즈니스/산업

발전과제
기간산업 육성과 지

역간 격차해소

네트워크 기반과 이

용자 확산, 디지털격

차 해소

모든 네트워크간 통합과 컴퓨터의 

저가격화, 전자-물리공간간의 기

능연계와 재배치

출처: 최남희, 2003

Weiser는 컴퓨터의 진화과정을 컴퓨터기술과 인간관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제
1의 물결인 메인프레임시대, 제2의 물결인 퍼스널컴퓨터 시대로 나누고 유비쿼터
스 컴퓨팅 시대를 제3의 물결로 정의하 다. 그가 정의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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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아님
-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서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함
- 현실세계 어디에서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함
- 사용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변해야 함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은 모든 가능한 곳에 컴퓨터를 내장시키는 방법을 중심

으로 발달하 다가 네트워크기술의 발달로 유무선상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예컨대, 휴대전화에 내장된 컴퓨터 칩을 
이용하여 단절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이나 가전기기에 유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해 제어하는 홈오토메이션 등은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유비

쿼터스 컴퓨팅이 구현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적용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각종 활동이 집적된 

도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도시차원에서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도시공간을 구성
하는 각종 건축물, 교통,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기업활동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으로 보다 고도화될 것이며, 대
도시 교통관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컴퓨터칩이 내장된 시설물은 
유지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재해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구현을 주요 목표로 하

고 있다.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전략적 연계공간으로서 최첨단 네트워크의 전국
적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교육, 의료, 행정, 국방 등 국가사회의 중추시스템을 접
목시킴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새로운 정보화 입국 비전으로

서 「u-Korea 21 Grand Strategy」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는 정보통신부의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인 2002년 「e-Korea Vision 2006」 이후의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
임을 선도할 정보화 기본계획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은경․하원규, 
2002).

 서울시의 경우, 유비쿼터스 공간과 관련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상암지구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DMC)내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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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에 첨단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이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서울시도시개발공사, 2003). 그러나 차세대 서울시 전자
정부에서 유비쿼터스 기술환경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은 없는 실

정으로, 서울시 정보화 장기계획에 수립 시 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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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행정업무에서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1. 모바일 도시행정업무의 유형

모바일 도시행정이란 도시정부내 각종 업무처리과정과 시민, 기업 등에 제공되
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의 행정

과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바, 휴대성과 이동성을 갖춘 모바
일 정보통신기술을 도시행정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시민편의

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time-sensitive) 정보를 유통할 수 있고, 개인화
된(personalized) 정보매체와 컨텐츠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유연성이 증대되며, 사용
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location aware)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
동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도시행정업무의 모바일화는 크게 도시정부 외부에 대한 서비스공급 측면

(front-office)과 조직내부의 업무과정 측면(back-offi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적 측면에서의 목적은 행정서비스공급의 모바일화를 통하여 시민 및 기업과의 상

호작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민편의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

이고, 내부적 측면에서의 목적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과정, 특히 현장행정업무에 
모바일 정보통신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위의 구분을 다시 세분하면, 도시정부의 입장에서 관련되는 
부문간 상호작용유형으로 정부-시민(G2C), 정부-기업(G2B), 정부간(G2G), 정부조직
내(G2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정부조직내(G2E)와 정부-시민(G2C) 
상호작용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시스템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현장행정업무(예: 시설

물관리, 단속, 조사 등)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내 업무분야(G2E)를 중심으로 활용
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 및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G2C 및 
G2B)의 경우에는 각종 안내, 생활정보, 시정정보 등에 대한 텍스트기반 정보제공
서비스가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과 기업을 상대로 다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거나 본인확인 및 전자적 거래가 수반되는 서비스의 경우 처리속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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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보안, 프라이버시, 호환성 등 모바일 기술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활
용도가 낮고 후기단계에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표 2-12>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에서의 상호작용유형과 기대효과

상호작용

유형
정부조직내(G2E) 정부간(G2G) 정부-시민(G2C) 정부-기업(G2B)

서비스 예

단속, 검사 등 현

장업무에 모바일 

기술 적용

정부간 자료공유, 

상호운용성 확보 

등

민원안내, 신청, 처

리, 결과통보 등 

대민서비스

인허가, 조달 등 

대기업 서비스

기대효과
업무의 생산성 제

고, 비용절감

정부간 상호협조체

제
시민편의 기업경쟁력 향상

2.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의 발전단계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의 발전단계는 전자정부에서 추구하는 발전단계에서 유

추될 수 있는 바,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인용되는 발전모형
(road map)의 하나는 Gartner그룹에 의해 제안된 1) 정보제공(information) 단계, 2) 
상호작용(interaction) 단계, 3) 상호거래(transaction) 단계에 의한 구분이다(Baum 
and Di Maio, 2000). 3단계 발전모형은 최종발전단계로 통합 및 전환
(transformation) 단계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정부 발전단계모형은 일반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복잡성

에 상응한 전자정부 발전의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행정업무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도 장단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이정표

가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위의 발전단계모형이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발전단계
들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시정부내 행정업무의 어떤 분야는 초기단계
에 그리고 신속히 도입될 수 있으며,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 1단계: 정보제공단계
조직내 구성원과 시민 및 기업에 대하여 모바일 통신매체를 통하여 각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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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홍보 등 정보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정보의 흐름이 주로 일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방식이 유선인터넷뿐
만 아니라 무선인터넷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도시정부 내부적으로는 정적인(static) 정보들이 유선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활용됨으로써 의사소통이 확대되며, 업무과정이 보다 표준화
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보제공단계는 정보의 흐름에 필요한 접속의 안정성이나 보안요건이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에 고급 모바일 기술의 적용 없이도 구현가능하다. 따라서 텍스트기
반 서비스가 주된 역할을 하는 가운데 GIS 및 멀티미디어기반 정보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시정 및 생활정보제공, 민원처리와 관련한 신청인에 대한 통
보, 이동중인 사용자에 대한 교통 및 주변 지역정보제공 등이 정보제공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라 할 수 있다.

2) 2단계: 상호작용단계
조직내부 및 도시정부와 시민간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무선인터넷 응용시스템이 구현되는 단계로서, 사용자들은 이메일과 검색엔진을 통
하여 공공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와 입력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도시정부 내적으로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 및 데이터 교환이 활발하게 이

루어짐으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 업무과정이 촉진된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실시간으
로 원격적인 자료 입출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시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도시정부와 쌍방으로 통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이 높아지며 시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

다.
상호작용단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형태로서 시정활동과정에서의 각종 

주민의견수렴, 시설물관리․지도단속․현장조사 등에서의 데이터 입출력 등을 들 수 
있다.
상호작용단계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건은 검색가능하고 잘 조직화된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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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의 접속과 검색, 입출력 처리를 위
한 데이터 처리용량, 처리속도, 접속의 안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3) 3단계: 상호거래단계
무선정보통신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행정업무에서 정보통신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 인허가, 조달, 결재 등 각종 거래적 행정업무가 무선정보통신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도시정부 내적으로는 업무과정이 무선정보통신기
술의 적용에 상응하여 재설계되며, 각종 법령 및 제도 또한 전자적 거래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단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형태로서 일선행정업
무의 자동화,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통한 인허가 및 납세, 원격전자결재 등을 들 
수 있다.
상호거래단계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건으로는 무선통신을 통한 전자적 거래과정

에서 발생하는 인증, 결제, 보안 등 복잡한 문제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 2-13>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의 발전단계

구분 1단계: 정보제공 2단계: 상호작용 3단계: 상호거래

주도적 서비스 

유형

시정안내, 홍보 등 공공

정보 제공

공공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질의 및 데이터 교

환

납세, 인허가, 조달 등 

무선통신을 이용한 전자

거래

사용 예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민

원처리결과 통보, 지역사

회정보 제공 등

이메일, 주민의견수렴, 

인벤토리 관리 등

투표, 인허가, 소액납세, 

원격결재, 일선행정업무

의 자동화 등

제도적 기반 업무과정 표준화, 투명화 

행정업무의 시민들에 대

한 대응성 증대, 지식관

리

업무 재설계 및 통합

주요 기술기반

메시징, 사용자 인터페이

스, 무선인터넷 컨텐츠 

등

데이터베이스, 처리속도 

및 용량, 접속의 안정성 

등

데이터 동기화, 보안, 인

증, 전자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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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시스템 도입시 고려요소

도시행정업무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어떤 분야에 대하여, 언제, 어떻
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방향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집단(예컨
대, 대민서비스의 경우 시민, 내부행정업무의 경우는 정부조직내 공무원)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수용태세, 모바일 기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기술적 제약
과 가능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보적 특성(예컨대, 정보처리용량, 속도, 업무처리
의 시급성 등) 등에 향을 받다. 도시행정업무에서 모바일 기술을 적용할 경우 
도입분야의 선정 및 우선순위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요소들을 열거하

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 도입시 고려요소

고려요소 주요내용

대상집단의 

수용태세

․행정조직 내부업무의 경우, 공무원들의 모바일 시스템 도입의사와 도입을    

희망하는 업무분야

․대민서비스의 경우, 시민들의 모바일 기기 활용정도와 희망하는 서비스 컨텐

츠

모바일 기술의 

제약과 가능성

․정보처리용량 및 속도

․연결의 안정성

․보안요건

․사용자 위치파악 필요성 등

서비스의 

정보적 특성

․업무처리의 시급성

․상호작용 빈도

․서비스의 현장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등

분야별 정보화 

수준
․서비스분야별 전자적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무 등

소요재원 및 

편익

․모바일 시스템 도입시 소요비용

․비용 대비 편익(시민편의, 기업경쟁력, 행정생산성 등)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함에 있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시스템의 잠재적 이용자집단의 요구정도와 이를 수용할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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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에 따라 구사될 전략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표 2-15>는 모바일 시
스템 수요와 기술여건과의 관계 측면에서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전략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표 2-15> 대상집단의 기술수용태세와 기술수준에 따른 모바일시스템 도입전략 유형

구분
모바일 기술수준

높음 낮음

대상집단의 

모바일 

시스템 

요구도

높음
"Stars": 파급효과가 크고 전략적 이

점이 높은 분야에 적용

"Low-Hanging Fruit": 적용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행정조직 내부 

업무에 초점

낮음

"Future Potentials": 본격적인 적용은 

기술이 보다 성숙한 단계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리되 교육과 홍보를 병

행한 시범사업은 가능

"Near Harvests": 모바일 시스템을 도

입할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만

약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교육 및 

홍보 필요

출처: Chang & Kann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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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바일 시스템 적용사례 분석
1. 국내사례

현재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는 크게 행정조직내 업무, 특
히 현장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분야와 시민편의를 위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장행정업
무는 주로 PDA와 오프라인 데이터전송방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민행정서비스는 
주로 휴대폰과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현장행정에서 모바일 시스템이 활용되는 업무는 단속업무, 시설물관리업무, 조

사업무, 소방/방재/치안업무가 주류를 이루며, 대민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민원정보, 생활정보, 관광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6> 국내 공공부문 모바일시스템 적용사례 요약

구분 분야 구축 시스템 시행기관 비고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 

단속업무
주정차단속 송파구청 외

지방세 체납관리 인천광역시 외

시설물

관리업무

수도검침 대전광역시 외

주차관리 강남구청

조사업무

농수산물가격조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공시지가조사 성동구, 노원구, 울산시 등 시범단계

소방/방재/치안업무
e119 행정자치부

2003년 하반기 

구축예정

무선조회 경찰청

시민편의 

제공 

민원정보

시정정보안내 서울특별시

민원편의정보 충청북도

휴대폰 문자메세지 부산시 외

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 특허청

생활정보 버스정보 부천시 외

관광정보

무선관광정보 대구광역시
2003년 8월 구

축예정

관광체험 길잡이 경상남도

사이버제주구축사업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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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조사업무
(1) 농수산물가격조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 하고 있는 모바일 농수산물가격조사시스템은 서울, 대

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농수산물시장의 시세를 PDA와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실
시간으로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가격조
사원들은 가격변동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이중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정보제공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
는 농수산물시세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다.

(2)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조사시스템은 소비자물가조사를 종이조사

표 대신 PD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입력되어 통계청 본청으로 전송된다. 본 
모바일 시스템은 종래의 종이조사표에 의한 현장조사 후 입력내용을 사무실에서 

재입력해야 하는 이중작업을 없앰으로써 조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과정에 PDA를 이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원구청, 성동구청, 울산시 남구청 등에
서 도입하 다. 지가조사조사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첫째,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지적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도면 및 대장면적을 현장조사에 의한 현황과 대조
하여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공시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ALPA) 정보
를 검토하거나 도면상에서 확인가능하며, 셋째, 종이도면 없이 현장에서 PDA를 통
하여 토지특성을 ALPA로 자동입력하거나 ALPA 자료를 바로 확인하면서 수정가능
하다는 것, 넷째, GPS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해당 필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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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그림 2-8> 모바일 개별공시지가조사 구성도(출처: 엠투비)

필지 조회 변동사항 입력

PDA담당자 PC지적공부

자료 변환

자료 변환

사용자 확인

현장 도착 현장조사

업무 반복

업무 종료

조사대상 자료 수신

현장조사 자료 송신

현장현장

사무실사무실

토지특성자료

필지 조회 변동사항 입력

PDA담당자 PC지적공부

자료 변환

자료 변환

사용자 확인

현장 도착 현장조사

업무 반복

업무 종료

조사대상 자료 수신

현장조사 자료 송신

현장현장

사무실사무실

토지특성자료

2) 지도단속업무
(1) 주정차단속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PDA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내용과 증

빙사진을 입력한 후, 사무실에 설치된 입력용 PC를 통해 단속정보를 저장하게 된
다. 현장에서 단속차량의 제반사항을 입력․조회할 수 있고, 현장에서 단속대장에 
단속내역을 기입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PC에 재입력해야 하는 이중작업을 방지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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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 체납관리리스템은 <그림 2-9>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청(시․군․구청) 데이

터베이스에서 지방세 자료를 추출하여 PDA용 기초데이터를 생성․관리하면서 현장
에서 PDA를 이용한 신속한 체납차량 조회 및 조치작업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PDA의 휴대가 간편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도 용이하
게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체납자료의 조회와 단속결과의 기록이 현장
에서 이루어져서 단속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후작업이 줄어드는 업무개선효과

를 거둘 수 있다.

<그림 2-9> 모바일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 구성도 (출처: 모인벨리)

3) 시설물관리업무
(1) 수도검침
대전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림 2-10>과 같은 구조를 갖는 수도검침시스템

을 구축하 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상수도 검침작업을 대
신하여 PDA를 이용하여 수용가 검침, 검색,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민원발생시 등
록 및 처리내역 조회, 검침 내역 송수신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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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상하수도 검침원이 현장에서 검침정보를 중앙서버에 등록하여 관리와 요

금징수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림 2-10> 모바일 수도검침시스템 구성도(출처: 대우정보시스템)

(2) 노상주차관리
강남구청에서 도입한 모바일 노상주차관리시스템은 PDA와 무선네트워크를 통

하여 실시간으로 관내 공 노상주차장의 차량 입출고 및 주차요금징수를 관리하

고 있다. 이 시스템을 운 함으로써 주차요금수입의 증가는 물론, 업무의 신속성
과 투명성을 높이며, 주차요금과 관련한 민원예방효과, 그리고 주차요금의 전산결
제로 고객서비스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차량정보를 실시간 관리함에 따
라 도난차량과 지방세체납차량의 선별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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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1> 모바일 노상주차관리시스템 구성도(출처: 엠넷소프트)

4) 소방․방재․치안업무
(1) e119
정보통신부는 2003년 하반기에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방방재(안전)본부

의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서비스를 휴대폰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을 가진 구조요청자가 119에 구조신호를 보내면, 인
공위성과 LBS시스템을 통하여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긴급출동이 이뤄지
는 구조를 가진다.

(2) 경찰업무를 위한 무선조회시스템
경찰청이 운 하고 있는 무선조회시스템은 이동전화망과 경찰전산망을 연동하

여 이동 중에도 경찰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신상정보, 차적, 운전면허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단말기가 필
요없이 CDMA-2000을 지원하는 일반이동전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근무 중 
이동이 많은 경찰청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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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정보
모바일 민원정보는 각종 휴대단말기를 통하여 단문서비스(SMS)나 멀티미디어서

비스(MMS)를 통하여 민원안내, 민원처리 결과통보, 민원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유선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민원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무선환경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시정정보안내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세금납부, 민방위소집, 단전단

수안내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민원처리와 관련
한 서비스는 기존 유선인터넷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OPEN시스템)」와 연
결되어 운 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민원편의정보시스템은 여권관련 민원처리결과
를 휴대폰으로 통보해 주고 있다. 부산시도 주민신청에 따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휴대폰으로 통보하고, 각종 민원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휴대폰 단
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인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특허민원서비스는 특허청에서 개

통하여 운 하고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KIPONET)과 연동하여 각종 민원
처리결과, 관련정보 등을 민원인의 이동전화에 단문서비스를 이용하여 통보해 주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민원정보서비스는 지금까지의 전화나 우편을 통한 통지방식에 비하여 

민원업무의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가능케 한다. 또한 민원인
은 민원처리와 관련한 전화, 직접방문,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단계에
서 모바일 민원정보서비스는 단순서비스를 기반으로 처리결과통보 등 제한된 분

야에만 활용되고 있지만, 점차 서비스분야를 확대하고 제공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적용하기가 용이하면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6) 교통정보
교통정보제공은 이동성과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기술이 가장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위
치정보, 주변지역정보, 텔레매틱스, 구난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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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ITS사업와 연계하여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대중교통정보의 경우,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 또는 버스

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BMS)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교통정보제
공이 포함되어 있다. BIS는 서울, 과천, 부천,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울산, 광주, 
부산, 대구 등의 지방 대도시들에서 대중교통 수송효율과 승객편의를 위하여 적극
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예정에 있다. 승객들은 버스도착시간과 도로상황 등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며, 운수업체는 차량위치를 파악하거나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어 시민편의는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그림 2-12> 서울시 버스종합사령실(BMS) 구성도(출처: 서울특별시)

7) 관광정보
관광 또한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통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

공에 있어 모바일기술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다. 대구시의 경우, 2003년 8
월 개최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무선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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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를 통해 대구의 관광자원안내, 외국어통역, 위치정보, 긴급상황시 119 긴급구
조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선으로 제공하는 
관광정보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관광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관광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PDA를 통해 즉시 받아볼 수 있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도내 관광지 정보에 대한 포탈사이트인 경남관광체험길잡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선인터넷서비스와 함께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통해 기상정보,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을 얻
을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관광지와 숙박지, 교통정보, 위치정보, 투자정보 등 
도내 정보포탈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제주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단말기를 통

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3> 경남관광체험길잡이 무선인터넷서비스

(출처: http://www.gn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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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례

1) 미국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시스템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9.11테러 여파로 인하여 소방, 
방재, 치안 등 긴급을 요하는 현장행정분야에 모바일시스템 활용이 집중되어 있
다. 이는 모바일 시스템이 갖는 신속한 정보전달, 정보공유, 위치인식 등의 특징이 
현장업무분야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민서비스 분야는 행정조직
내 일선현장업무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 폭이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

으나, 교통정보, 시정정보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2-14> 미국 버지니아주 무선웹포탈에서 제공하는 

선거정보 (출처: http://www.vipnet.org/info/vipnetservices.htm)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모바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창구로서 무선웹포탈(wireless web portal)을 구축하 다.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아테네(조지아주) 등에서는 공공시설물이나 주요공공
장소(도심, 터미널, 공원 등)에 무선랜 환경을 구축하여 일반시민 또는 방문자들이 



- 50 -

<표 2-17> 미국 지방정부 모바일시스템 활용 현황 

구분 내용 사례지역

소방․방

재․치안

․New Orleans 에서 총기발포감지 및 경찰에 무선통신할 수 있는 서

비스 실시
루이지애나

․주정부 가정폭력방지위원회: 민간기업 Verizon Wireless에 의해 무상 

제공된 휴대폰을 가정폭력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급하여 보호시설이

나 경찰에 비상연락할 수 있도록 함

매릴랜드

․휴대단말기를 소지하거나 순찰차량에 휴대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

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련정보를  조회하거나 순찰내용

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운  

   - Boston, Seattle, Pasco, Sacramento 등

매사추세츠, 

워싱턴, 워싱

턴,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

바니아 등

․산불 진화에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에서 

산불진행상활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현장 소방관들은 휴대용 단말

기를 통해 분석결과를 전달받아 효과적으로 진화작업을 수행함.

․Southern California에서는 소방관리를 위해 화재위치 및 경로 추적

을 위한 GIS기반 무선시스템 구축

캘리포니아

․Colorado Springs에서는 경찰, 소방, 방재, 공공시설물관리 등 기관들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 구축

   - Colorado Springs, El Paso County 등

텍사스, 콜로

라도

․Houston에서는  제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911 무선 긴급네트

워크서비스 실시
텍사스

자료수집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생화학테러관련 사고자료 

수집을 위하여 GPS장착 휴대용 단말기 사용 예정
조지아

․모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the West 

Nile Virus system)하고, 질병발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원

들이 PDA를 활용 

펜실베이니

아

단속
․주정부에서 주차단속을 위해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티켓 

발부 및 본청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뉴저지, 텍사

스

무료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Hinds County(미시시피주)에서는 미국 내 최초로 관할구역에서 무선투표기를 사용
하여 편리한 투표에 신속한 투표결과를 산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표 2-17>은 미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 시스템 현황을 요
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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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례지역

단속

․Bellevue시는 시청에서 구축해 놓은 인트라넷, 이메일 시스템, 기타 

여러 전산시스템들을 무선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건물

안전진단 요원이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건물에 관한 정

보를 받거나 진단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이미 구축되

어 있음 

워싱턴

․주 감사원(State Auditor), 주이용업검사위원회(State Board of Barber 

Examiners)의 현장 단속 활동과 주내 탁아시설에 대한 허가 및 검사

에 휴대단말기 이용

텍사스

행정관리

․주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해 이메일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켄터키

․Hinds County에서는 미국내 최초로 관할구역에서 무선투표기를 사

용, 신속한 투표결과를 산출 
미시시피

행정정보

제공

․무선기기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선웹포탈 형식의 

서비스 제공

  - 버지니아에서는 미국 지방정부 최초로 휴대용 단말기로 접속할 

수 있는 무선웹포탈(www.myVirginia.org/mobilegov) 구축 

  - 뉴욕에서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시정부 웹사이트로부

터 비상대비루트 및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뉴욕, 버지니

아, 캘리포니

아

․시청 311 콜센터에 고객서비스요구시스템(CSR:Customer Service 

Request)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청직원이 

외근중이더라도 무선으로 민원내용을 즉시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달라스

생활정보

제공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각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안내시스템을 구축하 음

    - Portland, King County 등

․각 버스에 GPS 장비를 장착하여 버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버스 안내 정보를 이용하려면 무선 인터넷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함.

워싱턴, 오레

곤

․Salt Lake City: 2002 동계올림픽에서 비상대응 및 차량위치추적을 

위해 GPS 및 무선네트워크 사용 

․올림픽 종료후 긴급서비스차량 추적서비스에 활용)

유타

무선통신

기반제공

․다운타운, 공항, 공원 등에 광대역 무선랜을 설치하여 무료로 무선

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제공

   - Rolling Meadows, Long Beach, Jacksonville, New York 등

뉴욕, 일리노

이, 캘리포니

아, 플로리다

(<표 2-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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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및 기타
<표 2-18>는 국을 비롯한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의 공공부문 모바일시스템 적

용사례의 일부를 요약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등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집단에 대한 긴급구호서비스, 모바일 투표 시범사업 등
을 들 수 있다.

<표 2-18> 국 및 캐나다에서의 모바일 시스템 적용 사례

구분 적용사례 사례지역

국

․SMS를 이용한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 또는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키

오스크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시범 실시
9개 지자체

․서부 Midland 경찰청에서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등을 위해 국 최초

로 모바일폰을 이용한 SMS 긴급연락망 서비스 실시 
Birmingham

․교통체증 감소를 위하여 타운센터내 빈 주차공간을 운전자들에게 알려

주는 SMS 서비스 실시
공통

․토지소유권, 등록, 가격 등에 정보를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제공
공통(토지등

기국)

․열차 승객들을 위해 모바일 폰에 의한 열차시간표 정보제공 공통

캐나다

․시 주차국(Parking Authority)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운 하면서 무선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공 있음
Toronto

․건물안전진단 요원들이 현장에서 건물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검사결과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PDA 시스템 활용하고 있음
Edmonton

․양수장 관리를 위해 PDA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음 Richmond

3. 시사점

모바일 행정업무분야의 국내외 타기관의 적용사례는 서울시가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유용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왕의 사례들로부터 적
용되는 서비스분야를 참고하는 한편, 활용정도, 기술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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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방정부 모바일 시스템 적용사례는 행정조직내 현장행정업무의 경우 

주로 PDA와 같은 비교적 대용량 자료저장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로 오프라인방
식에 기반하여 단속(주정차단속, 지방세 체납관리 등), 조사(물가조사, 지가조사, 
검침 등), 시설물관리(주차장관리 등)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민서
비스의 경우, 시민들의 절대다수가 휴대폰 이용자라는 여건 속에서 주로 민간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정보(시정소식, 민원처리결과통보 등), 교통정보(교통상황안
내, 버스도착안내, 주변지역안내 등), 관광정보, 방재, 치안 등에서 활용도가 높았
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같이 모바일 단말기가 통합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활용되
는 분야에 따라 적합한 단말기 유형과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입된 비교적 새로

운 분야로서 현재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기관의 적용사례들
을 보면, 대체로 특정업무분야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체계성과 
종합성이 약하고, 기존 정보시스템 및 유선인터넷과의 연계성이나 정보자원 활용 
측면은 약한 감이 있다. 따라서 모바일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되는 기술의 표준화, 
시스템 통합, 기존 정보자원의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 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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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서울시 업무와 모바일 행정서비스 요구 분석

제1절 서울시 업무 및 정보화현황 분석

이번 절에서는 서울시(시청, 자치구청, 그리고 일부 사업본부․사업소) 업무 중 

현장성을 갖춘 업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시민들이 언제 어디

서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추출하여 분야별로 

업무내역을 분석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업무정보시스템 및 (유선)인터넷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모바일서비스 도입분야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삼고자 한

다. 분석대상은 서울시청(본부 및 사업소 일부 포함)과 자치구청으로서, 자치구청

의 경우 업무분야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례분석대상으로 강남구청

을 선정하 다. 업무분야는 서울시의 조직체계를 감안하여 크게 교통, 환경, 도시

계획, 건설, 주택건축, 소방방재,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홍보, 세

무, 법률 등)의 10개 분야로 구분하 다.

1. 업무현황

1) 서울시 본청

서울시청의 업무분석을 위한 자료는 「서울시 2002년도 본청 및 사업소 직무분

석」(서울특별시, 2002)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 다. 서울시 본청의 

업무는 내부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

고 있다. 자치구청에 비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일선행정의 측

면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각 업무분야의 종합 및 조정적 역할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가 모바일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서비스 컨텐츠의 표준화 및 시스템 통합의 측면에서 서울시 본청의 

역할 및 업무관장범위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시 업무에서 모바일 시스템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로는 행정조직내 현장업

무의 경우 각종 계획수립, 대장․도면정리 및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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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서울시 본청 분야별 업무내역

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교통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 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교통수요관리시책

․도로안내표지 개선사업

교통

계획과

․교통정보사업 및 교통정보체계 구축․개선, 인터넷 교통방송 사업 추진

․ITS 계획, 설계 및 공사, 조사․분석

․교통상황점검: 교통상황점검 및 개선,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간선도로사업 및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지의 설치․유지관리

․교통시설 설치․관리: 간선도로, 도로부속물

․교통모니터링

․보행환경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운용 및 활성화계획 수립

교통운

담당관

․시내버스 안내정보 및 BIS 구축

․시내버스 공 차고지, 정류소, 승차대 등 관리운

․시내버스 등록관리

․시내버스 노선개편

대중

교통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및 관리 지원 

․주차장(시 , 공 , 민자유치 등) 주차장 건설, 관리운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주차

계획과

․교통불편 민원신고 접수

․사업용자동차(버스), 자가용(버스), 택시·화물차량 운행질서 단속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및 견인업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대여자동차 및 자치구 지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

교통지도

단속반

․택시서비스 및 물류체계 개선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

․택시·화물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삭도․궤도․불법정비 및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운수

물류과

환경

․공원, 임야 재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관리

․공원관리(시설물정비)계획, 공원시설 안전점검, 공원시설 위탁 및 점용에 관한 사항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약제구입배부

․소나무림 보존대책, 산지정화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내 위법행위 단속.지도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공원과

․대기오염관련 정보 제공: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오존경보 및 예보, 도로변 측정망 자료

․대기오염관련 단속 및 배출부과금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생활공해 등

․소음, 진동, 저감대책 추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계획 포함)종합 대책

․광역상설단속반 운 ㆍ관리

대기과

물 및 사업의 유지관리업무, 지도 및 단속업무 등이 있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대민업무의 경우 각종 안내 및 정보제공, 자료수집, 민원사무처리, 인허

가업무, 부과/징수업무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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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환경

․수질측정 및 수질측정망 운

․지하수 관측시설,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지하수 관정 수질, 지하수수리지질  등 관리

․토양환경(유발시설, 실태조사) 관리에 관한 업무

․수질오염원  및 관련 정보, 상수원 보호(오염행위단속 포함) 등

․환경신문고 운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신고 및 허가 등

․폐수 배출업소 단속,  폐수 배출업소 민원처리, 및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수질과

․마을단위 소공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자투리땅 녹지조성 등

․민간건축물 조경관리 실태조사

․가로수 관리계획,  식재 및 유지관리 등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계획, 가로녹지대 조경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수목식재 사후관리, 큰나무등록제 등

조경과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 및 운 현황 관리

․공공처리시설 지도점검

․가로청소, 가로휴지통, 적환장, 세차시설 등 관리

․환경순찰 관련 업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등 단속

․소형소각로 신고업무 및 지도관리

․재활용 관련 업무:  재활용센터,  재활용 사이버마켓, 민원처리 등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관련 업무

청소과

․사이버 민원 접수확인 및 통보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조사(생태자연도 작성) 및 자연환경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 향평가 대상지, 지속가능성평가 대상지 등 현장조사

․관리 야생 동·식물 및 위해 동·식물 안내

․물 절약 홈페이지 관련 업무

․과태료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환경과

도시

계획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및 변경

․용도지역 관련 법규, 조례 등에 관한 질의해석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과 부담금 관련업무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등
시설

계획과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

․체비지 관련 민원처리

도시

관리과

․개별공시지가, 지가 정보, 지적관련정보 등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공익근무요원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불부합지 관리

․GPS 지적기준망 구축 및 용역시행

지적과

건설

․보도상 업시설물 관리․운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및 가로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일반건설업등록(신규 및 변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건설행정과

․도로업무 관련 민원 처리 도로계획과

(<표 3-1> 계속)



- 60 -

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건설

․도로굴착 복구 안내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도로조명시설물 등 유지관리 및 계획 수립

․가로등 통제소 및 중계소 운  관리

․제설대책 및 제설관련업무

도로관리과

․재해대책 상황실, 수문관측시스템  운  및 유지관리

․수해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

․수문정보 및 홍수 정보 제공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치수과

․하수도 배수불량지역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

․유수장애시설물 이설업무 및 하수악취저감대책 지도감독

․하수관거, 차집관거  조사, 유지관리, 및 정비 기본설계 용역 추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허가 관련업무

하수계획과

주택

건축

․건축공사장(품질관리포함) 관리계획수립 및 조치

․무허가건축물, 위법건축물 등 단속,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질의회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등

건축과

․불법광고물 정비, 순찰

․광고물 허가, 신고
도시정비반

․공동주택관리, 안전관리(지침시달, 질의회신등) 등에 관한 사항 주택기획과

소방

방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등의 

  지정 · 관리

․시·자치구의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표본확인점검

․재난의 예측·예보 

․시민의 안전민원에 따른 긴급 점검

방재기획과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등
방호과

․소방방재업무관련 진정민원의 처리 등 소방행정과

․소방검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특수 장소의 방염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소량위험물, 특수 가연물, 이동위험물질, 유해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안전관리 및 

  감독

․도시가스시설 검사계획 수립, 가스안전관리규정 지도감독, 도시가스 불량시설 

  행정처분 등

․액화가스시설의 안전진단,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에 관한 지도 감독

․화재위험경보와 화재경계지구 지정

예방과

․자동신고기 관리 구조구급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 대책 수립 특수구조대

․민방위대 동원 관리:  동원안내, 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등
민방위

담당관

산업

경제

․취업정보
고용

안정과

․산업경제정보통신망 정보

․공장설립, 등록

산업

지원과

․농수산물, 소비자물가 등 조사 및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과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검사,  축산물가공업 허가 등
농수산

유통과

(<표 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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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보건

복지

․여성보호시설, 여성지원, 관련단체  등에 관련 업무 여성정책과

․노인복지시설(무료·실비·유료), 노인 지원 등 관련업무

․장묘시설 운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관련업무

․장애인 생활시설·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지원

장애인

복지과

․약국 등 판매업소 지도 단속

․소비자 보호, 진정·민원 관련 사무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등에 관한 사항

보건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관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유통업 , 식품운반업 등 

  위생지도계획 수립 및 지도관리

․부정·불량식품, 농수산물 등 관리감독

․명예식품감시원·감시단 운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계획 수립, 공중이용시설 관리 등

․화장실 접수 및 처리 업무

․먹는샘물, 약수터 수질검사 등

위생과

․저소득시민 보호 등 사회과

문화

관광

․문화재 관련사항 문화재과

․관광안내 등 관련사항 관광과

․공연장/전시장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미술장식품 설치심의/관리

․유형문화재 관리

․문화관광정보, 관광안내소, 관광특구 등

․음반, 비디오, 게임장, 노래 연습장 관련사항

문화과

․청소년  및 일반 체육시설 설치관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지도감독

체육

청소년과

일반

행정

․시설물, 공사장 등  안전감사 업무 총괄 및 시민불편사항 조사 등

․지시사항 조사처리, 기획순찰 및 점검(수해, 제설)
감사담당관

․청사운  총괄계획·수립 등 총무과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사항:  선거일정,  결과공고 등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정보제공
행정과

․부조리신고 접수, 「시장에게 바란다」, 120민원전화  등 운

․일반여권 발급 관련사항
민원과

․외국인대상 시정정보, 서울시 이미지맵 관리 등
마케팅

담당관

․시정광고, 홍보관련 매체  등 제작 

․시민여론조사와 시정모니터 운

홍보

담당관

․시민평가 실시 및 반
심사평가

담당관

․지방세법령 등 질의회신 , 체납관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처리 등 세제과

․조례, 규칙, 예규 등 심사 및  공포 
법무

담당관

(<표 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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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서울시 본부 및 사업소 대상 분야별 업무내역

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교통

․인터넷 교통방송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ARS 운  등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가공

․교통 통신원의 관리

교통방송

환경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병충해 방제 및 시비 등 유지관리

․공원화장실,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

․공원 순찰 및 시설물 점검결과조치

․주요녹지대 관리 및 가로수 식재, 시공관리

공원녹지관리

사업소

․대기질 자동측정소, 자동차 배출가스 도로변 자동측정소, 수질자동측정소 등 운

․자동차 배출가스, 수질환경오염도 등 조사·연구

보건환경

연구원

․한강공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하천 둔치점용허가 및 관리

한강시민공원

사업소

건설

․교량,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 도로기전시설물 등 시설물 관리 및 점검

․가로수․녹지․청소 관련
건설안전본부

․사업소 시설물, 차집관거, 중계유입펌프장, 정화조 처리시설 등 운  및 유지관리

․수방 및 설해대책 업무

하수

처리사업소

․상수도 관로 및 부속시설물, 공사장, 현수관로, 공동구내 상수도 등 관리․안전점검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운 계획(단수․수계전환)

․상수도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및 공사

․긴급누수복구공사 시행

․구역유량계 및 전식방지 시설물 유지관리

․상․하수도 요금징수 및 정산 총괄

․수도계량기 설치․교체․검정 등

․조례위반 단속계획 및 실사․과태료 처분

수도사업소

소방

방재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등

․건축물 취약성 종합파악 관리 및 정보제공

․각종 재난·재해통계, 기상·수문·홍수정보 등 기록관리 및 분석, D/B구축 등

․민방위경보통제소 운 , 민방위경보 전파,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서울방재센터

보건

복지
․도축장 위생관리

보건환경

연구원

2) 본부 및 사업소

서울시 본부 및 사업소 업무분석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안전본부, 교통방

송, 방재센터, 하수처리사업소, 수도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사업

소, 체육시설관리소 등으로 한정하 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서울시 2002년도 본

청 및 사업소 직무분석」(서울특별시, 2002),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 다. 본

부 및 사업소의 업무는 주로 현장조사, 시설물관리 및 점검, 건설공사 등 현장성과 

사업성이 강한 업무들이 많아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위한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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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치구청(강남구)의 분야별 업무내역

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개인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정류소) 관리

․자동차대여사업장 현장조사

․사업용 차량 부대시설 인허가(화물운송사업 부대시설) 및 운송알선, 개별/법인화물, 

  용달, 창고업 등록관리

․차고증명제 관련업무(차고지 인가 및 시설확인)

․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계획 실시 및 사후관리

․공 , 민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도로안내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민원처리

․자동차 검사 대상자 관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단속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위반자 조치

․차량구조변경, 정비불량 자동차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방치차량 관련사항(민원접수, 폐차명령, 수거 및 강제처리)

․지구교통개선사업 수립 및 시행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교통 향평가 접수, 검토 및 사후관리

․이면도로 교통시설 정비사업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계획 및 실시

․교통량조사 계획 및 실시

교통행정과

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문화

관광

․경동대문, 효창, 목동 경기장(축구장,야구장,정구장) 사용허가 및 상업사용허가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

관리소

일반

행정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
품질시험소

(<표 3-2> 계속)

3) 자치구청(강남구)

자치구청 사례대상으로서 강남구의 업무분석을 위한 자료는 「사이버시티 강남 

구현을 위한 강남STAR프로젝트 완료보고서」(강남구, 2002)의 업무분석자료와 인

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 다. 자치구청의 업무는 각종 안내, 등록 및 인허가, 부과 

및 징수, 현장조사, 시설물 및 사업의 유지관리, 지도 및 단속 등으로서 서울시 본

청 업무에 비해 현장성이 강하고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업무들이 

많아 모바일 서비스 도입의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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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교통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와 위반차량 지도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지도감독

․운수사업체, 사업용자동차, 자동차 대여업 지도단속

․교통불편사항 신고접수

․법령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관리

․견인차량관리 및 장기 미반환차량 공매

교통지도과

환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녹지대, 수벽, 수림대 등 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수, 보호수, 시설녹지, 미시설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사방조림사업 및 지도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 및 실시

․임야내 절개지 정비 및 미화작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공원녹지과

환경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과징 업무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변경 설치 허가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유지관리

․쓰레기 수거지역 책정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관리

․자원회수시설, 분리수거용기 관리

․재활용품 기동수집반, 재활용품 선별장 및 교환소 운 , 활용품 교환,판매,처리 

  정보에 관한 사항

․변소개량, 공중변소 관리

․정화조 준공검사, 설치신고, 청소관리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관리

․배출업소(대기, 수질) 인허가 및 등록 관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관리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록 괸리

․유독물 판매업체 신고, 등록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환경청소과

도시

계획

․도시계획법 고시, 도시계획사업실시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선 관리

․체비지 변상금, 대부료 부과징수

․시장결정 권한 밖의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형질변경 접수 및 허가

도시계획과

․토지거래 허가 및 규제

․토지이용계획서 및 지적(임야)도 제증명 발급

․도시계획도 관리

․부동산중개업 인허가 관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관리

․건축물관리대장, 지적공부 등 관리, 정리 및 통계 업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

․토지 소유자 변경 관리, 토지이용신청 등록, 토지(임야)대장 제증명 발급

․토지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변경관리, 토지가격확인원 제증명 발급

지적과

건설

․도로, 하천, 주거 및 기타 공공용지 사용허가와 관리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 사용허가와 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지하매설물, 점용료, 일시도로 점용료 부과

․불법도로 점용자 관리, 불법점용 부당이익금 부과, 징수

건설관리과

(<표 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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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건설

․하수도대장, 하수도관망도 관리

․수문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정 유지관리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지하수시설개선 명령 및 지하수법 위반자 행정처분, 지하수 수질검사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사후관리

치수과

․도로 및 토목공사 집행 및 안내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도로 정비, 보조시설물 유지공사, 보도블럭 포설과 이면도로 정비 사업 실시 및 안내

․제설작업의 시실 및 안내

․지하도, 지하보차도, 터널, 지하광장, 부속물, 공동구, 가로등시설, 도로조명시설 등 유지  

관리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 공사 관리

토목과

주택

건축

․건축신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관리, 건축물사용승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위법건축물 관리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지도단속 도시계획과

․재건축 안전진단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위험물 관리

․무허가 건축물, 위험건축물 등 민원접수, 발생방지, 철거, 철거보상

주택과

소방

방재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재난위험시설물 등록 및 관리

․수방대책 수립

치수과

산업

경제

․시장, 대형점 허가 및 행정처분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개인서비스업 관리

․물가조사 및 지도점검

․공장 설립 등록

․축산물 및 가축위생, 수산업 관리

․원산지 표시관리

․농산물 직거래 및 직판장 물가안정 관리(원산지 표시관리)

․석유/가스판매업소, 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등록 관리

․식품접객업소(무허가 접객업소 포함),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관리․지

도단속

지역경제과

보건

복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위생검사, 교육, 건강진단 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의 단속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방문보건대상자, 가정간호 대상자 등 관리

․ 유아 예방접종 및 약품관리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  발생 역학 조사와 관리

․결핵신고 환자 관리

․방역소독 실행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용구판매업소 인허가 관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정 의료행위자 관리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침시술소, 안마시술소 지도관리

보건소

․보육시설, 가정의례업소설치 신고/변경/폐지 관리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관리

․여성자원봉사자 활동관리 및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부과 관리

․아동복지시설 인허가 및 운 지원

가정복지과

(<표 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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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무내용 담당부서

보건

복지

․생활보호자, 장애인, 직업훈련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노

인 진료대상자 지원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법인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공공근로사업, 취로구호, 재해구호 사업 실시

사회복지과

문화

관광

․문화재/기념물 유지관리

․향토문화의 보급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홍보

․공연장, 출판사/인쇄소 설치 등록 관리

․도서관, 문고 관리

․유흥관련업, 음반/비디오 판매 , 대여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록 관리

․여행사관리

문화공보과

일반

행정

․홍보 상물, 사진, 소식지 관리 문화공보과

․전문건설업 면허, 수렵면허 발급 및 현황관리

․민원접수(FAX민원포함) 및 처리

․신원조회

․인구현황관리

․징병검사, 현역 입 통지,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 등

․여권 접수 및 교부, 분실재발급, 반납

민원여권과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및 인력동원 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 수요자 관리, 자원봉사센터 운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지도

․동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운

․체육관련 비 리법인 허가 및 유지관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신고등록 및 유지관리

․구동의 행정구역, 명칭 등 안내

․주민등록관리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자치행정과

․자치법규 및 훈령, 고시 정책기획과

․청사관리 총무과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지역개발세 등 징수관리 및 세외수입 관리 세무1과

․면허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사업소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등 징수관리 세무2과

․국․공유 보통재산의 관리 및 매각

․공사용역도급, 물품제조 구매  계약 및 입찰관리

․물품관리

재무과

(<표 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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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서울시 업무정보시스템 요약

분류 업무정보시스템

일반행정 지방세/체납/통계관리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산업/경제
개인서비스요금관리시스템, 소비자물가종합정보시스템, 시정주요행정정보관리시

스템

문화/관광 문화시스템

보건/복지 보건위생관리시스템

소방/방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서울방재센터 통합운 시스템, 119종합전산 정보시스

템, 소방대상물,위험물,용수,업체시스템, (강남구)재해관리시스템

환경
대기오염측정망관리시스템, 폐수배출업소관리시스템, 공원현황관리시스템, 정화

조관리시스템, 배기가스배출차량관리

도시계획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토지관리정보체계, 수치기본도관리시스템,

건축/주택 건축주택행정종합관리시스템,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건설

상수도시설종합관리시스템, 하수처리종합관리시스템, 두레박, 지하수관정관리시

스템, 도로관리시스템,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도로안내표지판전산화, 가로등감시시

스템, 공공용지점용료관리, 공사대장관리

교통
운수통합관리시스템, 교통정보처리시스템, 주정차및전용차로위반시스템, 무인감

시카메라, 버스전용차로위반관리시스템

2. 업무정보시스템

서울시 내부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도는 시스템 연계, 데이터 활용 등의 면에서 모바일 시스템 구축의 용이성에 

향을 미친다. 현재 시 본청, 자치구청 등에서 운 되고 있는 분야별 업무정보시스

템 구축현황, 기능, 운 방식 등을 살펴봄으로서 추후 개발될 모바일 시스템과의 

연계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3-4>는 모바일 시스템 도입 시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별 업무정보시스

템 현황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으로 약 37개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들은 중앙정부

에 의해 개발된 것, 시청에서 개발된 것, 구청에서 개발된 것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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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서울시(강남구 포함) 업무정보시스템 현황 및 내용

분야 시스템 내용
운

방식
개발부서 사용부서

교통

운수사업

통합관리

․개인운수사업자 및 법인운수업체 면허변동관리(신규개발)

․차고지 변동사항 관리(신규개발)

․교통위반(행정처분)관리(재개발)

․택시미터기 검정관리(신규개발)

C/S 서울시

교통

행정과

(구)

주정차위반

과태료관리

․부과업무: 과태료 부과대상자료 발췌, 자동차등록망 소유권

자료 조회 의뢰, 과태료 부과자료 M/T 작성수납업무

․수납업무: 과태료 수납처리, 과태료 징수부수납착오대장 작

성, - 수납징수자료 M/T 작성 및 소인체납업무 

․체납업무: 과태료 1차 체납 대상자료 발췌, 주민등록망 소

유권자료 조회 의뢰, 과태료 체납 부과 작업 및 체납 부과

자료 M/T 작성, 자동차등록망 일괄압류처리

․자동차등록망 일괄처리업무: 압류대상자 발췌, 압류예고장 

출력

C/S 서울시

교통

지도과

(구)

무인카메라

운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하여 무

인 감시카메라 29대를 설치하여 위반차량 자료를 서버로 온

라인 전송, 과태료 관리는 별도의 시스템 활용

C/S 서울시

교통

운 개선

기획단

(시)

교통정보처

리시스템

․시내 주요도로에 교통량 및 속도 측정을 위하여 카메라 및 

CCTV를 설치, 통신원 전화, 시민통신원제보 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수합하여 그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전산기에 전송분

석한 후 교통정보 자동응답서비스 실시

C/S 서울시

교통

방송

본부

버스전용차

로위반조회
 ․단속차량조회 및 의의신청 C/S 강남구

교통

지도과

환경

대기오염측

정망관리시

스템

․대기오염측정을 통한 오존예보 및 대기오염정보 관리를 위

한 시스템
C/S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배기가스배

출차량관리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거나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단속차량에 대한 전산이력화 및 각종 대장 및 통계자료 산

출

서울시

대기보전

과(시)

환경과

(구)

각 시스템별 세부적인 내용 및 운 방식, 개발부서, 사용부서 등에 대해서는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전산망의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정

보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 서울시, 

각 자치구청에 의해 개발․운 되고 있는 업무정보시스템들의 통합성이 낮아 정

보공유 및 운 상의 효율성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청의 경우, 

정보화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능력 및 의지에 따라 업무정보시스템의 구축분야 및 

수준이 상이하여 통합된 운 체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모

바일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현재의 업무정보시스템들의 자원을 십분 활용하되, 

표준화와 통합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절감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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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시스템 내용
운

방식
개발부서 사용부서

환경

폐수배출업

소관리시스

템

․폐수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시스템 C/S 서울시
수질

보전과

공원현황

관리시스템

․각 구청 및 사업소 관할공원의 면적, 시설물 증감사항 등 

공원 현황 관련 자료처리의 효율적인 운 과 각종 통계자료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C/S 서울시
공원

녹지과

정화조

관리시스템

․정화조관리를 통한 관련자료처리 및 운 을 관리하는 시스

템
C/S 강남구 재활용

도시

계획

도시계획정

보관리시스

템

․도시계획기본정보,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 도시계획시설, 도

시계획민원 등 도시계획 관련자료(도면, 대장, 조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

C/S 서울시

건축과, 

주택과, 

지적과, 

도시

관리과

(구)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서울시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관리 C/S 서울시

수치지도

관리시스템
․수치지도관리 C/S 서울시 도시

건설

도로관리

시스템
․도로현황, 도로시설물, 도로건설사업, 도로공사관리 C/S 서울시

건설

교통국

도로점용

관리시스템
․도로점용관리 C/S 강남구 건설관리

공공용지

점용료관리

․공공용지 점용현황 관리

․점용기간 만료대상자 발췌 및 안내문 발송

․점용료(부당이득금) 부과, 수납, 체납관리

․고지서, 수납부, 징수부 작성  

C/S 서울시 건설관리

상수도시설

종합관리

시스템

․상수도시설현황, 상수도시설물, 상수도건설사업관리 C/S 서울시 정수과

하수처리

종합관리

시스템

․하수도시설현황, 하수도시설물, 하수도건설사업관리 C/S 서울시
하수

처리과

지하수관정

관리시스템
․지하수관정관리 강남구 치수과

건설

두레박 ․지하수관리 PC 건교부
치수과

(구)

가로등 감시 ․가로등상태의 원격감시 C/S
서울시

강남구

 토목과

(구)

건설

공사대장

관리시스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마다 준공내

역을 입력 보관하여 수시로 자료를 찾아 업무에 참고하고 

특히 시설물유지관리 활용 

서울시
건설안전

관리본부

도로안내

표지판 

전산화

․서울시내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을 전산관리하여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정비에 활용
C/S 서울시

교통운

개선

기획단

(시)

주택

건축
건축행정 ․건축물관리, 주택관리 C/S 건교부

건축과, 

주택과

(구)

(<표 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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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시스템 내용
운

방식
개발부서 사용부서

주택

건축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 광고물 및 광고주 관리 옥외 광고업자 관리 허가(신

고)기간 만료 대상 사전통지 
  C/S 서울시

도시

관리과

(시),도시

환경과

(구)

소방

방재

119종합전산

정보시스템

․각종 도시형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각

종 정보를 신속 정확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C/S 서울시

소방방재

본부 및 

산하기관

국가안전

관리시스템

․재난위험시설물중점관리시설물교량재난상황일지 등 시설물

관리, 상황처리, 복구지원, 사후평가, 통계 및 자료분석을 통

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C/S 행자부
치수과

(구)

재해관리 ․재난/재해관리 C/S 강남구
치수과

(구)

서울방재

센터통합

운 시스템

․서울시의 재난을 예방, 수습 및 각종 재해신고의 접수부터 

출동지령 및 현장상황 종료 시까지의 방제활동 지원시스템
서울시

소방방재

본부 및 

산하기관

소방대상물,

위험물,용수, 

업체시스템

․소방대상물, 위험물, 용수, 업체시스템을 통한 시설물관리, 

상황처리, 복구지원, 통계 및 자료분석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C/S 서울시

소방방재

본부 및 

산하기관

산업

경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시스템

․서울시 소재 17만여개의 업소에서 관리하는 외식비, 미용료

등 41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동향을 매월 정기점검

․전년말 및 전월대비 인상업소에 대하여 평균인상율 이하수

준으로 인하토록 행정지도하고, 지도불응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확인

C/S 서울시

소비자보

호과(구)

산업과

(구)

소비자물가

종합정보

시스템

․소비자물가 자료(생필품, 개인서비스 요금)를 소비자단체로

부터 수합하여(엑셀자료) WEB 형식으로 변환․관리 인터넷 

제공

WEB 서울시

소비자

보호과

(구)

시정주요

행정정보

관리

시스템

․서울통계연보, 주민등록 인구통계, 도표로 본 통계, 산업분

류, 직업분류 등의 자료 구축

․행정분야별 통계표 입력 및 조회, 그래프분석 및 통계표 출

력 도표로본 통계, 통계용어, 산업/직업분류 검색

․통계자료의 전산정보화로 본청 각실과 및 자치구간의 정보

공유 활성화

․행정정보의 통합분석을 통한 행정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통한 자료제공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서울시
정보화

담당관

보건

복지

보건위생

관리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법규위반, 부정식품단속 및 위

생 감독 등 업소의 실태를 파악 관리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변태퇴폐업소의 근절과 건

전 업을 유도  함

․위생업소 신규, 변동, 폐업 등 허가/신고사항 처리업종, 업

주, 소재지, 시설현황 등 변동사항의 대장관리 법규위반 사

항 단속, 행정처분 및 허가취소업소 관리 

  C/S 서울시

보건위생

과

(시)

위생과

(구)

문화

관광
문화시스템

․역대 서울시 문화수상자관리, 공공도서관현황, 지방문화원현

황, 출판사인쇄소 등록현황 등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현황

관리의 검색 지원하는 시스템

WEB 서울시

시청 

전부서, 

자치구, 

사업소

(<표 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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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시스템 내용
운

방식
개발부서 사용부서

일반

행정

지방세체납/

통계관리
․지방세관리 C/S 행자부

세무과

(구)

세무종합

시스템

․세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현체계를 모든 지방세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EDI 서비스 및 ARS 안내시스템 구축
C/S 서울시

세무

운 과

(시)

(<표 3-5> 계속)

3. 유선인터넷 서비스

<표 3-6>은 서울시(본청 및 일부 본부․사업소 포함) 및 강남구의 분야별 인터

넷 서비스 제공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시정 또는 구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생활정보, 교통정보, 법률정보, 통계 등 정보

제공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둘째, ‘묻고답하기’, ‘정책제안’ 등과 같은 시민과의 적

극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서비스 유형도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다. 셋째, 인증, 

전자결제 등 보다 복잡한 시스템 구현을 요하는 증명서 신청․발급, 인허가, 납세 

등 거래적(transactional) 서비스 유형도 정부의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과 연계하

여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있어 현재 유선인터넷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물론, 유선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곧바로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된다는 것은 아니며, 구체

적인 서비스 분야 선정 시에는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의 특수성(예: 자료처리용량, 

속도, 인터페이스,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인

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내부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정보시스템과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가도 고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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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서울시 유선인터넷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교통

교통국홈페이지 교통국

교통상식: 교통상식, 관련법규, 교통자료실, 관련서

식, 도로표지

도로교통정보: 도시고속도로안내, 도로공사정보, 교

통혼잡예보, 자동차전용도로안내, 빠른길안내, 실시

간정보

대중교통정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택시관련정

보안내

녹색교통: 자전거도로안내,자전거보관소,자전거교실

교통통계; 주요교통통계, 통행실태DB, 교통량, 속도, 

교통시설

버스노선안내 대중교통과 서울시 버스노선안내 및 불편민원접수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 교통운 담당관 실시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제공

교통방송 교통방송 교통방송소개, 주요도로교통정보, 방송안내

환경

환경국홈페이지 환경국

환경국안내

환경시책: 녹색환경계획, 물, 공기,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토양, 유해물질, 공원녹지, 생태계보전, 

지구환경

환경제도: 환경 향평가, 지속가능성평가, 환경민원

안내, 환경분쟁조정제도

자료실; 환경통계, 법규, 환경갤러리, 발간자료, 환

경용어, 서울의대기현황, 수질현황, 환경소음현황, 

생활폐기물처리현황

열린마당: 환경시책에 관한 시민의견수렵

물친구 수질과
물관련정보 및 물관련법규, 수질개선,  수질보전관

련정보제공

푸른서울가꾸기 조경과
기념식수안내, 식수소개, 나무관리요령, 식수계획소

개, 내가심은나무보기

서울시 동물사랑방 서울시 동물관련 정보제공

도시

계획

도시계획국홈페이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업무소개,

도시계획자료; 도시계획용어소개, 관계법령, 도시계획통

계

참여마당,공지사항안내

토지정보시스템 지적과 서울시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안내

건설

건설기획국홈페이지 건설기획국

건설국소개

행정정보공개: 주요추진업무, 업무계획, 통계자료, 

예산현황

시민참여마당: 정책제안, 민원상담, 묻고답하기

지식정보공유: 상담사례, 관계법령, 자료실

서울시건설안전본부

홈페이지
건설안전본부

본부소개,도로시설물현황,도로시설물유지관리,과적차량

운행제한,건설공사,교통통제,입찰정보,민원안내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소개: 일반현황, 급수구역안내

행정정보공개: 업무현황, 정수장별수질검사결과, 예산

사이버민원실: 민원신청, 상수도요금납부/조회, 상수도

요금고시, 정수장견학신청, 체육시설이용안내

시민참여마당: 부조리신고, 묻고답하기, 수도모니터방

어린이 학습방: 물관련자료, 동 상보기

생활정보: 옥내누수점검, 수도계량기보온방법안내

자료실: 상수도통계연보, 관계법령, 상수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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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건설 홍수정보시스템 치수과 현시간홍수정보,강우량,하천수위,수방관련정보

주택

건축

주택국홈페이지 주택국

주택국소개

행정정보공개: 정책자료, 업무계획, 통계자료, 예

산현황

시민참여마당: 민원상담, 자유계시판, 설문조사

지식정보공유: 상담사례, 지식창고, 부동산상식, 

관계법령

서울야간경관 도시환경개선단 야경경관개산,포토갤러리,열린마당,야경자료실

북촌한옥마을 도시정비반 북촌역사와문화,한옥등록및지원,북촌자료실

주택정보망 주택국 전,월세매물물량,서울시동시분양,미분양공동주택

재건축정보센터 주택기획과 재건축사업추진현황,재건축안내,재건축상담,자료실

소방

방재

소방방재본부홈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소개

행정정보공개: 통계자료, 업무계획,, 예산현황, 입

찰공고

시민참여마당: 민원상담, 자유계시판,

지식정보공유: 민원안내, 안전운동, 임용정보, 관

계법령

119종합상황실 소방방재본부 사고정보,현장사진,동 상,119이용안내

산업

경제

산업국홈페이지 산업국

산업국소개

행정정보공개: 업무계획, 통계자료, 예산현황

시민참여마당: 민원상담, 설문조사, 묻고답하기

지식정보공유: 상담사례, 지식창고, 경제관련용어, 

관계법령

산업경제통신망 산업국

실시간경제정보: 국내및해외동향, 중소기업경 정보, 

신기술/인증/재산권

외국인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환경, 인센

티브와행정지원

소비자종합정보: 좋은가격실속정보, 소비자보호센터

안내, 소비자피해구제정보, 생활정보, 장바구니물가

정보, 사이버상담실

농축산직거래마당: 농축산물사고팔기, 상설직거래장, 

직거래장터, 농축산물쇼핑센터, 가격정보, 원산지식

별정보, 새서울친환경농장가꾸기

디지털미디어시티 DMC담당관 서울시 홍보자료 제공

보건

복지

복지여성국홈페이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소개

행정정보공개: 정책자료, 업무계획, 통계자료, 예

산현황

시민참여마당: 민원상담, 정책제안, 묻고답하기

지식정보공유: 상담사례, 지식창고, 관계법령

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
선터안내,보육시설,육아정보,보육프로그래,연령별보육

계획안,교사교육,보육행정,구인구직안내

늘푸른여성정보센터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센터 위치,가출청소년상담 및 보호,재활서비스

포커스장애인홈페이지 서울시홍보담당관 장애인들에 대한 시정소식 안내

어린이홈페이지 서울시홍보담당관 어린이들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서울토일렛 복지여성국 화장실수준형상,화장실맵,화장실정보안내

(<표 3-6> 계속)



- 74 -

분야 서비스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문화

관광

문화국홈페이지 문화국

문화국소개

행정정보공개: 정책자료, 업무계획, 통계자료, 예산

현황, 시설현황

시민참여마당: 민원상담, 제안코너, 설문조사

지식정보공유: 상담사례, 관계법령, 관계서식

서울문화관광 문화국
서울소개,서울명소,문화행사/축제,여행정보,쇼핑정보,문화

공간,자료실안내

서울의역사와문화
서울시사편찬

위원회
서울육백년사,연표로보는서울,발간물안내

월드컵홍보 서울시 월드컵 홍보 및 준비 진행상황 안내

일반

행정

새서울자원봉사센터 행정과 새서울 자원봉사 안내, 관련 홍보자료제공

행정서비스시민평가제 심사평가당당관 조사모형 및 평가결과 등 제공

종합자료관 조직담당관 소개 및 이용안내 제공

자치법규서비스 서울시 서울시 조례, 규칙 등 검색정보 안내

시민사이버정보화교육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 교육 및 문의처 등의 정보 제공

서울의 통계 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시 통계관련 전문사이트

사이버 민원실 정보화기획담당관 민원처리 온라인 접수 및 안내정보 제공

민원처리온라인공개

시스템
정보화기획담당관 민원처리 온라인 접수 및 처리과정 공개

PC뱅크 정보화기획담당관 중고 PC 제공자 및 수요자 중개 게시판

전자우편서비스 정보화기획담당관 가입안내 및 약관을 제공

지방세인터넷납부 납부내역 등 정보 제공

시민예산참여방 예산담당관 예산관련정보 제공

민원처리온라인공개

시스템
정보시스템담당관 민원처리관련정보제공

서울포커스 서울시
문화행사, 지방세 안내, 물가정보, 사이버복덕방, 새서울

지도서비스

포커스 서울시 사보
서울시홍보

담당관
서울시 사보 텍스트 서비스

포커스( 문)
서울시홍보

담당관
서울 포커스의 문 웹페이지 서비스

포커스(중문)
서울시홍보

담당관
서울 포커스의 중문 웹페이지 서비스

포커스(일문)
서울시홍보

담당관
서울 포커스의 일문 웹페이지 서비스

selulnow 마케팅담당관 서울시관련정보안내

서울홍보물갤러리 마케팅담당관 서울시 홍보사진정보제공

문표기 사전 마케팅담당관 한 명칭의 문표기안내

(<표 3-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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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강남구 유선인터넷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명 담당부서 주요내용

교통

자동차민원안내 교통행정 자동차민원안내

강남구 교통정보 교통행정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상황안내, 대중교통이용, 주차장

현황 및 교통정책

주정차 및 전용차로단속 교통지도
차량에 대한 단속현장을 사진확인, 의견진술 및 과태

료를 납부

견인차량조회 교통지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견인여부를 확인

방치차량 인터넷 매각공매 교통지도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함에 있어 인터넷으로 공고 

입찰

도로관리 토목과
관내도로굴착 관련법규, 주요도로, 시설물 안내, 도로

굴착 정보공개 및 공사예고, 그리고 주민불편신고 

탄천주차장 교통지도

탄천변 둔치를 이용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COEX방문차량 등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장

의 안내 

인터넷자동차등록 교통행정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서비스

환경

양재천포탈사이트 강남구 양재천의 현황

강남안의 공원 공원녹지
강남구의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약수

터 안내

환경신문고 환경청소 환경오염사례 신고

재해우려시설신고 치수과 피해염려시설물 신고

도시

계획

강남토지정보서비스 지적과
강남구 토지종합정보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개

별공시지가, 부동산관련 생활정보등 각종자료를 제공

서울시 공시지가 지적과 서울시 전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건설 건설관리과 홈페이지 건설관리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와 지하철역 주변, 백화점, 시장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변의 노점상 단속정보제공

주택

건축
주택건축 건축/주택 주택건축 관련 정보제공

산업

경제
농/축산업 지역경제 농축산업 관련 통계정보제공

보건

복지
사이버 보육서비스센터 가정복지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하여 보

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 서비

스의 제공

문화

관광

강남구문화/관광/레저 

사이트
문화공보과 강남구 문화관광레저관련 정보제공

일반

행정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내에 발생되는 여유시설과 공간을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꾸미고,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

익안내서비스제공

인터넷민원서비스 강남구

강남구민원발급창구,인터넷민원발급센터,웹펙스민원신청,무

인발급민원안내,부동산종합정보,취/등록세 및 기타등록세

신고,법인지방세인터넷신고,지방세인터넷납부,세외수입인터

넷납부,인터넷자동차등록,교통과태료조회/납부,자동차세자동

계산서비스,정화조청소신청,폐기물배출/뒷골목청소신청,현수

막온라인신청,도로굴착인허가,취업정보은행

행정정보공개 민원여권과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자치법규 세무 강남구 자치 조례모음

통계연보 전산정보 강남구 통계관련 정보제공

우리동네 병원․의원찾기 보건소 강남구 지역 병의원 및 약국의 위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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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정보화 전망

서울시 모바일행정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래의 전자정부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모

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9년에 작성된 장기계획인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

학교)에 따르면, 생산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변환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실

제 생활과 업무에 활용되는 지식기반정보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인 목표 하에 서울시는 현재 정보 및 행정전산망의 통합관리, 초고속 정보통신망 

‘e-Seoul Net' 구축, 지식기반행정 활성화, 사이버 정책토론공간 구축, 인터넷 GIS

포탈, 시설물 정보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의 경우, 행정전산망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정보공유를 활

성화하고 시스템 중복구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통

합관리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는 시민, 기업, 공무원 등이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유선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무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바일 시스템을 위한 

게이트웨이로서 모바일포탈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정보통신기

술은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방송 등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기기가 

융합되는 유․무선 통합환경으로 급속히 발전될 것이며, 서울시도 유선과 무선 환

경에서 오는 통신상의 제약을 뛰어넘는 차세대 정보통신환경으로서 유․무선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초고속 광통신망인 ‘e-Seoul Net'의 경우, 자가망 구축으로 고비용의 정보통신

선로 임차료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e-Seoul Net’의 

고도화 및 활용증대의 일환으로 무선통신망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집지역, 전철역세권, 문화관광시설, 공원 등 주요 활동거점(activity 

centers)에 무선통신환경을 구현하여 시민, 기업인, 공무원, 방문객 등이 무료로 무

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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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1999

<그림 3-1> 서울시 전자정부의 미래상

향후의 고도 정보통신환경은 도시내의 건축물, 도로, 각종 기반시설 등에 컴퓨

터칩이 심어져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통신이 이루어지는 유비쿼터

스(ubiquitous) 환경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 정보화 장기계획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충분히 반 하는 면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장기비젼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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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바일 행정서비스 요구분석

본 절에서는 서울시 업무 중 어떤 업무분야를 모바일 서비스로 도입할 것인지

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 의견청취, 업무별 민원처리 실태, 관련기관에 

의한 무선인터넷 활용실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 다. 대민서비스의 경우, 모바

일 서비스 분야 요구도 확인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술이 현재 급격히 발전

하는 과정에 있고 미래지향적인 면이 강하여 소기의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관련연구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 다.

1. 모바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의견

모바일 행정시스템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 분야에서 적극 도입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었으면 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사업본부․사업소, 자치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 다. 모바일 시스템

을 도입하는데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1) 행정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2)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제 담당자로서 집행의 용이성에 향을 미

치며, 3) 특히, 내부행정업무에의 모바일 시스템 도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의견조사는 2003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각 국․실내 과단위 1인 기준으로 대상

자를 선정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70명이 조사에 응답하 다. 의견

조사는 공무원들이 모바일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응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공한 후에 이루어졌다.

<그림 3-1>은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유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응답결과이다.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모바일 서비스 유형으

로는 정보제공, 민원처리, 신고 및 조치, 지도단속, 원격사무처리/결재, 지불결제, 

현장조사, 정보수집/투표, 유지관리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그림 3-1>에서 합산

점수는 응답자 개개인이 행정서비스 유형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음(3점), 중간(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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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1점)으로 응답한 결과를 합한 점수이다.

서울시 행정 및 시민․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서비스와 더불어 민원

처리서비스(증명서 발급, 인허가 등)가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데, 민원처리서비스

가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 이유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신청인에게 안내, 결

과통보 등과 같은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보

다 완전한 형태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본인확인 및 전자결제와 같은 인증체계가 

안정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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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점수

<그림 3-2> 서울시 공무원 응답자들의 우선도입희망 서비스 유형

<표 3-8>은 서울시에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나 도입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

리한 것이다. 제시된 의견 중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휴대폰 등 모바일 단말

기를 통하여 각종 정보제공 시 과도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성가심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 신속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검색기능, 시스템 구축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정보의 신속한 갱신 및 유지관리, 모바일 시스템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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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서울시 공무원 응답자들의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에 대한 각종 의견

서비스

유형
공무원 의견내용

정보

제공

ㆍ교통 및 지리정보, 장애인 관련정보 등

ㆍ각종 생활정보(단전, 단수, 도로교통, 환경보호, 자원봉사, 지역행사 등)

ㆍ긴급재난사고 등에 대해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제공

ㆍ단순안내(지방세 납기, 여권만료안내 등)는 우편통지 방식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대체 

또는 보완

ㆍ시청, 구청, 동사무소 업무 홍보

ㆍ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이 주가 되도록 함

ㆍ휴대폰 문자메세지가 스팸문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민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맞춤

형 서비스 제공

정보

수집/

투표

ㆍ국민투표, 각종 찬반 투표시 활용

ㆍ교육장안내 및 교육후 설문조사

ㆍ시민여론조사,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 인구센서스, 달라지는 제도 등

ㆍ민원서비스 설문조사, 전화친절 우수공무원 선정투표

신고및

조치

ㆍ사고, 재해관련 신고 및 처리 

ㆍ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

ㆍ신고자의 위치나 대상시설물의 위치추적

ㆍ긴급구난은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가 중요

민원

처리

ㆍ민원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사항 확인

ㆍ민원사항 직접조사, 특명사항 처리 등

ㆍ출생신고 및 사망관련 민원처리

ㆍ복지관련 증명서 신청

ㆍ민원처리기간이 일정치 않아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지

하여 최단기간내에 민원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

지불

결제

ㆍ공과금 납부 등 

ㆍ모바일 전자고지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시스템

ㆍ지방세, 자동차세 납기 안내 등 각종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

현장

조사

ㆍ각종 통계조사

ㆍ시설물정비 및 보수 요청시 신고자의 위치파악

ㆍ복지대상자 현장상담 및 관리업무

ㆍ환경순찰 및 보고 시스템

ㆍ공공용지의 보상 및 도면 공시지가 확인

지도

단속

ㆍ주차단속 등 실시간 단속 및 확인

ㆍ체납차량 조회시스템(번호판 회수)

ㆍ무선 카메라 및 센서를 이용한 보안 및 안전관리

ㆍ위생업소관리

유지

관리

ㆍ시설물관리

ㆍ가로등관리 시스템

ㆍ관용차량 검사 및 유류관리

ㆍ정화조청소 기한 도래안내

원격

사무

처리

/결재

ㆍ이메일 확인 및 전자결재

ㆍ출장지에서의 자료 검색, 열람, 업무처리 

적으로 취약한 보안체계에 대한 고려, 모바일 서비스의 법적 효력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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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공무원 의견내용

공통

사항

ㆍ신속, 정확, 지속적인 정보의 갱신 및 관리 중요

ㆍ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근거를 기록유지 하는 방안 필요. 특히, 개인

의 이해관계에 수반하는 서비스인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의 대책 강구

ㆍ단순정보제공 이상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를 정립해야할 

것임

ㆍ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작․운용

ㆍ시민의 의무 및 부담이 되는 서비스 발굴 및 무상서비스

ㆍ저렴한 이용요금, 편리한 이용, 손쉬운 유지관리가 중요

ㆍ위성, 태양전지 등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고려

ㆍ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ㆍ모바일 시스템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서비

스해야 될 것임

ㆍ기존DB와의 통합과 개인정보보호를 우선고려

ㆍ사이트명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알기 쉽게 만들도록 함

ㆍ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문제 고려

ㆍ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각종 생활정보제공업무 및 현장점검업무에 우선

도입

(<표 3-8> 계속)

2. 업무별 온라인 민원처리 실태

서울시 업무별 민원처리 빈도는 유선인터넷에 개설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

템’(일명 ‘OPEN시스템’)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간 발생한 업무별 민원

사항을 통해 파악하 다. 모바일 단말기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유선인터넷 환경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곧바로 무선인터넷 환경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점, ‘민

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들이 주로 등록, 신고, 허가 등 

인허가 업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업무에서 어떤 분야

에 요구도가 높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서울시 업무의 어떤 

부분에서 빈번히 온라인 민원이 발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로 제

공될 업무분야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건축허가․심

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각종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

금과징 등), 시설공사 시행(공사발주 등), 소방시설 완공검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전신고 및 행정처분 등이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축, 교통, 환경, 소방방재,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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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민원사항 발생건수(2002년)

분야 항목
빈도

(건)

분

야
항목

빈도

(건)

교통

교통 향평가 219

건

설

보상업무 211

택시요금 조정 0 시설공사 시행 4,623

마을버스 운송사업 노선선발 및 조정 5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 737

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조정 0 건설업 등록 2,503

시내버스 노선조정 2 하천점용허가(토지의점용허가) 139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시행 인가 0 건설기술용역 1,003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및 행저처분 709 소

방

방

재

소방시설 완공검사 4,40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7,36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행정

처분
222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체 행정처분 58

산

업

경

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 2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5,497 대규모 점포개설 및 변경등록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 양수인가 2,60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534

환경

공원용지 매입 29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1,172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대행계약 194 가스업 허가 및 행정처분 92

분뇨등 관련 업허가 및 행저처분 42 축산물관련업 허가 및 행정처분 1,777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행정처분 270 석유판매업 등록 및 행정처분 24

운행차 검사대행자 등록 및 행정처분 10 보

건

복

지

복지시설 위탁계약 40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행정

처분
109 유흥, 단란주점 허가 및 행정처분 1,74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전신고 및 행정

처분
4,179

문

화

관

광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 201

유독물 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176 체육시설등록 및 행정처분 180

도시

계획

토질형질변경 행위허가 125 구민체육센타 위탁계약 0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344 유통관련업 등록 및 행정처분 3,03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206 관광사업계획 승인 14

주택

건축

주택건설사업 406 관광사업 등록 8

건축허가 및 심의
21,94

3
지역문화행사 추진 6

주택재개발 사업 26
일

반

행

정

물품구매 522

도심재개발 사업 1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303

건축사 행정처분 806

옥외광고물 관리 274

제, 문화관광 등의 순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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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분야별 민원처리 발생건수(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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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3. 민간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컨텐츠 이용실태

무선인터넷 이용실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02년 9월 현재 서울/분당/일

산에 거주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무선인

터넷 이용실태 조사분석」결과 중 무선인터넷 서비스 컨텐츠에 대한 이용도를 통

하여 파악하 다. 조사결과는 서울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모바일 서비스 수요조

사는 아니지만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제

공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서 발견되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 무선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도가 높은 컨텐츠로는 그림/벨소리 다운로딩, 전

자우편 송수신, 게임, 뉴스(뉴스, 스포츠, 일기예보 등), 위치정보(음식점, 교통정보, 

주변지역정보, 위치확인 등) 등이다.

-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쇼핑 등 지불결제가 수반되는 소위 M-commerce에 관

련되는 컨텐츠들은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지 않다.

- 유선인터넷에 비해 무선인터넷에서 강세를 보이는 서비스로는 그림/벨소리, 

뉴스, 위치정보 등 현장성과 이동성이 강조되는 분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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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 모바일 서비스 적용시 현 단계에서 잠재력이 있는 컨텐츠로는 

전자우편, 시정 및 각종 생활정보제공, 위치기반서비스 등임을 알 수 있다. 인증 

및 지불결제가 수반되는 인허가, 납세 등의 분야는 모바일 기술의 한계와 시민들

의 수용태세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이용도가 높지 않으며,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모바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재의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들이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그림 3-4> 유․무선인터넷 컨텐츠별 이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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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전략

제1절 기본방향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도입은 크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에 

대한 편의 도모라는 두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되, 이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정하 다.

첫째, 행정조직내 현장업무(백오피스 또는 G2E 및 G2G)의 경우, 업무의 성격과 

기술적 여건에 따라서 오프라인방식과 온라인방식을 적절히 결합한다. 모바일 행

정시스템 도입의 초기단계에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민서비스분야 보다는 행정

조직내 공무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분야에 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단기적인 효과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업무의 시급성, 자료처리용량, 

무선네트워크의 구축수준 등에 따라 오프라인방식을 택할 것인가 또는 온라인방

식을 택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시간대에 따른 큰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오프

라인 모바일방식을 위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방식

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이 이용자가 되는 대민서비스(프론트오피스, 또는 G2C 및 G2B)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

교적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하기 쉬우면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공공성이 높은 분야

에 적극 도입하기로 한다. 총량적 기준에서 볼 대, 무선통신부문이 유선인터넷부문 

보다 높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대민서비스에서의 모바일 시스템의 

잠재적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

들이 개인용 모바일 단말기로 중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

히,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이동성(mobility)에 제약이 있는 노약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서비스제공분야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도입될 모바일 서비스 분야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측면

들을 고려하여 현실에서의 집행가능성과 활용성이 높은 컨텐츠를 개발한다. 앞서 

제2장에서 제4장에 걸쳐 살펴본 바, 모바일 기술의 강점(이동성, 즉시성,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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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확인 등), 기술적용상의 제약(처리속도, 용량, 보안 등), 사용자 요구(민원발생

빈도, 현행 민간부문에서 많이 이용되는 컨텐츠 등), 해당분야 공무원 의견, 현행 

정보시스템 자원의 가용성, 국내외 적용사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특히, 무선인터넷이 유선인터넷에 비해 기술적 성숙도가 낮은 반면 급속히 발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바일 기술의 발전추세와 그로 인한 적용상의 제약을 

반 하여 모바일 서비스 내역과 우선순위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구축은 유무선 통합환경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하도

록 한다. 모바일 시스템은 기존의 유선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보완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차세대 정보통신환경하에서 시민들이 

유선과 무선 환경에서 오는 통신상의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

로도 저렴한 가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유선과 무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민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로 구성한다. 이러한 모바일 포탈사이트

를 구성하는데 있어 현행 유선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컨텐츠들을 충분히 참

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유선인터넷에 비교한 무선인터넷의 기술적 특징과 장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 또는 취사선택하도록 한다.

여섯째, 모바일 시스템 구축 시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비용절감, 시스템 

운 상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통합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현행 서울시 업무분장 및 프로세스는 압도적으로 오프라

인(off-line) 업무처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내부업무 및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은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청 등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업무 

및 서비스가 모바일환경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업무분장 및 프

로세스가 표준화되고 재설계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부

서간, 본청-자치구간, 자치구간에 산재되어 있고, 정보화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운

상의 비효율성과 중복투자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바일 시스템 도입 시 통합과 

표준화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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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유형과 시스템 구성

1.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유형

서울시의 수많은 업무들로부터 모바일 서비스 내역을 도출함에 있어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분야별 및 유형별로 구분하 다. 이러한 

방법은 유형내 업무내역 각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

의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 유형분류는 우선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사업본부 및 사업소, 그리고 강

남구의 업무현황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현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제공대

상 및 업무프로세스의 특징과 모바일 시스템 구축 시 요구되는 기술적 복잡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들을 분류하 다. 

행정조직내 현장행정부문에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기술이 적용되

는 내부행정부문은 현장조사(각종 계획, 도면, 대장, 통계 등과 관련한 조사), 유지

관리(시설물, 공공사업 등과 관련한 유지관리), 지도단속(현장점검, 위법행위의 단

속 등), 원격결재 및 사무처리(출장중인 직원에 의한 원격접속, 결재, 사무처리 등)

로 구분된다. 모바일 게이트웨이와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시민편의를 위하여 모바

일 기술이 적용되는 대민서비스부문은 정보제공(각종 안내, 고지, 조회/결과제공, 

위치정보 등), 정보수집 및 투표(주민의견, 여론조사, 투표 등), 신고 및 처리(주민

신고 및 제보에 의한 현장조치), 민원처리(각종 증명, 등록, 인허가 등 본인인증 등

이 필요한 서비스), 지불결제(납세, 수수료 등 본인확인과 전자결제가 수반되는 서

비스)로 구분된다.

현단계 모바일 단말기의 측면에서 모바일 서비스 유형을 본다면, 내부행정부문

은 주로 PDA와 같은 자료용량과 인터페이스 상대적으로 풍부한 장비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민서비스부문은 사용자층이 시민이고 이들이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smart 

phone)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과 PDA가 결합된 형태가 출시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장비의 측면에서 제공될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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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모바일 행정서비스유형의 분류

구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대민

서비스

부문

(front-

office)

정보제공

․단순정보: 생활정보, 행사, 시정정보, 각종 안내(고지, 처리결과  

등) 등 문자 또는 상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

․위치기반정보: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 관광시설, 교통(버스도착  

출발안내, 최단노선찾기, 차량위치추적 등) 등 개인의 위치를 기  

반으로 하는 정보제공서비스

정보수집/

투표

․옴부즈맨: 시정현안에 대한 상시적 주민의견청취, 신문고 등

․여론조사: 시정현안 등에 대한 한시적 주민의견조사

․전자투표: 단순전자투표, 본인확인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복잡한  

형태의 투표

신고 및 

조치

․사고, 재해, 오염원 등의 신고․제보에 따른 즉시적 현장출동 및  

조치

․요보호대상자 관리: 독거노인, 장애자 등 이동성이 취약한 특수  

계층에 대한 관리 및 긴급구호요청에 따른 서비스

민원처리

․증명발급, 등록, 인허가, 행정처분 등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한 업  

무의 안내, 신청, 처리, 결과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지불결제

․세금, 수수료, 공과금 등 전자적 거래가 수반되는 업무의 소액결  

제와 안내, 신청, 처리, 결과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내부

행정

부문

(back-

office)

현장조사

․각종 장단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현장조사

․통계․대장․도면 등의 관리에 필요한 현장조사

․물가, 지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지도/단속 ․주정차, 오염시설, 업소 등에 대한 현장지도단속

유지관리

․시설물관리

․물류관리

․건설공사관리

․사업관리

․청사관리

원격사무

처리/결재

․출장 공무원이 외부에서 원격 접속하여 전자결재, 메일, DB조회  

등 사무처리

2. 모바일 서비스 유형별 업무체계 및 내역

앞서의 모바일 서비스 유형 구분에 따른 유형별 일반화된 업무체계모형 및 서

비스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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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제공

모바일 정보제공서비스는 일반시민이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통신망을 통

해 각종 안내, 생활정보, 행정정보,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는 서울시의 국,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구축․

관리되며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가공되어 있다.

정보제공은 정보를 제공받는 집단의 범위에 따라 모든 시민전체에 관련되는 일

반적인 정보(예: 시정소식, 행사, 홍수 등 비상경보 등)와 특정한 그룹, 지역 또는 

개인에 한정되는 정보(예: 특정지역에 대한 단수안내, 위치기반정보 등)로 구분될 

수 있다. 모바일 정보제공서비스의 장점은 이용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관심사, 자

신이 거주하는 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소위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정보의 과다제공으

로 인한 성가심 및 정보선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맞

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의동의와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보제공은 이용자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단문서비스(SMS)나 멀티미디어서

비스(MMS) 등과 같이 이용자의 적극적인 접속 없이도 정보를 제공받는 일방적인 

형태와 이용자가 모바일 포탈에 접속한 후 적극적인 질의에 의해 결과를 제공받

는 형태(request-response)로 구분할 수 있다. 단문서비스와 같은 일방적인 정보제

공서비스는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서비스나 이용자가 ‘맞춤형’ 서

비스로서 사전에 지정한 경우에 적합할 것이다.

정보제공은 단순히 시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위치기반서비스

(LBS) 시스템과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

보제공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위치기반서비스는 GPS 또는 기지국과 연계하여 위치

인식기능을 갖춘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중인 시민이 주변의 공공시설정보, 

생활편의시설정보, 교통정보(예: 버스도착안내, 길안내, 교통상황) 등을 제공받거나 

긴급 구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강력한 시장잠재력과 함께 모바일 정보

통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정보제공서비스의 구현체계의 일반화된 모형은 <그림 4-1>과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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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분야별 정보제공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교통

․도로교통정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상황, 도로공사, 노상집회, 빠른길 등 

안내 또는 예고

․대중교통정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 도착/출발시간 등 안내

․녹색교통정보: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카풀소개마당 등 안내

․주차장정보: 공 주차장, 환승주차장, 도심/주택가주차장 등의 위치안내 및 주차공

간정보

․교통상식: 교통상식, 관련법규, 교통자료실, 도로표지, 자동차민원안내 등

․기타: 차량견인여부 확인,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 

등

교통국홈페이지

교통정보처리시

스템

교통방송시스템

환경

․대기오염관련 정보: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오존경보 및 예보

․수질오염관련 정보: 수질현황, 수질보전정보 등

․동식물관련 정보: 관리 야생동·식물, 위해동·식물

․공원안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약수터 등

․나무사랑 캠페인: 기념식수안내, 식수소개, 나무관리요령, 식수계획, 내가심은 

나무보기 등

․재활용 모바일마켓,

․기타: 환경통계, 법규, 용어, 생활폐기물처리, 공중변소 등

환경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도시

계획

․도시계획관련 고시/공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사업실시를 위한 공람공고, 공지사

항

․제증명 발급시 안내 및 처리결과통보: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임야)도 등

․도시계획관련 각종 조회 및 열람: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

련 생활정보 등

․용도지역 관련 법규, 조례 등에 관한 질의해석

․각종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용어, 관계법령, 도시계획통계 등

도시계획국홈페

이지

강남구홈페이지

양한 업무분야에서 담당공무원이 모바일 포탈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모바일 DB에 

올리게 되면,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4-1> 모바일 정보제공서비스 구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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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포탈

모바일DB

모바일서버

모바일포탈모바일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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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축, 관리

위치기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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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건설

․도로 및 토목공사 안내: 도로정비, 보조시설물 유지공사, 보도블럭 포설, 이면도로 

정  비 등

․수문 및 현시간 홍수정보,강우량,하천수위,수방관련정보

․제설작업 안내

․상수도관련 급수구역 안내, 단수예고, 검침예고 등

․생활정보: 도로시설물현황, 도로시설물유지관리, 과적차량운행제한, 건설공사, 교통

통제, 입찰정보, 옥내누수점검, 수도계량기보온방법, 민원안내, 관계법령, 질의회신, 

건설통계 등

․각종 조회 및 열람: 상수도 요금납부 등

건설기획국홈페

이지

건설안전본부및

사업소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주택

건축

․전․월세, 매물, 동시분양, 미분양공동주택 등에 대한 정보

․건축, 재건축 안내 및 상담, 부동산상식 등

․행정정보: 주택통계자료 등

주택국

홈페이지

소방

방재

․재난의 예측·예보, 민방위경보, 화재위험경보 등

․민방위대 동원안내

․사고정보, 119이용안내

․행정정보: 재난통계, 입찰공고 등

소방방재본부홈

페이지

산업

경제

․물가정보(농수산물, 장바구니물가, 실속가격 등), 취업정보, 창업 및 투자상담, 투자

지원정보 등

․상설직거래장, 직거래장터, 농축산물쇼핑센터 등 위치정보

․행정 및 생활정보: 산업경제관련 통계, 상담사례, 경제관련용어, 관계법령 

등

산업국

홈페이지

산업경제정보통

신망

보건

복지

․사회복지관련시설(보육시설, 여성보호시설,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편의시

설, 보건소, 병원 등)에 대한 정보

․약수터, 공중화장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한 정보

․취업기회, 사회활동, 자원봉사, 공공근로, 취로사업, 생계보조 등에 대한 안내

․가정상담, 가출청소년상담, 육아정보 등

․보육프로그램, 여성창업지원, 생활안정지원, 노인진료 등 사회복지시책 및 

지원에 대한 정보

복지여성국

홈페이지

보건위생관리시

스템

문화

관광
․문화관광시설, 문화예술행사, 축제, 쇼핑, 관광안내소, 관광특구 등에 대한 정보

문화국

홈페이지

서울문화관광

안내정보시스템

일반

행정

․시정안내 및 홍보: 법규, 조례, 행사, 통계 등

․공공건물, 공공시설 등의 위치, 관할구역, 이용안내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사항: 선거일정, 장소, 결과공고 등

․징병검사, 입 ,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 민방위 교육훈련 등 통지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 안내, 납부, 체납안내, 조회, 통보

․민원처리 모바일 접수 및 안내정보

․생활정보: 문화행사, 물가, 부동산, 취업, 병원, 약국 등

․여권 접수 및 교부, 분실재발급, 반납 등 안내 및 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표 4-2> 계속)

2) 정보수집 및 투표

모바일 정보수집서비스는 일반시민이 휴대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정제안이나 의

견 등을 모바일 포탈에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론조사를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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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단말기에 설문내용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의 참여를 활

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대응성이 있는 시정구현을 가능토록 하

여 이른바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정보수집서비스의 과제로는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 수집된 정

보를 시정에 반 하는 제도적 환류체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4-2>는 정보수집서비스 일반화된 구현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모바일 정보수집서비스 구현모형

일반시민

담당공무원

모바일포탈

모바일DB

모바일서버

통신사업자

주민의견
제시, 제안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자료
구축, 관리

시정업무에

반영

여론조사
항목제공

일반시민일반시민일반시민

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모바일포탈

모바일DB

모바일서버

모바일포탈모바일포탈

모바일DB모바일DB

모바일서버모바일서버

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

주민의견
제시, 제안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자료
구축, 관리

시정업무에

반영

여론조사
항목제공

<표 4-3> 분야별 정보수집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공통

․모바일 참여마당 : 교통, 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민원상담, 

정책제안 등 

․시민의견조사, 시민평가 등

․모바일 투표

교통국홈페이지, 환경국홈페이지, 도시계획국홈페

이지, 건설국홈페이지, 주택국홈페이지 소방방재

본부홈페이지, 산업국홈페이지, 복지여성국홈페이

지, 문화국홈페이지, 본청홈페이지

모바일 투표서비스는 유권자인 일반시민이 자신의 휴대단말기에 투표정보를 제

공받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형태로서 시민들의 편의성과 유권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 미국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단계의 수준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을 뿐 제도적으로 정착된 경우는 아직 없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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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모바일 투표의 구현을 위해서는 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처리 절

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아직까지 무선인터넷의 보안체계는 유선인터넷에 비

해 약한 편이다) 관련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림 4-3>은 모바일 투표의 서비스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 모바일 투표서비스 구현모형

일반시민

담당공무원

모바일포탈

모바일DB

모바일서버

통신사업자

개인식별정보,
투표정보

제공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공인인증기관

연계기관

투표

결과처리, 
공개

인증처리

일반시민일반시민일반시민

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모바일포탈

모바일DB

모바일서버

모바일포탈모바일포탈

모바일DB모바일DB

모바일서버모바일서버

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

개인식별정보,
투표정보

제공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공인인증기관

연계기관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기관

연계기관

투표

결과처리, 
공개

인증처리

3) 신고 및 조치

신고 및 조치는 일반시민이 사고, 재해, 오염원,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휴대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현장공무원에게 

현장조치를 지시하게 되고, 현장공무원이 현장조치를 마치면 처리결과를 휴대단말

기를 사용하여 즉시 전송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바일 기술

의 강점인 즉시성, 이동성, 위치확인 등의 요소가 십분 발휘될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조치 서비스는 독거노인, 장애자 등 이동성(mobility)에 제약이 있

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적관리 및 복지서비스

에도 적용잠재력이 크다.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조치서비스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제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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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현장조치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림 4-4>는 모바일 신고/조치 서비스 구현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모바일 신고/조치 서비스 구현모형

일반시민

담당공무원

통신사업자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

모바일 서버

신고

현장조치

현장공무원

현장조치 지시

신고사항

접수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일반시민일반시민일반시민

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

모바일 서버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모바일 DB

모바일 서버모바일 서버

신고

현장조치

현장공무원현장공무원

현장조치 지시

신고사항

접수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표 4-4> 분야별 신고/조치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교통
․교통불편(시내버스, 도로안내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등), 사고 등의 신고접

수 및 현장조치
교통국홈페이지

환경
․모바일 환경신문고

․환경오염사례 신고, 피해염려시설물 신고 등
환경국홈페이지

소방방재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접수 및 긴급구조

․시민의 안전민원에 따른 긴급 점검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화재,구조,구급출

동관리시스템

보건복지
․독거노인,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요청에 의한 구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방문보건대상자, 가정간호 대상자 등 관리

복지여성국

홈페이지

일반행정 ․시민제보, 시민불편사항, 부조리신고 접수 및 조치 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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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처리

모바일 민원처리서비스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록, 인허가 사항 등 민

원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림 4-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민원인과 법인 민원인이 휴대단말기를 사용하여 증명

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서울시에서 전자문서화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휴대단말기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민원서류 경우에는 해당 업

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휴대단말기로 고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확인절

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휴대단말기를 통해 결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민원처리서비스 실현하는데 있어 제약사항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체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수수료 지불을 위한 전자결제, 그리고 인허가 사무에 있어

서는 첨부되어야 할 각종 증빙서류 처리문제 등이 있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제약

사항들은 단기적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를 오

프라인 민원처리와 유선인터넷에서의 온라인 민원처리와의 적절한 연계 하에 구

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예컨대, 민원처리는 크게 안내, 신청, 처리, 결과

통지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이의 일부과정인 안내, 결과통

지 등과 같은 정보제공부분을 모바일 서비스로 구현하고, 다른 부분은 유선인터넷

이나 오프라인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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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분야별 민원처리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교통

․차량관련 각종 등록 및 인허가(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사업용차량 부대시설, 운송알선, 개별/법인화물, 용달, 창고

업, 차고지증명 등)에 대한 안내, 고지, 인허가 처리, 결과통보의 일부 또는 

전부

․자동차검사 대상자 관리

교통국홈페이지

강남구청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환경

․환경관련 업소/시설 인허가(지하수개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폐기물처리․

운반, 정화조, 분뇨처리, 배출업소,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유독물 판매업체, 

소형 소각로 등)에 대한 안내, 고지, 인허가 처리, 결과통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

․하천, 공원시설 점용허가에 대한 안내, 고지, 인허가 처리, 결과통보 등의 일

부 또는 전부

환경국홈페이지

강남구청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련 인허가(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체비지 관련 민원처리, 토지거

래 허가 및 규제, 부동산중개업 인허가 관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등)에 

대한 안내, 고지, 인허가 처리, 결과통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

․도시계획관련 제증명(토지가격확인원 등) 발급에 대한 안내, 고지, 인허가 처

리, 결과통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그림 4-5> 모바일 민원처리 서비스 구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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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건설

․건설관련 각종 등록, 인허가, 행정처분(건설업등록, 도로점용허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허가, 도로공사 등)에 대한 안내, 고지, 인허가 처리, 결과통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건설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주택건축
․건축물관련 신고, 허가 등(건축허가, 건축신고, 광고물허가 등)에 대한 안내, 

고지, 인허가 처리, 결과통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

주택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소방방재
․소방방재관련 진정/민원처리

․소방검사 등에 대한 안내, 고지, 처리, 결과통보의 일부 또는 전부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산업경제

․공장설립 등록, 축산물가공업 허가, 시장․대형점 허가 및 행정처분, 식품접

객업소․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등에 대한 안내, 고지, 행정

처리, 결과통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

산업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보건복지

․소비자 보호 진정·민원 관련 사항

․보건복지관련 각종 인허가(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용구판매업소 보

육시설, 가정의례업소,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내, 고지, 처리, 결과통보의 전부 또는 일부

복지여성국

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문화관광

․공연장, 체육시설, 출판사/인쇄소, 유흥관련업,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업, 유

원시설업 등의 등록 관리에 대한 안내, 신청, 처리결과 등

․경기장(축구장,야구장,정구장) 사용허가 및 상업사용허가 등에 대한 안내, 신

청, 처리결과 등

문화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일반행정 ․모바일 증명발급 등에 대한 안내,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

민원처리공개관리

시스템

강남구홈페이지

(<표 4-5> 계속)

5) 지불결제

모바일 지불결제서비스는 공과금, 과태료, 세금 등을 휴대단말기로 지불할 수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시민이 휴대단말기로 

공과금, 과태료, 세금 등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공인인증기관에서는 본인

확인여부를 확인하고, 지불대행기관에서는 납부상황을 처리하고, 해당 공무원은 

그 결과자료를 구축, 관리하여 납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고지해 주고, 

미납자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서의 모바일 민원처리와 유사하게 모바일 지불결제를 실현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은 인증체계 및 전자결제라 할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소액납부를 중심으

로 하고, 지불결제와 관련된 과정으로서 안내, 결과통지 등 안내서비스부터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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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6>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 구현모형

전자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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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연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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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고지

자료구축,
관리

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

모바일 서버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모바일 DB

모바일 서버모바일 서버

개인

법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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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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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분야별 지불결제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택시·화물 운수과징금, 법령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불

교통국홈페이지

강남구청홈페이지

환경

․과태료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과징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환경국홈페이지

강남구청홈페이지

도시계획

․과 부담금 관련업무

․체비지 변상금, 대부료 부과징수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관리

도시계획국홈페이

지

강남구홈페이지

건설

․하천점·사용료 부과 징수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지하매설물, 점용료, 일시도로 점용료 부과

․불법도로 점용자 관리, 불법점용 부당이익금 부과, 징수

건설안전본부및사

업소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주택건축 ․건축물관련 과태료, 강제이행금 등 강남구홈페이지

보건복지 ․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부과 관리 강남구홈페이지

일반행정
․지방세, 수수료, 과태료 등 모바일 납부

․구매, 계약, 입찰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강남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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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조사

모바일 현장조사업무는 각종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장, 조서, 도면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와 물가, 지가 등 통계에 관한 자료 수집에 필요한 현

장조사에 PDA 등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는 형태로서 현장조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조사는 현장 공무원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조사결과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

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식의 선택은 

자료처리용량, 시급성, 무선네트워크기반 등 기술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단기

적으로는 오프라인방식을 위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온라인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림 4-7> 모바일 현장조사 서비스 구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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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분야별 현장조사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교통
․교통량 조사 및 교통정보의 수집

․자동차대여사업장, 차고지증명 등 현장조사

교통국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환경

․수질측정 및 수질측정망 운

․민간건축물 조경관리 실태조사

․자연환경조사

․환경 향평가 대상지, 지속가능성평가 대상지 등 현장조사

․쓰레기 수거지역 책정

․자동차 배출가스, 수질환경오염도 등 조사

환경국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배기가스배출차

량관리시스템

수질측정망관리

도시계획

․개별공시지가, 지가 정보, 지적관련 조사

․도시계획관련 각종 계획수립 및 지역․지구․구역지정 및 변경을 위한 현장조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선 관리

․도시계획도 관리를 위한 조사

도시계획

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토지정보

관리체계

건설

․건설관련 공사, 사업 등에 필요한 현장조사

․하수도 배수불량지역, 유수장애시설물 이설, 하수악취저감대책 등을 위한 현장

조사

․지하수 수질검사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건설안전본부및

사업소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주택건축
․건축물관련 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등을 위한 현장조사

․재건축 안전진단

강남구홈페이지

건축주택행정종

합관리시스템

소방방재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건축물 취약성 파악 관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지역,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등의 지

정·관리

․소방검사, 소방·방화시설, 특수 장소의 방염 , 소방용기계·기구 등에 대한 조사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산업경제 ․농수산물가격조사, 소비자물가 등 조사

산업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소비자물가종합

정보

보건복지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  발생 역학 조사와 관리

․먹는샘물, 약수터 수질검사
강남구홈페이지

문화관광 ․문화재 관련 조사

문화국홈페이지

강남구홈페이지

서울문화정보

안내시스템

일반행정

․지시사항 조사처리, 기획순찰 및 점검(수해, 제설 등)

․시설물, 공사장 등 안전감사 

․인구현황조사관리

강남구홈페이지



- 103 -

7) 지도단속

모바일 지도단속업무는 PDA 등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와 무선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단속공무원이 주정차단속, 업소단속, 환경오염원단속 등 현장에서의 단속업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이 단속자료를 제공받거나 단속결과를 즉시 입

력․전송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들이 단속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즉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과태료나 부과금을 모바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속업무를 총괄하

는 공무원은 단속자료를 관리하고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하여 이의신청자의 휴대단

말기로 처리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8>은 모바일 지도단속서비

스의 구현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8> 모바일 지도단속 서비스 구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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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분야별 지도단속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교통

․사업용자동차(버스), 자가용(버스), 택시·화물차량 운행질서 단속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및 견인업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자가용 유상운송, 대여자동차 지도

․삭도․궤도․불법정비업소 및 방치차량 단속

․차량구조변경, 정비불량 자동차 지도․단속

교통국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주정차및전용

차로위반

시스쳄

환경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내 위법행위 지도/단속

․대기오염관련 단속 및 배출부과금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생활공해 등

․상수원 보호(오염행위단속 등), 폐수배출업소 단속 등

․공공처리시설 지도점검

․환경순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등

․소형소각로 지도관리

․공원 순찰 및 시설물 점검결과조치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환경국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도시계획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강남구

홈페이지

건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사설 안내표지판, 보도상 업시설물 단속 및 정비

건설안전본부

및사업소

홈페이지

주택건축 ․무허가건축물, 위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등 단속,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강남구

홈페이지

소방방재

․소량위험물, 특수 가연물, 이동위험물질, 유해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안전관리 

및 감독

․도시가스시설 검사계획 수립, 가스안전관리규정 지도감독

․도시가스 불량시설 행정처분 

․액화가스시설의 안전진단,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에 관한 지도 감독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산업경제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등 지도단속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및 검사

․개인서비스업 관리

․축산물 및 가축위생, 수산업 관리

․원산지 표시관리

․농산물 직거래 및 직판장 물가안정 관리

․석유/가스판매업소, 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관리

산업국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산업경제정보

통신망

보건복지

․장묘시설 운  및 지도,감독

․약국 등 판매업소 지도 단속

․부정·불량식품, 농수산물 등 관리감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유통업, 식품운반업 등 위생지도

․도축장 위생관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정 의료행위자 관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공중이용시설 관리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침시술소, 안마시술소 지도관리

복지여성국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문화관광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지도감독

․음반, 비디오, 게임장, 노래 연습장 관련사항

․여행사관리

문화국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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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관리

모바일 유지관리업무는 각종 도시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사업(건설공사, 도

로공사 등), 공용의 청사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PDA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

용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공무원이 시설물을 정기점검을 

하거나, 순찰도중 시설물관련 조치사항을 파악하거나, 일반시민들의 신고로 조치

해야할 사항을 접수받게 되면 현장에 나가 필요한 조치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에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휴대단말기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조치결과를 

입력․처리하는데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총

괄하는 공무원은 시설물 관리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신고사항에 대한 현장조치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모바일 유지관리서비스 구현모형은 <그림 4-9>와 같다. 

<그림 4-9> 모바일 유지관리 서비스 구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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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분야별 유지관리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교통

․도로부속 시설물,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 차고지 운 관리

․시내버스 승차대 등 시설물관리

․개인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정류소) 관리

․시 ․공  주차장, 도심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 관리 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

․견인차량관리

․도로공사장 관리

교통국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도로관리

시스템

환경

․공원, 임야 재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단위 소공원, 녹지대, 수벽, 수림대 

등 조성, 관리 및 안전점검

․공원화장실,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

․가로수, 보호수, 시설녹지, 미시설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큰나무등록제 등

․산림자원관리: 소나무림 보존, 병충해 방제/시비, 사방조림사업, 임야내 절개지 

정비 및 미화작업,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지하수관리: 지하수 관측시설,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지하수 관정 수질, 지하수수

리지질 등

․대기질 자동측정소, 자동차 배출가스 도로변 자동측정소, 수질자동측정소 등 관

리운

․토양환경(유발시설, 실태조사) 관리운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및 처리 관리운

․가로청소, 가로휴지통, 적환장, 세차시설 등 관리

환경국

홈페이지

본부 및 

사업소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지하수관측

시스템

환경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유지관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관리

․자원회수시설, 분리수거용기 관리운

․재활용품 기동수집반, 재활용품 선별장 및 교환소 운

․변소개량, 공중변소 관리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적측량 기준점 구축 및 관리

강남구

홈페이지

도시정보

시스템

건설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도로조명시설물, 교량 등 유지관리

․가로등 통제소 및 중계소 운  관리

․재해대책, 수문관측시스템  운  및 유지관리

․수해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

․가로수․녹지․청소 관련

․상수도 관로 및 부속시설물, 차집관거, 중계유입펌프장, 정화조 처리시설, 수도계

량기 등 운  및 유지관리

․수도검침

․하수도관망 관리

․수문 유지관리

․지하도, 지하보차도, 터널, 지하광장, 부속물, 공동구 등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공사 관리

건설국

홈페이지

건설안전본부

및사업소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도로관리

시스템

상수도관

리시스템

주택건축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위험건축물 관리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위험물 관리

강남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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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소방방재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신고기 관리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문화관광

․문화재, 기념물 유지관리

․공연장, 전시장 등 확충 및 관리

․유형문화재 관리

․청소년 및 일반 체육시설 설치관리

․도서관 관리

문화국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시문화관

광안내시스템

일반행정
․공공청사, 시설물 등 관리운

․국․공유 재산의 관리

강남구

홈페이지

(<표 4-9> 계속)

9) 원격사무처리 및 결재

모바일 사무관리 및 결재서비스는 출장,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외부에 나

가 있는 공무원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본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전자우편이나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서류결재 등의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원격사무처리 및 결재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받고 전자서명을 등록할 수 있는 기반서비스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그림 

4-10>은 모바일 원격사무처리 및 결재서비스의 구현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0> 분야별 원격결재/사무처리 서비스 내역

분야 서비스 내역 관련시스템

공통
․출장직원에 의한 원격조회, 통신, 결재, 사무처리 등

․시정모니터,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관리
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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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모바일 원격결재/사무처리 서비스 구현모형

공인인증기관

연계기관

통신사업자
원격결재,
사무처리

인증처리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

모바일 서버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담당공무원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기관

연계기관

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
원격결재,
사무처리

인증처리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

모바일 서버

모바일 포탈

모바일 DB모바일 DB

모바일 서버모바일 서버

이동통신서비스
연계

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3.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성(안)

앞서 분류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을 구현하고 업무 구분에 따른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로서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반구조는 모바일 포탈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

존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 유형에 대한 단계

적 구현, 다양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모바일 포탈은 향후 서울시에서 구축될 모바일 행정시스템들의 게이트

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

서 근무하는 일선공무원들의 무선작업환경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외에도 위치기반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LBS 시스템 구현을 위한 역할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1>은 서울시 전체 모바일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모바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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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모바일 시스템 유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체적

인 서울시 모바일 포탈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모바일 게이트웨이: 각각의 이동통신사 환경으로 자료 변환

- 데이터서버: MIS 및 GIS 데이터를 저장 관리

- CP서버: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웹서버 기능  

- 통신서버: 위치기반서비스 시스템 및 이동통신사와의 연계 구현

-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포털 운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그림 4-11>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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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모바일 모털 구성 요소 및 기능

서울시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구조로서 모바일 포탈을 구성하기 위해

서는 모바일 게이트웨이, CP(Contents Provider) 서버, 데이터서버, 통신서버, 모바

일 포털 운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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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게이트웨이(gateway)

모바일 게이트웨이는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모바일 포탈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각각의 이동통신사 환경에 맞도록 자료를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각각의 이동통신사들은 자체적인 게이트웨이를 운 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수

행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자료를 무선인터넷 환경으로 자료를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통로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방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무선통신 단말기 환경에 

따른 자료 변환 및 향후 시스템 확장성 및 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

립적인 게이트웨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2) CP(Contents Provider) 서버

CP 서버는 일반시민들과 담당공무원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컨텐츠를 가공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은 웹서버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 서버에 자료를 호출하여 클라이언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기존 업무시스템간의 직접적인 연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동은 웹으로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구현된 경우 CP서버를 통하여 바로 연동될 

수 있으나, C/S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동모듈을 개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서버

무선통신 단말기에서 기존의 MIS 및 GIS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데이터의 처리, 가공,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서버가 필요하다. 이들 

기능 이외에 기존 업무시스템의 데이터를 일정부분 데이터서버에서 관리하고 데

이터 갱신주기에 따라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데이터 일치화 작업을 수행한다.

(4) 응용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은 모바일 포탈에 대한 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역할을 담당한

다. 기존 업무시스템이 응용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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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또는 선거, 보안과 인증절차가 

필요한 허가 및 결제시스템, GIS 데이터를 처리․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

양한 응용프로그램 구축이 있을 수 있다.

(5)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스템 및 통신서버

통신서버는 이동통신사와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하며, 위치기반서비스(LBS) 시

스템은 공간적 위치를 참조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된다. LBS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 구조를 갖출 수도 있으며, 앞에서 언

급한 게이트웨이, 데이터 또는 CP 서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

이다. 

2) 서울시 업무 분야별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분

서울시 업무분야별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대민서비스부문의 경우 10개 분야에서 

42가지가 도출되었으며, 내부행정부문의 경우 10개 분야에서 43가지가 도출되었다.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울시청, 사업소, 자치구청 업무 중 모바일 

적용가능업무와 모바일 서비스 내용, 업무정보시스템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분석

하 다.

업무분야별로 각각의 모바일 행정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무에서 

운 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업무의 적용범위, MIS 분야 및 GIS 분야에 관련

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민서비스 부문에 대한 분야별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주로 정보제공, 정보수집, 

신고 및 조치, 지불결제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행정 부문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지도/단속, 현장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4-11).

<그림 4-12>는 서울시 업무분야별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전체를 나타낸 것으로 

모바일 포탈을 중심으로 대민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모바일 시스템과 내부행정 

부문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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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서울시 업무분야별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분 

구분 업무분야 모바일 행정시스템

대

민

서

비

스

분

야

교통
모바일 교통정보제공, 모바일 교통정보수집, 모바일 교통불편신고/처리, 모바일 교통

민원처리, 모바일 교통관련세금 지불

환경
모바일 환경정보제공, 모바일 환경정보수집, 모바일 환경오염신고/처리, 모바일 환경

민원처리, 모바일 환경관련세금 지불

도시계획
모바일 도시계획정보제공, 모바일 도시계획정보수집, 모바일 도시계획민원처리, 모

바일 도시계획 관련세금 지불

건설
모바일 건설정보제공,  모바일 건설정보수집, 모바일 건설민원처리, 모바일 건설관

련세금 지불

건축/주택
모바일 건축/주택정보제공,  모바일 건축/주택정보수집, 모바일 건축/주택민원처리, 

모바일 건축관련세금금지불

소방/방재
모바일 재난/사고정보제공, 모바일 주민의견수집/상담,  

모바일 재난신고/처리, 모바일 소방관련민원처리

보건/복지
모바일 복지관련정보제공, 모바일 시민의견수집/상담,  

모바일 응급대처/구호, 모바일 복지관련민원처리

산업/경제
모바일 산업/경제정보제공, 모바일 설문조사, 모바일 참여마당, 

모바일 산업관련민원처리

문화/관광
모바일 문화/관광정보제공, 모바일 문화관련설문조사, 

모바일 문화/관광민원처리, 모바일 체육시설물허가/신청

일반행정
모바일 행정/생활정보제공, 모바일 선거/시민여론조사, 

모바일 시민제보/조치, 모바일 행정관련민원처리

내

부

행

정

분

야

교통 모바일 교통량 조사, 모바일 차량 단속/지도, 모바일 교통시설물/차량관리

환경
모바일 수질측정, 모바일 환경오염조사, 모바일 환경오염단속/순찰, 

모바일 개발제한구역관리, 모바일 상수원/폐수업소단속, 모바일 환경시설물관리

도시계획
모바일 공시지가조사, 모바일 도시계획관련현장조사, 

모바일 부동산업소 지도/단속, 모바일 도시계획시설물관리

건설
모바일 건설현장조사, 모바일 상․하수도 현장조사, 

모바일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 모바일 도로/상․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건축/주택
모바일 건축현장조사, 모바일 재건축안전진단, 

모바일 무허가건축물/광고물 단속, 모바일 공공건물/위험건축물유지관리

소방/방재
모바일 재난위험시설물조사, 모바일 화재원인/피해조사, 

모바일 위험시설물관리/감독, 모바일 소방/경보시설물관리

보건/복지
모바일 전염병 조사/관리, 모바일 위생업소단속/지도, 

모바일 무면허의료행위 단속, 모바일 유해업소 단속

산업/경제
모바일 농수산물/소비자물가조사, 모바일 원산지표시단속, 

모바일 농축산물시설/유통관리, 모바일 석유/가스시설 유지관리

문화/관광
모바일 문화재조사, 모바일 체육시설지도/감독, 모바일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모바일 문화재/시설물관리

일반행정
모바일 행정조치조사/처리, 모바일 인구현황조사, 모바일 원격결재/사무처리, 

모바일 국공유지관리, 모바일 공공시설물유지관리, 모바일 자원봉사자/공익요원관리



<그림 4-12> 서울시 업무분야별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성 (로드맵)

대
민
서
비
스
부
문

내
부
행
정
부
문

서울시
인터넷 - 포탈

서울시
모바일 - 포탈

도시도시
계획계획

모바일 도시계획시설물관리

모바일 도시계획관련현장조사

모바일 부동산업소 지도/단속

모바일 공시지가조사

건축건축
주택주택

모바일 공공건물/위험건축물유지관리

모바일 재건축안전진단

모바일 무허가건축물/광고물 단속

모바일 건축현장조사

보건보건
복지복지

모바일 위생업소단속/지도

모바일 전염병 조사/관리

문화문화
관광관광

모바일 문화재/시설물관리

모바일 체육시설지도/감독

모바일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모바일 문화재조사

교통교통
모바일 교통불편신고/처리

모바일 교통정보제공

모바일 교통민원처리

모바일 교통관련세금 지불

모바일 교통정보수집
환경환경

모바일 환경오염신고/처리

모바일 환경정보제공

모바일 환경민원처리

모바일 환경관련세금 지불

모바일 환경정보수집

도시도시
계획계획 모바일 도시계획민원처리

모바일 도시계획정보제공

모바일 도시계획 세금지불

모바일 도시계획정보수집
건설건설

모바일 건설민원처리

모바일 건설정보제공

모바일 건설관련세금 지불

모바일 건설정보수집

건축건축
주택주택

모바일 건축/주택정보제공

모바일 건축/주택정보수집

소방
방재

모바일 재난신고/처리

모바일 재난/사고정보제공

모바일 소방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주민의견수집/상담 보건보건
복지복지

모바일 응급대처/구호

모바일 복지관련정보제공

모바일 복지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시민의견수집/상담

일반
행정

모바일 행정/생활정보제공

모바일 선거/시민여론조사

건설건설

모바일 도로/상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모바일 상하수도 현장조사

모바일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

모바일 건설현장조사

소방소방
방재방재

모바일 소방/경보시설물관리

모바일 화재원인/피해조사

모바일 위험시설물관리/감독

모바일 재난위험시설물조사

산업산업
경제경제

모바일 석유/가스시설 유지관리

모바일 원산지표시단속

모바일 농축산물시설/유통관리

모바일 농수산물/소비자물가조사

교통교통

일반일반
행정행정

모바일 원격결재/사무처리

모바일 인구현황조사

모바일 행정조치조사/처리

모바일 자원봉사자

/공익요원관리

모바일 공공시설물유지관리

모바일 국공유지관리
환경환경

모바일 환경오염단속/순찰

모바일 환경오염조사

모바일 수질측정

모바일 상수원/폐수업소단속

모바일 환경시설물관리

모바일 개발제한구역관리

산업산업
경제경제 모바일 참여마당

모바일 산업/경제정보제공

모바일 산업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설문조사 문화문화
관광관광 모바일 문화/관광민원처리

모바일 문화/관광정보제공

모바일 체육시설물허가/신청

모바일 문화관련설문조사

모바일 차량 단속/지도

모바일 교통량 조사

모바일 교통시설물/차량관리

모바일 건축/주택민원처리

모바일 건축관련세금지불

모바일 시민제보/조치

모바일 행정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유해업소 단속

모바일 무면허의료행위 단속

대
민
서
비
스
부
문

내
부
행
정
부
문

서울시
인터넷 - 포탈

서울시
모바일 - 포탈

도시도시
계획계획

모바일 도시계획시설물관리

모바일 도시계획관련현장조사

모바일 부동산업소 지도/단속

모바일 공시지가조사

건축건축
주택주택

모바일 공공건물/위험건축물유지관리

모바일 재건축안전진단

모바일 무허가건축물/광고물 단속

모바일 건축현장조사

보건보건
복지복지

모바일 위생업소단속/지도

모바일 전염병 조사/관리

문화문화
관광관광

모바일 문화재/시설물관리

모바일 체육시설지도/감독

모바일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모바일 문화재조사

교통교통
모바일 교통불편신고/처리

모바일 교통정보제공

모바일 교통민원처리

모바일 교통관련세금 지불

모바일 교통정보수집
환경환경

모바일 환경오염신고/처리

모바일 환경정보제공

모바일 환경민원처리

모바일 환경관련세금 지불

모바일 환경정보수집

도시도시
계획계획 모바일 도시계획민원처리

모바일 도시계획정보제공

모바일 도시계획 세금지불

모바일 도시계획정보수집
건설건설

모바일 건설민원처리

모바일 건설정보제공

모바일 건설관련세금 지불

모바일 건설정보수집

건축건축
주택주택

모바일 건축/주택정보제공

모바일 건축/주택정보수집

소방
방재

모바일 재난신고/처리

모바일 재난/사고정보제공

모바일 소방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주민의견수집/상담 보건보건
복지복지

모바일 응급대처/구호

모바일 복지관련정보제공

모바일 복지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시민의견수집/상담

일반
행정

모바일 행정/생활정보제공

모바일 선거/시민여론조사

건설건설

모바일 도로/상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모바일 상하수도 현장조사

모바일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

모바일 건설현장조사

소방소방
방재방재

모바일 소방/경보시설물관리

모바일 화재원인/피해조사

모바일 위험시설물관리/감독

모바일 재난위험시설물조사

산업산업
경제경제

모바일 석유/가스시설 유지관리

모바일 원산지표시단속

모바일 농축산물시설/유통관리

모바일 농수산물/소비자물가조사

교통교통

일반일반
행정행정

모바일 원격결재/사무처리

모바일 인구현황조사

모바일 행정조치조사/처리

모바일 자원봉사자

/공익요원관리

모바일 공공시설물유지관리

모바일 국공유지관리
환경환경

모바일 환경오염단속/순찰

모바일 환경오염조사

모바일 수질측정

모바일 환경오염단속/순찰

모바일 환경오염조사

모바일 수질측정

모바일 상수원/폐수업소단속

모바일 환경시설물관리

모바일 개발제한구역관리

모바일 상수원/폐수업소단속

모바일 환경시설물관리

모바일 개발제한구역관리

산업산업
경제경제 모바일 참여마당

모바일 산업/경제정보제공

모바일 산업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설문조사 문화문화
관광관광 모바일 문화/관광민원처리

모바일 문화/관광정보제공

모바일 체육시설물허가/신청

모바일 문화관련설문조사

모바일 차량 단속/지도

모바일 교통량 조사

모바일 교통시설물/차량관리

모바일 건축/주택민원처리

모바일 건축관련세금지불

모바일 건축/주택민원처리

모바일 건축관련세금지불

모바일 시민제보/조치

모바일 행정관련민원처리

모바일 유해업소 단속

모바일 무면허의료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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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1. 우선순위 선정기준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제공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술여건,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수요 등 수많은 요인

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은 

제2장의 <표 2-15>에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여건에 비추어 1) 대상집단의 

모바일 행정시스템 요구도(대민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내

부행정업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2)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모바일 기술적용의 난이도, 3) 정보전달의 시급성 및 현장처리의 필요성, 4) 

기존 정보시스템 구축정도, 5) 국내외 타기관 적용사례 여부 등의 5개 기준을 적

용하 다.

<표 4-12>는 모바일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2>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

기준 내용 비고

모바일 시스템 

요구도:

내부행정부문

․공무원들의 모바일 시스템 도입의사와 도입

을 희망하는 업무분야
서울시 공무원 의견조사자료

모바일 시스템 

요구도:

대민서비스부문

․시민들의 모바일 기기 활용정도와 희망하는 

서비스 컨텐츠

서울시 유선인터넷의 OPEN

시스템 이용실태, 민간이동

통신서비스에서의 컨텐츠 이

용실태

모바일 

기술적용의 

난이도

․자료처리용량, 속도, 보안요건(예: 인증, 전자

결제) 등 모바일 기술적용의 난이도를 평가

․모바일 시스템의 복잡성 및 비용측면에서의 

전자정부 발전단계모형에 따른 서비스 컨텐

츠

모바일 기술현황분석, 모바

일 전자정부 발전모형 등

정보전달의 

시급성․현장성

․업무처리 또는 서비스에 있어 모바일의 강점

을 살릴 수 있는 정보전달의 시급성 및 현장

성 정도

서울시 업무분석, 모바일 기

술현황분석

기존 정보시스템 

구축정도

․서비스분야별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도 

및 모바일 시스템 적용시 난이도

서울시 업무정보시스템 및 

유선인터넷서비스

타기관 적용사례 

여부
․국내외 타기관 적용사례 및 검증 여부

국내외 모바일 시스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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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의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모바일 행정서비스 우선순위 선정기준 관련 주요발견사항 요약

기준 주요발견사항 요약

모바일 

시스템 

요구도:

내부행정

부문

․2003년 6월중 실시한 서울시(사업소, 자치구청 등 포함)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조사(70명이 응답

함) 결과,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유형으로 정보제공, 민원처리, 신

고 및 조치, 지도단속, 원격사무처리/결재, 지불결제, 현장조사, 정보수집/투표, 유지관리의 순

으로 응답하 음.

․모바일 도입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의견 중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휴대폰 등 모바일 단말

기를 통하여 각종 정보제공시 과도한 정보제공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

요성, 신속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정보의 신속

한 갱신 및 유지관리, 모바일 시스템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체계에 대한 고려, 모바일 서비

스의 법적 효력문제 등이 있음.

모바일 

시스템 

요구도:

대민서비스

부문

․서울시 유선인터넷의 온라인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발생빈도는 주택

건축, 교통, 건설, 환경, 소방방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발생빈도가 높은 대민

서비스업무에 모바일 시스템 적용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민간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전자통신연

구원에서 2002년 9월 수도권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결과, 사용빈도가 높거나 유

선인터넷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컨텐츠는 전자우편, 뉴스, 위치기반서비스 등으로 서울시 대민

서비스업무 중에서 이에 상응한 각종 정보제공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함.

모바일 

기술적용의 

난이도

․현재 유선인터넷과 비교한 무선인터넷의 강점은 휴대성, 즉시성, 개인화, 저비용, 위치인식 등

이며, 약점은 낮은 대역폭, 연결의 불안정성, 처리시간, 처리용량, 제한된 인터페이스, 낮은 보

안성 등으로 모바일 서비스 도입시 기술요건으로서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모바일 시스템 기술구현의 복잡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구분한 전자정부의 일반적 발전단계모

형(road map)은 크게 정보제공, 상호작용, 상호거래의 단계를 제시하는 바, 모바일 시스템 우선

순위 및 단계적 추진전략에 반 토록 함.

정보

전달의 

시급성․현

장성

․내부행정업무의 경우, 출장 또는 현장근무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취득 및 업무처리를 현장에서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건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지도단속, 시설물관

리 등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식을 병행한 현장행정에 적용함.

․대민서비스의 경우, 이동중인 시민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외에도 긴급구난, 

이동성이 제약된 사회계층(노인, 장애자 등)에 대한 보호, 신고/조치 등의 분야에도 적용가능성 

높음.

기존 정보

시스템 

구축정도

․서울시 모바일 행정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정보시스템들은 성격에 따라 통합운 되거나 부서별

로 또는 시․자치구청별로 개별운 되고 있으며, 정보의 공동활용의 측면이 약하고 부서별 및 

자치구별로 정보격차 심함. 

․내부행정을 위한 업무시스템의 다양한 정보자원이 인터넷에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측

면이 약함.

․모바일 시스템 구축시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위

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타기관 

적용사례 

여부

․국내외 지방정부 모바일 시스템 적용사례는 행정조직내 현장행정업무의 경우 단속(주정차단속, 

지방세 체납관리 등), 조사(물가조사, 지가조사, 수도검침 등), 시설물관리(주차장관리 등) 분야

에서 활용도 높음.

․대민서비스의 경우, 민원정보(시정소식, 민원처리결과통보 등), 교통정보(도로상황안내, 버스도

착 등), 관광정보, 방재 및 치안 등에서 활용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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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기준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주

관성이 개입되고 개략적인 방법이나마 모바일 서비스 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앞서

의 5개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서비스의 세부내역별 우선순위를 나타내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서비스 유형의 각 기준별 평가는 크

게 우선순위 높음(3점), 중간(2점), 낮음(1점)으로 점수화하여 구분하 다. <표 

4-14>는 모바일 서비스 유형별 우선순위를 요약한 것이다.

<표 4-14>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유형별 우선순위 평가

모바일 서비스 유형

모바일

시스템 

요구도

모바일 

기술적용의 

난이도

정보전달의 

시급성․현

장성

기존 

정보시스템 

구축정도

타기관 

적용사례 

여부

종합

대민

서비스

부문

정보제공 ● ● ● ● ● ●

정보수집/

투표
◐ ◐ ○ ○ ○ ○

신고 및 

조치
◐ ● ● ◐ ◐ ●

민원처리 ● ○ ○ ● ◐ ◐

지불결제 ○ ○ ○ ○ ○ ○

내부

행정

부문

현장조사 ◐ ● ● ◐ ◐ ●

지도단속 ● ● ● ◐ ◐ ●

유지관리 ○ ◐ ◐ ● ◐ ◐

원격사무

처리/결재
● ○ ◐ ◐ ○ ◐

주: ● 우선순위 높음, ◐ 우선순위 중간, ○ 우선순위 낮음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제공, 신고/조치, 

지도단속, 현장조사 등의 서비스 유형은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결제 및 

정보수집/투표 등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도

입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분야는 서울시정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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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정보제공서비스(예: 시정소식, 행사안내, 민원안내, 교통정보, 관광안내, 공

공시설 위치정보)와 현장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예: 물가조사, 지가

조사, 검침), 지도단속(예: 주정차단속, 오염원단속, 업소단속 등), 신고 및 조치(예: 

긴급구호, 사고처리) 등의 분야라 할 수 있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서

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따라서 <표 

4-15> 및 <표 4-16>은 각각 대민서비스부문과 내부행정부문에서의 우선추진대상 

서비스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추진대상 서비스들은 앞서의 서비스 유형별 우

선순위를 고려하여 기왕에 적용된 사례가 많고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안된 경우가 

많은 분야를 추출한 것이다.

<표 4-15> 모바일 대민서비스부문 우선추진대상 서비스 내역

분야 우선추진대상사업

교통

․교통정보: 교통상황(속도, 체증구간), 최단노선, 도로공사, 노상집회 등

․버스정보: 시내버스 도착/출발, 스케쥴, 노선 등(서울시 BMS에서 추진되고 있음)

․주차장정보: 공 주차장, 환승주차장 도심/주택가 주차장 안내

․기타: 차량단속/견인정보,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카풀소개,  등

환경
․대기오염정보: 대기오염 정보, 오존경보/예보 등

․공원 등 안내: 공원, 약수터, 공중변소 등 

도시계획
․부동산정보: 부동산(건물, 토지)의 위치, 소유권, 가격(과표, 공시지가 등), 이용현황, 공적제한사

항 등

건설 ․단전, 단수, 도로공사, 홍수, 검침, 요금납부 등 예보 및 안내

주택건축 ․부동산분양/미분양, 건축/재건축 안내 등 

소방방재
․긴급재난정보 및 신고: 악천후, 화재, 사고 등에 대한 예보, 안내, 신고, 구조요청, 조치 등

․날씨정보

산업경제
․취업정보: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인턴 등

․물가정보(소비자물가, 실속가격 등), 상설직거래장터,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한 정보

보건복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관리: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대상자 등을 위한 시설, 생활지원, 취업

기회, 사업(취로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등) 안내 및 통보, 긴급구조요청에 대한 조치 등

문화관광 ․문화관광정보: 문화예술행사, 문화시설, 관광지 등 안내, 조회

일반행정

및 공통

․지방세정보: 지방세 등에 대한 세무정보, 납기통보, 납부/연체조회 등

․민원정보: 각종 민원사무(증명서 발급, 등록, 신고, 인허가, 여권신청 등)와 관련한 안내, 만기통

보, 신청, 진행상황 조회, 처리결과통보,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병무 및 민방위안내: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민방위소집 등 통보 및 안내

․시정 및 구정안내 및 홍보: 공공시설 위치, 시정일정, 지역행사, 공청회, 법령 제/개정, 단순통

계 등

․시민참여마당: 시민여론조사, 찬반투표 등

․소액결제: 지방세, 수수료, 과태료 등 일부 소액 공과금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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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모바일 내부행정부문 우선추진대상 서비스 내역

분야 우선추진대상사업

교통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사항(차적, 운전자 등) 입력, 조회, 통보, 견인차량관리 등(체납차량, 무

적차량단속 등과 연계)

․공 주차관리: 노상주차장 등에서의 입차/출차관리, 주차요금 징수 등

환경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폐수배출업소, 생활공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등 오염원 조사 

및 단속

․대기오염 및 수질검사

도시계획

․공시지가조사: 현장조사, 대조, 입출력, 조회 등

․도시계획 현황조사: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도 관리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

건설

․수도검침

․공사장(도로공사 등) 및 시설물(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관리: 현장조사 입출력, 

조회, 신고에 따른 점검, 조치 등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단속

주택건축
․건축물 현황조사: 건축물관련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재건축 안전진단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등 단속

소방방재
․건물, 시설물 등 소방안전점검

․유해물질 안전관리: 이동위험물질, 특수가연물, 유해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안전관리

산업경제
․물가조사: 농수산물, 공산품 등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

보건복지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지도단속

․생활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관리 

문화관광 ․문화재시설관련 지표조사, 현황조사 등 

일반행정 

및 공통

․지방세체납관리: 체납차량 등

․출장 및 현장공무원에 의한 전자우편, 자료검색/열람 등

3.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별 유용성과 한계

서비스 유형별 모바일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

시에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유용성 및 한계에 주의하여 시행할 필

요가 있다. <표 4-17>은 모바일 서비스 유형별로 예상되는 유용성과 한계를 기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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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별 유용성과 한계

서비스 유형 유용성 한계

대민

서비스

부문

정보제공

․SMS 또는 MMS를 기반으로 한 단순안내
정보, 또는 시정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 사용자 검색에 의한 정보제공으로 가

장 빈번히 활용되는 모바일 분야

․기술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이용자의 상황에 특정화된 맞춤형 서비스

에 적합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

하여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양

에 한계

․필요이상의 정보가 양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반드시 유용한 정보

를 선별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정보수집/

투표

․여론동향파악, 시민의견수렴 등에 활용함

으로써 시민참여를 제고

․실제 활용사례는 극히 제한적

․수집되는 정보내용의 질적 수준과 신뢰성 

유지의 어려움.

․모바일 투표의 경우 인증체계 및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함

신고 및 

조치

․모바일 기술의 강점인 현장성과 즉시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각

종 사고처리, 긴급구난 등에 높은 적용가

능성

․제보내용의 신뢰성 확보하기 어려움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민원처리

․주택건축, 교통, 건설 등 민원발생이 빈번

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시민편의 

제고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방식 또는 유선인

터넷과 연계하여 민원안내, 결과통보 등 

정보제공부분에 적용

․민원신청시 수반되는 첨부자료 처리문제, 

인증체계, 수수료 지불체계 등 실제 실현

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제도적 과제들이 많아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 약함

지불결제

․소액결제를 중심으로 각종 요금, 세금, 과

태료 등의 지불분야에 적용하여 시민편

의 제고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또는 유선인터넷

과 연계하여 지불결제와 관련한 안내, 요

금조회 등 정보제공부분에 적용

․지불결제와 관련한 인증체계, 전자결제 

등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제도적 과제들이 많아 단기

적으로 실현가능성 약함.

내부

행정

부문

현장조사

․모바일 기술의 강점인 현장성과 즉시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타기관 적용사례 많음(물가조사, 지가조

사 등)

․입․출력자료처리의 양과 속도에 제한 있

음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

하여 자료의 입․출력 불편

지도단속

․모바일 기술의 강점인 현장성과 즉시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현장지

도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타기관 적용사례 많음(주정차단속, 업소

단속 등)

․입․출력자료처리의 양과 속도에 제한 있

음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

하여 자료의 입․출력 불편

유지관리
․시설물관리, 공사관리 등 현장점검분야를 

중심으로 활용가능성 높음

․입․출력자료처리의 양과 속도에 제한 있

음.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

하여 자료의 입․출력 불편

․주차장관리 등 일부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향

원격사무처

리/결재

․출장공무원, 현장근무자 등이 항상 접속

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신속

성 제고

․원격사무처리의 시급성 정도가 검증되지

않음

․인증체계, 보안체계, 무선네트워크의 안정

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휴대용 단말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

하여 자료의 입․출력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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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부추진전략

1. 단계별 추진전략

1)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기본방향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사업은 크게 대민서비스, 내부행정, 그리고 모바일 기

반구조 및 제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각각의 내용들은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간에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모바일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은 모바

일 시스템 우선순위에서 도출된 내용, 모바일 기반구조, 모바일 표준화, 관련 법․

제도적 요건, 그리고 사업평가에 따른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단계

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모바일 행정시스템 우선순위에서는 정보제공, 현장조사, 지도단속 등의 서비스 

유형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 유형에 따른 모바일 시스

템을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정보제공 서비스는 시정정보, 민원안내, 교통정보 제공 등 단순 정보제공을 우

선적으로 수행하며, 위치정보와 관련된 정보제공 서비스는 LBS 시스템 구축과 함

께 추후 추진토록 한다. 내부행정 분야에서는 물가조사, 지가조사, 검침, 주정차단

속, 오염원 단속 등 공무원들의 요구가 높고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효율

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2) 모바일 기반구조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성에서 제시된 모바일 포탈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모바일 포털의 구성요소는 모바일 게이트웨이, CP서버 및 데이터서버, 통신

서버, LBS 데이터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모바일 포탈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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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3) 모바일 표준화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축은 서비스 유형에 따른 다양한 시스템들을 단계적으

로 구축하고 통합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구조에 대한 표준화, 서버 

및 클라이언트(무선통신 단말기 등)에 대한 표준화, MIS 및 GIS 데이터에 대한 표

준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표준화 등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들 내용에 

대한 표준화는 국제표준 및 국내에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 시 적용되는 표준화

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에 적합한 표준화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4) 법․제도적 기반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 결제 등의 분야에서 법적 제도적 내

용이 불완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에 반

하도록 한다.

(5) 추진사업의 평가

효과적인 사업진행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내용, 운  및 유

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에 반 한다. 

2) 단계별 추진전략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은 기본계획 단계를 포

함하여 총 3단계로 설정하 으며, <표 4-18>은 단계별 추진전략의 내용을 요약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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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단계별 사업추진 요약

구분 1단계(2004-2005) 2단계(2005-2006) 3단계(2006-2007)

기반부문

모바일 포털 구축

 - 설계 및 표준화

 - H/W, S/W, 응용프로

그램, 기반 DB 구축 

모바일 포털 안정화 및 확충

 -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 용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확충

 -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모바일 포털 안정화 및 

확충

대민서비

스 부문

정보제공

 - 시정정보, 행사안내, 

   민원 안내, 교통정보

- 신고 및 조치, 민원처리

- LBS 시스템 시범사업

- 정보수집/투표

- 지불결제

- LBS 시스템 고도화

내부행정 

부문

시범사업

 - 현장조사

  ․통계조사, 물가조사, 

지가조사

 - 지도단속

  ․주정차단속, 오염원

단속, 업소단속

 -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관리 분야(가로

정비, 도로시설물, 

굴착점용관리 등)

- 1단계 시범사업 서울시 전

역으로 확장

- 모바일 서비스 컨텐츠 개

발

 ․현장조사: 교통량, 지하수 

이용실태, 자연환경조사, 

상하수도 검침 등

 ․지도단속: 폐수배출업소 

단속, 위법건축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위험시

설물 단속, 공중위생시설 

단속 등

 ․가로수/보호수/녹지시설, 

지하수 관리, 상수도, 하

수도 관리

지속적인 모바일 컨텐츠

의 개발 및 구축

 - 1단계, 2단계 이외에 

추가적 모바일 행정

시스템 구축

 - 원격사무처리/결재 

모바일 

표준화 

부문

- 모바일 기술동향 파악

- 국내․외 표준에 따른 

서울시 모바일 표준안 

작성

  ․기술표준: 통신, DB, 

응용프로그램 등

  ․서울시 웹환경 조사

- 모바일 기술동향 파악

- LBS 기술동향 및 표준화
- 모바일 기술동향 파악

법․제도 

개선 부문
-

- 모바일 시스템 활용에 따

른 업무 재설계

- 모바일 시스템 유지관리

- 무선통신 이용료 조정

- 모바일 시스템 활성화 

제도개선

사업추진 

평가 부문
-

1단계 사업 평가를 통하여 

본사업에 반

2단계 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측정 후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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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기반구조 구축 단계(2004-2005)

① 사업개요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구조를 구축하는 단계로 서울

시 모바일 포털에 대한 설계 및 구축, 서울시 모바일 표준화 방안 수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을 추진한다. 모바일 포탈의 구축과 더불어 정

보제공, 현장조사, 지도 단속 등의 모바일 서비스 분야 중 모바일 시스템 우선순위

가 높고 활용 및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

에게 모바일 서비스 및 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② 사업내용

◦ 서울시 모바일 포털 구축

  - 모바일 포털에 대한 설계 및 표준화 

   ․모바일 게이트웨이,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설계를 수행함.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

터베이스 등 모바일 시스템 전반에 관한 표준화를 수립함. 또한, 모바일 

행정시스템과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표준방안을 수립함.

  - 모바일 포털 시스템 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입(CP 서버, 데이터서버, 통

신서버 등)

   ․모바일 포털 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과 서버 및 클라이언

트(무선통신 단말기) 간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GIS 및 MIS 관련 데이터 구축 및 변환

   ․GIS 및 MIS 관련 데이터를 모바일 시스템에서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공간 및 속성에 대한 데이터용량, 좌표, 축척,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변환 및 수정이 필요함.        

   ․GIS 데이터의 경우는 서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patial data 

warehouse)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모바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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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구조변환을 수행함. MIS 관련 데이터 또

한 시스템 및 데이터 설계를 통하여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가공을 수행함.

◦ 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바일 행정시스템 시범사업(클라이언트 부문)

  - 정보제공 분야

   ․시정정보, 행사안내, 민원안내, 교통정보 등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시범시스템 구축

  - 현장조사 부문

   ․통계조사, 물가조사, 지가조사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모

바일 행정시스템 시범구축

  - 지도단속 부문

   ․주정차 단속, 오염원 단속, 업소단속 등 업무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모바일 

행정시스템 시범구축 및 활용

  - 시설물 유지관리 부문

   ․가로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굴착점용관리 등 도로관련 분야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 모바일 표준화

  - 모바일 기술동향을 파악

  - 국내․외 모바일 기술표준에 따른 서울시 모바일 표준안 작성

   ․기술표준 : 통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시스템 아키텍처 등

  - 서울시 웹환경 및 표준화 조사 및 분석

(2) 2단계 : 발전단계(2005-2006)

① 사업개요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서울시 모바일 기반구조 및 서비스 유형별 모바일 시범

사업에 대한 운  및 성과결과를 분석하여 본사업에 반 토록 한다. 따라서 2단계

에서는 대민서비스 부문 중 모바일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를 안정화하고, 모바일 

신고 및 조치, 민원처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내부 행정부문에서는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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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수행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 지

도단속,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컨텐츠를 확대하여 다양한 업무분야에 모바일 시스

템을 적용토록 한다.

② 사업내용

◦ 시범사업 시험운  및 성과결과를 통하여 본사업에 반 토록 함.

◦ 모바일 포털의 확장 및 응용프로그램 추가․보완

  - 서비스 유형 확대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대민서비스 부문 중 신고 및 조치, 민원처리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내부행정 부문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수행된 내용 이외에 지속적으로 컨텐

츠를 개발하여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확충

   ․모바일 행정시스템과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베이스 일치 

모듈 개발

  - 추가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서울시 전역으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모

바일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포털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처리능력 확대에 따른 모바일 포털의 시스템 용량을 확충함.

   ․LBS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내부행정 부문 모바일 행정시스템 확대(클라이언트 부문)

  - 기 구축된 현장조사, 지도 및 단속, 유지관리 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바일 

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추가개

발

  - 1단계에서 수행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이외에 다양한 모바일 컨텐츠를 

개발하여 추가적으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현장조사 부문: 교통량, 지하수 이용실태, 자연환경조사, 상․하수도 검침, 

침수지역 등

   ․지도단속 부문: 폐수배출업소 단속, 위법건축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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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시설물 단속, 공중위생시설 단속 등

   ․가로수/보호수/녹지시설, 지하수관리, 상수도, 하수도관리 등

◦ 모바일 표준화

  - 모바일 기술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기술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에 

반

  - LBS 기술동향 및 표준화 

   ◦ 법․제도적 기반 개선 및 무선통신 사용료 조정

  -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서울시 업무절차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

며, 이에 따른 서울시 조례 및 관련 법 내용을 파악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수립함.

  - 대민서비스 부문과 내부행정 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모바일 

행정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무선통신 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동통신사와의 전략적 제휴 필요

◦ LB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 정보제공 분야 중 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LBS 시스템을 구축함.

  -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범사업 운  평가

  - 1단계에서 수행된 모바일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분석

한 후, 본 사업에 반

(3) 3단계 : 안정 및 확대단계(2006-2007)

① 사업개요

2단계에서 개발된 시스템들을 안정화 시키는 단계로 모바일 서비스 컨텐츠 내

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재조정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모바일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난 정보수집/투표, 지불결제, 원격처

리/결재 등의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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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내용

◦ 모바일 포털 시스템 확장 및 응용 프로그램 추가․보안

  - 대민서비스 부문 중 정보수집/투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

용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내․외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인증처리시스템과의 연계

  - 내부행정 부문 중 원격사무처리/결재 처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 LBS 시스템의 고도화

◦ 내부행정 부문 모바일 행정시스템 확대(클라이언트 부문)

  - 정보수집/투표, 지불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원격사무처리/결재 서비스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기 구축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수행

2. 소요비용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수요 및 구축비용은 모바일 포탈시스템 구축과 각 

업무 분야에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

발의 수요를 파악하여 비용을 산정하 다.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총 구축비용

은 43.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4-19 참조). 이 중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구축비용은 서울시청의 구축비용만 산정하 다. 또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

현은 유․무선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을 고려하여 수요를 파악하 으며, 무선네트워

크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산정되는 통신비는 제외하 다.

<표 4-19>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비용

구분 예산(단위 : 천원) 비고

하드웨어 구축비용 988,300 자치구청 구축비용 제외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306,572 자치구청 구축비용 제외

프로그램 개발비용 2,530,454

데이터베이스 변환비용 484,118

총계 4,30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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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웨어 수요 및 구축비용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수요는 크게 대민서비스 부문

과 내부행정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민서비스 부문에서는 모바일 포탈

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비

용은 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바일 포탈시스템과 내부행정 부문에 대한 하

드웨어 수요 및 구축비용만을 산정하 으며, 이는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모바일 GIS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한 구축비용과 서울시 시스템 

구축현황을 고려하여 서울시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필요한 전체 하드웨어 

수요를 파악하 다.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기반구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바일 포탈에서 필요한 하

드웨어 수요가 반 되었으며, 내부행정 부문에서는 각 업무분야에서 모바일 시스

템을 운 할 경우 필요한 PDA, GPS, 업무용 PC 등의 수요를 고려하 다. 

모바일 포탈에서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은 CP서버, 통신서버, DB서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외에 게이트웨이의 역할이 커지는 경우 별도의 서버를 구축

할 수 있다. 업무분야에서는 모바일 업무용 PC, PDA, GPS 장비로 구분된다. 

<표 4-20> 서울시청 하드웨어 예상수요

모바일 적용분야
모바일 DB 

서버

모바일 

업무용 PC
PDA GPS

서울시 모바일 포털 4 1 8 8

교통관리 분야 4 6 6

환경관리 분야 9 18 18

도시계획관리 분야 4 12 12

건설관리 분야 13 73 73

건축/주택관리 분야 4 8 8

소방방재관리 분야 2 12 12

보건복지관리 분야 4 4 4

산업경제관리 분야 4 4 4

문화관광관리 분야 4 4 4

일반행정관리 분야 6 10 10

계 3 55 15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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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은 서울시청에서 예상되는 하드웨어 예상수요를 나타낸 것으로 모바

일 포탈에는 CP서버, 통신서버, DB서버를 설치하게 되며, 모바일 업무용 PC, 

PDA, GPS 장비 수요는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장비의 수를 파악한 것으로 일반적

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를 근거로 산정하 다.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구축비용은 서울시청에서 소요되는 모

바일 관련 분야별 수요와 하드웨어 단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 <표 4-21>에서는 

모바일 포탈을 구성하기 위한 서버내용에 따른 단가와 각각의 업무분야에서 모바

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입비에 대한 것을 산정하 다. 서울시 모바

일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전체 하드웨어 구축비는 약 10억이 예상되며, 모

바일 포탈을 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비비용은 약 3.5억원, 업무분야별 하드웨어 

구축비는 약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1> 하드웨어 단가 및 구축비용(단위: 천원)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모바일 

포털

DB 서버 1 157,000 157,000 

게이트웨이 

서버
1 60,000 60,000 

통신 및 

LBS 서버
1 30,000 30,000 

CP 서버 1 100,000 100,000 

업무용 PC 49 5,300 259,700

PDA 159 1,400 222,600
256MB

확장팩

GPS 159 1,000 159,000

총계 988,300

2) 소프트웨어 수요 및 구축비용

소프트웨어 수요는 모바일 GIS 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 구성에 

근거를 하며, 모바일 포탈 구축 시 필요한 DBMS와 모바일 공간 DB엔진 그리고 

PDA에 필요한 응용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모바일 GIS 시스템 구현은 

무선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형을 파악하 으나,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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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표 4-22>는 서울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수요를 나타낸 것으로 업무

분야별로 구분을 하 다. 모바일 포탈에는 GIS 및 MIS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DBMS와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모바일 공간 DB엔진이 필요하며, 

PDA를 이용하여 모바일 적용 분야별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소

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모바일 포탈 운 에 필요한 통신서버, CP 서버,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다.   

<표 4-22> 서울시청 소프트웨어 예상수요

모바일 적용분야 DBMS
모바일 공간 DB 

엔진

응용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울시 모바일 포털 1 1 8

교통관리 분야 6

환경관리 분야 18

도시계획관리 분야 12

건설관리 분야 73

건축/주택관리 분야 8

소방방재관리 분야 12

보건복지관리 분야 4

산업경제관리 분야 4

문화관광관리 분야 4

일반행정관리 분야 10

계 159

모바일 GI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단가 및 구축비용은 <표 4-23>과 

같으며, 서울시 모바일 게이트웨이와 모바일 GIS 시스템 적용분야에 대한 구축비

용을 모두 포함하여 약 3.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 

수요는 서버프로그램을 위한 DBMS, 공간엔진, 응용 모바일 프로그램의 단가에 의

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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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응용프로그램 개발단가 및 구축비용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모바일

포탈

시스템 

개발

인건비

고급

기술자
인*월 6.0 3,506,950 21,041,700 

중급

기술자
인*월 18.0 2,764,700 49,764,600 

초급

기술자
인*월 18.0 2,050,075 36,901,350 

소계 107,707,650 

제 

경비
96,936,885 

인건비×

90%

<표 4-23> 소프트웨어 구입단가

구분 수량 단가(단위: 천원) 금액(단위: 천원)

서버프로그램

(DBMS)
1 107,572 107,572

공간엔진 1 40,400 40,000

응용 모바일 

프로그램
159 1,000 159,000

총계 306,572

3) 응용프로그램 개발 수요 및 구축비용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산정은 모바일 포탈을 운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민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각

각의 업무분야에서 모바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발비를 산정하 다(표 4-24).

산출방법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업무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

발, 정리 및 납품단위로 인력비를 고려하 으며, 총 개발비는 제 경비, 기술료, 부

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 다. 

구분은 모바일포탈 시스템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대민서비스 부문은 서비스 유

형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발, 내부행정서비스 부문은 각각의 업무구분에 따른 개

발비를 각각 산정하 다.

기술단가는 2003년 소프트웨어사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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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모바일

포탈

시스템 

개발

기술료 40,928,907 
(인건비+제

경비)×20%

부가세 24,557,344 

(인건비+제

경비+기술

료)×10%

소계 270,130,786 

대민

서비스 

부문

개발

인건비

고급

기술자
인*월 42 3,506,950 147,291,900

중급

기술자
인*월 42 2,764,700 116,117,400

초급

기술자
인*월 42 2,050,075 86,103,150

소계 349,512,450

제 

경비
314,561,205

인건비×

90%

기술료 132,814,731
(인건비+제

경비)×20%

부가세 79,688,839

(인건비+제

경비+기술

료)×10%

소계 876,577,225

내부

행정

부문

개발

인건비

고급

기술자
인*월 42 3,506,950 147,291,900

중급

기술자
인*월 84 2,764,700 232,234,800

초급

기술자
인*월 84 2,050,075 172,206,300

소계 551,733,000

제 

경비
496,559,700

인건비×90

%

기술료 209,658,540
(인건비+제

경비)×20%

부가세 125,795,124

(인건비+제

경비+기술

료)×10%

소계
1,383,746,36

4

(<표 4-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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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은 대민서비스 부문과 내부행정 부문에 따라 각각 산정

될 필요가 있다. 대민서비스부문의 경우 주로 MIS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데이터 구축 및 변환비용은 GIS 데이터 비하여 적은 비용이 산정된다.

GIS 데이터의 경우 좌표체계 변환비용과 모바일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

터 구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정 측량법(2002. 6. 29)에서 세계측지

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PS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때의 좌표체계는 WGS84 체계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시 공간데이터간 좌표체계 변환 및 구축이 

필요하게 되며, 공간데이터 좌표간의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 편집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정 한 위치정확도를 요구하는 지하시설물의 상하수도 시설물관리와 도

로시설물 관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1:1,000 이상의 대축척 지도를 변환하

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1:1000 이상의 대축척에서 공

간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공간데이터를 처음부터 WGS84 체계로 재구축할 필요

가 있다. 

이 외에 기존 단위업무시스템에서 구축되어 있는 공간데이터를 모바일 행정시

스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와 속성 데이터가 모바일 시스템에서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구조변화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간데이

터와 속성데이터의 변환과정 및 연계 테이블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

스 구축비용은 데이터 변환비용과 편집비용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각 단위업무 시스템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모바일 시스템

으로 변환하는 비용만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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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서울시 모바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             (단위: 천원)

품명 데이터베이스 변환 내용 산출근거 예산

지상시설물 

데이터 

변환비용

도로, 도로시설물, 도시계획, 

지적, 지형지번, 건물, 하천 등 

지형지물

면적 : 560㎢

인건비 : 

258,404원/㎢

144,706

지하시설물 

데이터 

변환비용

상수도, 상수도시설물, 

하수도, 하수도시설물 등

면적 : 560㎢

인건비 : 

258,404원/㎢

144,706

교통, 환경, 

안전 등
교통시설물, 환경관련 자료

면적 : 560㎢

인건비 : 

258,404원/㎢

144,706

대민서비스 

부문

MIS 관련 자료 속성변환 및 

구축
50,000

총계 484,118

3. 추진체계

서울시 모바일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 을 위하여 <표 4-26>과 같은 

추진조직체계를 제안한다.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전자정부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는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각 업무부서, 시민, 전문가 등

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전자정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도시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운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 모바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화에 대한 시장 및 의사결정권자들의 강력한 의

지와 리더쉽(의사결정권자들이 모바일 시스템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

- 정보화 총괄부서에 대한 강력한 권한부여 및 직원들에 대해 일정기간이상 보

직유지

- 총괄부서와 관리부서(각 업무부서, 자치구청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 모바일 구축사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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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조직 구성 역할

총괄부서 정보화기획단

․시청 및 자치구청의 다양한 행정업무분야

에서의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총

괄 및 조정

․모바일 시스템관련 계획 및 예산의 수립, 

조정, 시행

․모바일 시스템관련 활성화시책, 타당성검

토, 기술 및 행정지원 등

관리부서
시청 각 실무부서, 자치구청 

등

․소관별 모바일 시스템 계획수립 및 실행

․소관별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운

․소관별 모바일 컨텐츠 관리, 보안관리 등

추진

협의회

정보화기획단, 각 업무부서 및 

자치구 등 관리부서의 모바일 

시스템 담당자, 전문가 등

․모바일 시스템 관련 계획, 사업, 장비도입 

등 각종 심의 및 의결

사업별 

실무

협의회

사업별 담당실무자 등 
․추진협의회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필요

시 산하에 모바일 시스템 사업별로 구성

기술자문위

원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학계, 업

계 등의 관계 전문가
․모바일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기술자문

- 사업방향과 아이디어는 각 업무부서 실무자 및 시민들로부터 주로 수집하며,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 유지(제안제도 등 다양한 인센

티브 도입)

- 일단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더라도 끈기있게 실천

- 모바일 컨텐츠의 관리운 은 해당 관리부서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4. 제도적 기반 개선

모바일행정시스템에 의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업무프로세스, 개인정보보호, 인증 및 전자거래체계, 표준화 등 이를 뒷받침하

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초기부터 정비되어야 한다. 유선인터넷에 의한 전자정

부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법규 및 제도가 정비되어가는 추세이나, 무선인터

넷에 의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정비방향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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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정비, 모바일 기술의 표준화, 인증 및 전자결제,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

른 비용부담관계,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업무체계의 정비

행정업무에 이동성과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기반의 업무프로세스 또는 유선인터넷기반의 업

무프로세스와 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업무분장체계가 명실상부하게 모바일환경에 

맞게 개편되어야 그 효용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시정업무에 수반되는 각

종 데이터, 서류 및 양식의 표준화,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그리고 새로운 업무프

로세스의 조직구조에의 반 은 모바일 시스템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림 4-13>은 모바일 시스템이 비교적 활발히 적용되는 주정차단

속업무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13> 주정차단속에서의 모바일 시스템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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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정차단속업무에서 모바일 시스템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 차량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통지 등을 위한 SMS 또는 MMS형태

의 메시징 기능

- 차량소유자가 모바일 단말기로 차량소재, 과태료 부과내역 등에 대한 정보조

회기능

- 과태료 등을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기능

주정차단속업무는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 기존 오프라인방식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모바일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정차단속업무

의 전 과정이 모바일 시스템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하여 다

음의 법규개정이 필요하다.

-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및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 개정이 필요한 사항: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등의 납부고지방법, 고지서 서식, 

납부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방법에 더하여 모바일 통지 및 납부가 법적 구속

력을 갖도록 해당 조항들을 개정함.

모바일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체계의 정비는 이상적으로는 

도입초기부터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에 대한 수용태세(저항

감, 인식부족 등) 및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제

도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거나 덜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토록 하고, 모바일시스템에 대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용범

위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모바일기술의 표준화

현단계에서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표준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각 시스템과 서비스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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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나름대로의 표준정립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모바일 시

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표준화는 데이터, 업무프로세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 중 무선통신망, 단말기, 플랫폼, 컨텐츠, 솔루션 등 핵심기술 분야의 

표준화 동향은 모바일사업이 표준화가 제정되기 전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사업방

향과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보다 구체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준화와 관련한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기본방향은 국

내 및 국제적인 표준화 동향과 부합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표준이 관련되는 분야

에서 반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모바일 시스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기술환경 요소

를 살펴보면,

- 2001년 7월부터 국내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플랫폼 표준화를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무선인터넷 플랫폼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를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는데, 채택될 경우,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사별로 상이한 프로토콜과 

언어를 지원해야 하는데 따른 비용요인이 줄어들게 된다.

- 모바일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수의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망이 

완전히 개방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 이러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방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는 독립적인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컨텐츠,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향후 통신망은 유선망과 무선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무선이 통합

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며, 이러한 통합환경에서 사용자가 엑세스망에 제

약받지 않고 단일의 번호와 단말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엑세스망간 효율적인 연동 및 운용기술이 요구된다.

3) 모바일 인증 및 결제

모바일 통신환경에서 전자문서나 데이터 형태로 정보가 송수신될 때,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송되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해 

주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을 구성하는 지원시스템, 시설, 제도 등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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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반구조(PKI)라 하고 인증서비스가 주요 구성요소가 됨. 인증서비스는 통신환

경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송수신 내용이 처음 전달할 

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용자에게 전자인증서를 발

급하고, 사용자는 이 전자인증서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 다가 전자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을 발효하여 인증서비스

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다. 또한 2002년 하반기부터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공인인증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연하여 

이동단말기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갖추고 있다.

2003년 하반기에는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약칭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제정할 예정인데, 이 법률이 발효되면 현행 행정문서를 전

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원서류 등 행정서류가 전자

문서로 송수신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보증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확인절차를 지원해 주는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앞으로 세금고지서, 과태료 통지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받아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모바일 전자결제가 가능한 상호거래 단

계의 도시행정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고도화된 모바일 도시행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발굴하여 종이 형태

로 신고, 제출, 비치, 공시, 보존되는 행정문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모바일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모바일 전자결제를 통한 대금 납부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인증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 자체의 내부 인증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여타 공인인증기관과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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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수행할 G2C, G2B 형태의 전자상거래 체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

여 일반시민과 민간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4) 무선통신망 이용에 따른 비용관계

현행 이동통신환경하에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이동통

신사업자에 의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관계는 시민과 통신사

업자와의 관계와 서울시와 통신사업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민들이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 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통신료에 더하여 컨텐츠 

제공자인 서울시에 대해 컨텐츠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예: 오프라인방식, 유선인터넷)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행정서비스에서 서울시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컨텐츠 제공자가 된

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시민과 기업의 활동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공공정보를 포함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성에 중요한 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예컨대, 시민들에게 유용한 컨텐츠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됨

으로 인하여 접속이 보다 빈번해지고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통신료 수입이 증가함) 

협상과정에서 공공성에 기반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모바일기술은 보다 개인화되고 위치인식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이러한 모바일기술의 강점을 마켓팅 분야에 활용

하여 소위 모바일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개념을 만들어 내

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대민서비스분야에 CRM체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특성

과 상황에 기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편의, 공공안전, 그리고 대응

성 있는 시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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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개개인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시민들 각자의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이용가능여부가 필수적인 반

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도 있

다. 기본방향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기

본이 되는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표 4-27>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위치정보업자'(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함)는 위치정보의 수집을 위

해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을 고지, 동의를 얻어야 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치정보에 관한 분쟁시 통신위원회 등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위치정보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기술적, 관리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위치정보업자는 개인위치정보에 접근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경우, 접

근 또는 제공사실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기

술적 조치를 강구

 - 정통부장관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

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 및 기록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공공목적으로 

위치정보 이용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과 위험경보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공공구조기관의 요건: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에 가입, 위치정보 이용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

 - 위치정보업자가 공공구조기관 등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

치정보주체가 119, 112 등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로 긴급구조를 요청

하는 경우로 한정

 - 위치정보업자가 공공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남용이 

없도록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를 제공받거나, 위험을 경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통부장관은 공공목적으로 위치정보이용이 가능한 장치의 부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치정보업자 및 휴대단말제조업체에게 이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

․정통부장관은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위치정보업자 또는 

관련 제품의 제조업체에 권고할 수 있음

․정통부장관은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위치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자료: 정보통신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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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며, 상위 법률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호에관한법률」과 LBS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추진중인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

에관한법률」(2003년중 입법예정)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안정된 기술기반을 마련하는데 더하여, 개인 및 위

치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상위법률을 준수하고, 서울시의 모바일 적용 업

무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또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교육 및 홍보

공무원의 현장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바일 시스템의 도입이 보

다 큰 업무생산성과 시민편의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도입초창기에는 이에 대한 인

식부족, 저항감 등으로 인하여 활용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앞서 언급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 및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무원과 시민

들에게 모바일시스템에 대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

다. 공무원 및 시민을 상대로 모바일 시스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예: 팜

플렛), 교육(예: 교육 및 업무처리지침서 배포), 행사(예: 민간의 관련기업과 공동으

로 모바일 시스템 또는 서울시 전자정부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개최), 

인센티브(예: 제안제도 및 포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한다.

5. 기대효과

정보화사업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효과가 해당 시스템

의 구축과 관리운 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회하여야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다.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도입은 현장행정업무의 생산성 증대, 시민편의의 제고, 
지역경제활동의 지원 등 서울시, 시민, 그리고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바일시스템은 분야별로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편익의 항목과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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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모바일 행정시스템 기대효과의 주요항목

구분 세분 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간단축

․업무처리시간의 단축

․업무처리속도의 향상

․이중작업 방지

비용절감
․예산절감

․인력절감

세수증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증대

정보의 양과 질 향상
․정보의 정확도 향상

․정보의 소통증대 및 다양화

업무 및 조직혁신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대민서비스 

향상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

․서비스 대기시간 단축

․관공서 방문회수 감소

․민원발생 예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

․주민만족도 향상

․서비스 접근수단의 다양화

․서비스 접근시간대의 확장

시민보호 및 복지
․방재, 긴급구난 등 시민안전과 보호

․노인, 장애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전자민주주의 확립

․주민참여 증대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

․시정부의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지역경제 지원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간접적인 편익을 측정하고 비용과 비교하는 종합적이고도 정량적(quantitative) 효
과분석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도입으로 기대
되는 효과를 내부행정부문과 대민서비스부문으로 크게 구분하여 일반적이고도 정

성적(qualitative) 수준에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으
로 기대되는 효과를 항목별로 요약하면 <표 4-28>와 같다.

1) 내부행정부문

모바일 시스템의 특징은 이동중인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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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강남구 모바일 노상주차관리 시범사업의 효과 예시

구분 주요내용

운 기간 ․2001년 9월 - 2001년 12월 (3개월)

운 현황

․운 장소: 공 노상주차장 12개소

․PDA 운 대수: 25대

․소요비용: 30,620천원 (대당 1,225천원)

․운 상의 특징:

  -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PDA 지급 (휴대용 프린터 발급)

  - 현장과 도시관리공단간 무선통신 및 프로그램 동기화

  - 사전교육 및 시행초기에 순회업무지도

긍정적 효과

․주차요금 징수실적 증가(9개소 299면, 3개월간)

  - PDA수납(2001년): 257,038천원

  - 수기수납(2000년): 231,793천원

  - 증가액: 25,245천원(약 11% 증가율)

․주차요금징수 처리속도 단축

  - 건당 45초에서 15초

․주차요금의 산정액의 정확도 향상

․업무처리과정의 투명도 및 신뢰도 향상

  - 주차관리원의 임의할인 및 부조리 사전예방

  - 수기발급으로 야기되던 민원발생(주차요금산정의 정확성, 출차처리 

재촉 등) 예방

․기타

  - 교통흐름의 원활화,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기여 등

부정적 효과

․도주차량 증가(9개소 299면, 3개월간)

  - PDA방식(2001년): 295대

  - 수기방식(2000년): 152대

․PDA방식에 따른 민원발생(부족 주차요금 감면요구, 주차요금 과부담 항

의 등) 증가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부자료, 2002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행정업무에서 이러한 이동성과 즉시성의 특징으
로부터 당장 기대되는 효과는 시간단축과 업무처리속도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현장과 사무실에서 이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이 현장에서 즉시적이고 직접 처리됨에 따라 인력, 경비 등이 절감될 것이다. 또
한 현장업무를 위한 많은 모바일 행정시스템들이 체납차량단속, 주정차단속, 검침 
등 지방세수와 관련되는 업무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학화된 시
스템은 지방세수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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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행정시스템은 기존의 유선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한다. 정보통신을 위한 매체의 다양화는 조직내 의사소통을 확대
할 것이며, 협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모
바일 행정시스템의 도입으로 그에 상응한 새로운 업무처리과정과 조직구조가 형

성됨에 따라 조직혁신에도 기여할 것이다.
<표 4-29>는 현장행정업무에서의 모바일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예시로서 서

울시 강남구의 PDA를 이용한 노상주차관리 시범사업의 운 현황 및 효과를 요약

하고 있다.

2) 대민서비스부문

대민서비스부문에의 모바일 시스템의 도입은 과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던 서비스들이 이동중에도 즉시 제공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

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선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특히, 모바일 시스템이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소방방재, 긴급구난, 치안 등

에 도입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동
성(mobility)에 제약이 있는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 등이 비교적 저렴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적인 이동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복지행정의 구현에

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모바일 대민행정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은 시정에의 주민참

여를 확대할 것이며, 과학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시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
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시정정보, 생활정보, 관광정보 등 지역홍보와 지역마
케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추진과제

제Ⅴ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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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급속히 발전하는 무선정보통신기술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이용인구를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사

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실제 일부 업무분야에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운  4개년 계획」에서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GIS 

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바일 기술 적용사례들은 복잡다기한 행정업

무 및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분야

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모바일 행정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

체적인 통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복투자의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모바일 시스템

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현장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

비스 분야, 시스템 구성, 사업추진전략 등을 제시하 으며,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은 크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에 대한 편

의도모라는 두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며, 도입될 서비스분야와 구축될 시스템구성

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행정조직내 현장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과 기술적 여건에 따라서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방식을 적절히 결합하되,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모바일방식 

위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확대토록 

함.

- 시민들이 이용자가 되는 대민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하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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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적극 도입함.

- 도입될 모바일 서비스 분야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모바일 기술의 

장단점, 시민 및 공무원의 요구도, 기구축된 정보자원의 활용가능성 등 다양

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제고함.

- 모바일 시스템은 접근수단의 다변화 및 유․무선 통합환경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선과 무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대민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서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로 구성함.

- 모바일 시스템 구축시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의 비용절감, 시스템 운 상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업무체계의 정비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2.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유형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자치구청과 사업본부․사업소 등의 수많은 업무에 대하

여 모바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가능한 업무를 추출함에 있어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될 서비스 분야, 업무프로세스상의 특징, 

모바일 기술적용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9개 업무분야, 10개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 다. 9개 업무분야는 서울시 조직체계와 모바일 서비스 예상물량을 고려하

여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설, 주택건축, 소방방재, 산업경제, 문화관광, 일반행정

으로 구분된다. 10개 모바일 서비스유형은 주로 현장행정업무에서 현장공무원에 

의해 모바일 시스템이 활용되는 내부행정부문과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모

바일 형태로 제공받는 대민서비스부문으로 구분된다.

- 대민서비스부문의 업무유형: 정보제공(각종 안내, 고지, 조회/결과제공,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 및 투표(주민의견, 여론조사, 투표 등), 신고 및 처리(주민

신고 및 제보에 의한 현장조치), 민원처리(각종 증명, 등록, 인허가 등 본인인

증 등이 필요한 서비스), 지불결제(납세, 수수료 등 본인확인과 전자결제가 



- 151 -

수반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서비스 내역이 도출됨.

- 내부행정부문의 업무유형: 현장조사(각종 계획, 도면, 대장, 통계 등과 관련한 

조사), 유지관리(시설물, 공공사업 등과 관련한 유지관리), 지도단속(현장점검, 

위법행위의 단속 등), 원격결재 및 사무처리(출장중인 직원에 의한 원격접속, 

결재, 사무처리 등)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업무내역이 도출됨.

3.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조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으로서의 모바일 포탈은 기존 행정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 유형에 대한 단계적 

구현, 다양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바

일 포탈의 구성요소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게이트웨이: 각각의 이동통신사 환경으로 자료 변환

- 데이터서버: MIS 및 GIS 데이터를 저장 관리

- CP서버: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웹서버 기능  

- 통신서버: 위치기반서비스 시스템 및 이동통신사와의 연계 구현

- 응용프로그램: 모바일포탈 운  프로그램과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4.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 우선순위

서울시에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어떤 서비스분야에서 우선적으

로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바일 행정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 요구도(공무원 및 시민), 기술적용의 난이도, 정보전달의 시급성․현장성, 

기존 (유선)정보시스템의 구축정도, 타기관 적용사례여부 등을 서비스 유형별 우선

순위를 정하 다. 서비스 유형별 우선순위는 대체로 정보제공, 현장조사, 지도단속 

등의 서비스 유형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결제 및 원격사무처리․

결재 등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도입시 우선

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분야는 서울시정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제공서비스(예: 시정소식, 행사안내, 민원안내, 교통정보, 관광안내,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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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등)와 현장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예: 물가조사, 지가조사, 

검침 등), 지도단속(예: 주정차단속, 오염원단속, 업소단속 등) 등의 업무라 할 수 

있다. 

5. 단계별 추진전략

서울시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은 우선순위분석에 확인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되, 크게 대민서비스, 내부행정, 그리고 모바일 기술기

반구조 및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그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전략을 구성하 다. 각 단계별 추진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기반구조 구축 단계(2004-2005)

-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구조를 구축하는 단계로 서

울시 모바일포탈에 대한 설계 및 구축, 모바일 표준화 방안,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도입에 관한 내용을 추진함.

- 서울시 모바일포탈 구축과 더불어 정보제공, 현장조사, 지도단속 등의 모바일 

서비스 분야 중 모바일 시스템 우선순위가 높고 활용 및 효율성이 높은 분야

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모바일 서비스 및 업무에 활

용토록 함.

2) 2단계: 발전단계(2005-2006)

-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서울시 모바일 기반구조 및 서비스 유형별 모바일 시

범사업에 대한 운  및 성과결과를 분석하여 본사업에 반 토록 함.

- 따라서 2단계에서는 대민서비스부문 중 모바일 정보제공 서비스분야를 안정

화하고, 모바일 신고/조치, 민원처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함.

- 내부행정부문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수행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 지도단속, 유지관리 분야로 컨텐츠를 확대하여 

다양한 업무분야에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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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안정 및 확대단계(2006-2007)

- 2단계에서 개발된 시스템들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모바일 서비스 컨텐츠 내

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 및 조직 재조정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

- 또한 모바일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난 정보수집/투표, 지불결제, 원격처리/결

재 등의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도록 함.

6.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추진체계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 을 위한 조직체계는 다음

과 같다.

- 총괄부서(정보화기획단): 시청 및 자치구청의 다양한 행정업무분야에서의 모

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 관리부서(각 업무부서, 자치구청 등): 소관별 모바일 시스템 관리운  

- 추진협의회(정보화기획단, 업무부서, 자치구청 등): 모바일 시스템 관련 계획, 

사업, 장비도입 등 각종 심의 및 의결

- 사업별 실무협의회(사업별 실무자): 추진협의회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필요

시 산하에 개별 모바일 시스템 사업별로 구성

- 기술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모바일 시스템의 각종 기술자문

7. 법․제도 개선

모바일행정시스템에 의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

련되는 업무프로세스,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인증 및 전자거래체계, 표준화 등 이

를 뒷받침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행

정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사항으로 업무체계의 정비, 모바일 기술의 표

준화, 인증 및 전자결제,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관계,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교육 및 홍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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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추진과제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의 구체적 실현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향후 

추진하거나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포탈의 조속한 구축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어진 여건으

로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활용될 것

이고 또한 계속 확대될 것이다. 부서별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시스템 및 데이터 중복구축, 비호환성 등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

요가 있는 바, 일차적인 사업은 각종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담을 단일창구로서 모

바일 포탈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포탈에서 서비스될 컨텐츠는 

우선 시범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

굴하고 확충하면 된다.

2. 모바일 기술표준 정립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은 현재에도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로서 관련 기술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향후 각 시스템과 서

비스간의 호환성이나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효율적인 모바일시스

템 구축과 중복투자방지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반기술(무선통신망, 단말기, 플랫폼, 

컨텐츠, 솔루션 등)과 서울시 각종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 자원, 데이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 및 정비방안이 시급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3. 모바일 행정시스템 추진체계 구축

모바일 시스템 구축이 부서에 따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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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총괄부서가 되어 각 업무부서, 

구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한다.

4. 업무 및 제도의 정비

모바일 시스템이 적용될 업무분야는 당장은 현행 업무체계의 틀 내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수단으로 도

입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또는 유선네트워크에 기반한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체계가 명실상부하게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정비되고, 또한 법적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각 업무별로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조직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법․제도적 요건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모바일 행정시스템이 그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개인화되고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라 할 수 있겠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움직임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에

서 모바일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과 운 을 위하여 이용자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

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교육과 홍보

구축된 모바일 행정시스템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컨텐츠

도 중요하지만 시민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모바

일 행정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및 책자발간, 전자정부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제

안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컨텐츠 발굴,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참

여유도 등 다양한 방안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직접 관련되는 

컨텐츠를 초기 시범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156 -

6. 서울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서울시 초고속 광통신 기간망인 ‘e-Seoul Net'의 고도활용방안으로서 모바일 행

정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고비용의 정보통신선로 

임차료에 대처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노선을 

활용한 자가망인 ’e-Seoul Net'을 구축하 다. 본 통신망 활용증대의 일환으로 무

선통신망과 연계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 비즈니스 집지역, 전철역세권, 문화관광

시설, 공원 등 주요 활동거점(activity centers)에 무선통신환경을 구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7. 차세대 유․무선 통합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향후 통신망은 유선망과 무선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통합되어 사

용자가 엑세스망에 제약받지 않고 단일의 번호와 단말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정보매체뿐만 아니라 도시의 

각종 시설물을 비롯한 사물에도 컴퓨터칩이 내장되어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소

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고도기술환경에 대처하여 네트워

크간의 효율적인 연동․운용기술 등 구체적인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기

술환경에 걸맞는 서울시 전자정부 장기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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