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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TV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녹화 된 영상정보는 범죄의 증거물로서도 상당한 법적 효력을 지닌

다. 그러나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하여 고소/고발 등의 행정 처리 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처리 절

차 상 나타나는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업무처리 상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기존 전

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영상자료 통합포

털 구축 모델에 적용 하여 발생 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model of CCTV Image Information Integration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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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CTV would be the effective way in the prevention of abuse, as well as recorded image information evidence of

the crime as a significant legal effect. But recorded image information As evidence by utilizing the Complaint / com

plaint handling, and administrative business processes that are currently operating offline procedural complexity and

unnecessary time appear costly, privacy remains an issue to be solved, etc. Runoff.

In this paper, incidence rate of offline business processing phase to solve the problems proposed to build unified p

ortal for CCTV image information and the existing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civil service system, pre

vious studies by analyzing e-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ivacy laws, CCTV image information portal

deployment model is applied to data integration occurs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effectively.

Key words : (CCTV; E-Government Law; e-Complaints System; On-line Complaints)

접수일(2012년 0월 0일), 수정일(1차: 2012년 0월 0일,

2차: 2012년 0월 0일), 게재확정일(2012년 0월 0일)

* 경기대학교 산업보안학과

**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44 정보․보안 논문지 제12권 제2호(2012. 05)

Ⅰ. 서 론

국내 IT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비한 초고속 인터

넷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회 안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CCT

V 시스템 설치 및 운용이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1].

또한 발달 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행정 분야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전자 민원 서비스의 인지

도 및 활용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 민원 서비스 시

스템 운영은 물론 적극적인 CCTV의 설치 운용으로

범죄의 예방과 녹화 된 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하

여 상당한 사건 해결의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 하여 고소

/고발 등의 행정처리 업무는 현재 오프라인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인한 업무처리의 복잡성과 불필

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은 해결

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업무처리 절차 상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

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전자

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영상자료 통

합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 하여 발생 된 문제점을 효

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1 전자민원

전자민원이란 비방문민원의 일종으로 “가정이나 사

무실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

에 질의․건의 등을 직접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2장 제1절 제9조 에서는 비방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2],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사

이버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분석

구성회(2008)는 행정기관의 복잡한 업무시스템에 P

aperless 도입을 통한 전자적 민원업무처리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종이문서를 사용할 때 발생

하는 문제점과 Paperless를 도입하여 문서를 전자화

하고 문서유통, 전자출판, 전자심의 등의 민원업무처

리 개선방법과 구축 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3].

임광현(2006)은 현재 전자정부의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민원들로 하여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적

극 이용하고 주변 동료나 타인들에게 이를 적극적으

로 권유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전자민원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기관

소유 정보 연계 강화, 둘째, 전자민원서비스 내용의

유용성 증대, 셋째,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및 처리 시

용이성 증대, 넷째, 개인정보보안 관리 철저의 방안을

제시 하여 전자민원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

복하고 현재보다 더 높은 서비스 이용률을 가져오도

록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4].

민기영(2006)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효과분석이 아니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향후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은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

인 정부 각 부처의 내부업무와 대외서비스가 통합 연

계되어 부처의 업무영역에 제한 없이 서비스 흐름별

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국민들은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RightInformation),원하는 시간에(Right

Time),원하는 사람에게(RightPerson)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

정진우(2006)은 우리나라가 전자민주주의 에 있어

최종 발전단계인 정책결정형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전략들을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고객중심의 U-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유

효한 수단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채널의

제공, 둘째, 다양한 정보제공과 토론, 온라인 투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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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CTV영상자료 열람 요구 절차[8]

편의

성

온라인 민원 시스템 부재로 오프라인에

서 업무처리 :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신청

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시간낭비

개인

정보

유출

관제실 운영 환경에 따른 개인프라이버

시(초상권) 유출 : 책임 담당자 부재와 열

람 요청 자료 제공 시 해당 범위 부분 축

출하여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제

3자의 프라이버시 유출

<표 1> CCTV영상자료 열람 시 발생 문제점

과의 공개 및 정책적 조치 사항에 대한 SMS 서비스

제공 등으로 온라인 참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는 등의 온라인 참여 문화형성을 촉진, 셋째, 주민참

여의 유용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유 무선 인터넷

채널과 전화 창구를 통합한 ‘콜 센터’제공이다. 결론적

으로, 우리나라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다원적 주체

의 참여가 활발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적 교류가 활

성화되어 더 좋은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모

형의 전자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사결정과

정과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개인이 적극적 시민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

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마련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하였다[6].

이우용(2005)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완성을 위

해서는 행정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완전 전자화하고

환경에 능동 대응하는 시 군 구 정보자원관리 체계를

지원하며 주민과 공무원이 주역이 되는 지식복지 시

설사회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프

로세스 개선방법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

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P

aperless를 이용한 문서의 전자화, 업무 처리의 전산

화 등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점을 분석해 CCTV 영상

정보 통합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하여 그동안 민원처

리 시 발생하였던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소모와 복

잡성, 관련 민간/공공부문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

여 민원인과 담당자가 만족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2.3. CCTV 영상자료 열람 시 발생하는 문제점

현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8]에서 규정한

공공 민간부문에서 CCTV영상자료를 열람 요구 할

경우 절차를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ㄱ. 열람청구(직접 방문)

ㄴ.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ㄷ.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ㄹ. 열람 결정 통지

ㅁ. 열람

2.4. 고소/고발의 행정 처리절차의 문제점

위의 절차에 의해 수집한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

로 제물로 제출하여 고소/고발의 행정 처리절차 시

경찰청 신고 민원 포털[9]에서 규정한 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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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재 고소/고발의 행정 처리 절차[9]

편의성

직접적인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함으로서 생기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정확성
구비서류 과다 및 종이문서 발급 시

비용 발생

신뢰성
처리상황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 부

재

<표 2> 고소/고발 처리 절차 시 발생 문제점

ㄱ. 고소장 고발장 접수(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 직접 방문

ㄴ. 고소 고발장 내용 검토(민사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고소, 고발철회 민사소송제기 등 권유)

ㄷ. 고소인 고발인 즉일조사(우편조사 대리고소 제외)

ㄹ. 피고소인 고발인 소환 조사(출석요구서 발부 3회)

2.5. 오프라인 민원서비스가 안고 있는 통합적

문제점

민원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

촉하는 업무이다. 다시 말해 민원서비스는 정부가 특

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고

객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고객

만족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민원인과 공무

원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별, 서비스 차원별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관성,

주민의사반영, 정보제공, 형평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10]. 또한 민원행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폐로 공무원의 전문성, 관중심의 민

원처리, 접근에의 어려움, 대응성의 부족, 부정부패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11],구비서류 과다,

절차 및 과정의 복잡성, 처리상황에 대한 정보부재와

같은 내용을 민원사무처리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

다[12].

Ⅲ. 개선방안

기존의 업무는 오프라인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

인이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 하여 고소/고

발 등의 행정 처리 절차 시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은

통합포털을 구축 운영을 제안한다. 통합포털은 민간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 관제실과 고소/

고발 등의 행정처리를 위해 경찰기관과 검찰기관의

의무적 가입과 각 기관 내 통합포털에 접근하고 절차

를 처리 할 수 있는 지정 된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

며, 지정 된 담당자는 특정한 권한을 갖고 포털에 로

그인하여 각각의 지정 된 공간에 특정한 내용을 게시,

삭제, 관리 할 수 있다. 이때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처

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

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

정)에 의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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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합포털 구축 운영 모델

구분 내용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 통지 등을 하

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하여 국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 도모

제8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따로 구비서류를 받지 않

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치리 및 민원인 편익 도

모

<표 3> 전자정부법[13]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

구의 설치 운영하도록 함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전자서명 등 신원확

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구분 내용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

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

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

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표 4> 개인정보보호법[14]

3.1. 개인(열람 요청자)

개인(열람 요청자) CCTV영상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통합 포털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열람

요청을 하게 된다. 열람 할 장소와 시간, 내용 사유

등을 제공 된 서식에 입력하고 열람 허가 통보를 받

으면 포털 내 지정 된 장소에서 사진 파일로 된 영상

정보를 제공 받는다.

게시 된 사진 파일은 출력이 불가하며, 포털 내에

서 해당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경찰 기관에 신고 가능

하다.

위 설명의 해당 법적 근거는 아래 <표 3>와 같다.

3.2. CCTV관제센터(민간부문)

열람 요청이 접수 되면 업무 담당자가 열람 요청서

에 기입 된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열람 허가 결정이 되면 포털 내 지정

된 장소에 사진파일을 일정 기간 게시한다. 게시 된

사진파일은 개인(열람 요청자)의 권한으로는 출력이

불가하며, 일정 기간이 만료 된 후엔 자동 소멸, 또는

CCTV관제센터(민간부문) 업무 담당자 이 외의 접근

이 차단된다. 이 후 경찰기관에서 Full영상 요청 시

제시 된 영장 확인 후 Full영상을 포털 내 지정 된 장

소에 게시한다. 이때 게시 된 Full영상은 경찰 기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하다.

위 설명의 해당 법적 근거는 아래 <표 4>,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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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이용자의 참여 확대)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손쉽게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하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제18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

입·활용)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

디서나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활성화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국민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

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보편성 확

보

제20조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기관별 업무별로 구축 운영 중인 각종

행정정보 및 서비스 소재를 수요자인 국

민 입장에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

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제25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

으로 하여 작성.발송,접수,보관,보전 및

활용 되어야한다

제26조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재(행정전자서명,공인

전자서명,전자문서서명,전자이미지서명)

를 받음으로써 성립

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

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

해 송 수신하도록 함

제2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는 행

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함

제32조

(전자적 업무수행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원격근무, 원격교육 등

전자적 업무 수행을 도입 활용

<표 6> 전자정부법[13]

제60조

비밀유지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결합,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표 5> 전자정부법[13]

3.3. 공공부문(경찰기관)

경찰기관 업무 담당자가 포털 내 사진 파일을 첨부

하여 접수 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활용을 위해

Full영상 필요 시 포털을 이용하여 검찰기관에 영장을

신청한다. 영장이 발부 되면, 포털을 통해 CCTV관제

센터(민간부문)에 영장을 제시하고, Full영상을 제공

받아 사건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3.4. 공공부문(검찰기관)

검찰기관 업무 담당자가 포털을 통해 경찰기관

에서 전달받은 영장발부요청내용을 확인 후 영장

발부 허가가 나면 포털 내 지정 된 장소에 영장을

게시 한다. 게시 된 영장은 공공부문(경찰,검찰기

관) 업무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하며, 사건 완료

후 삭제된다.

위 설명의 해당 법적 근거는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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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행정업무 민원사무의 전자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종이 문서의 작성

접수 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

제3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수행을 위하

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

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

근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 확인하도록 함

제35조

(금지행위)

-행정정보의 유출방지 및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을 적용하여

규정의 실효성 확보

제43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에 관한

공동이용 목적 및 내역 등을 알 수 있

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자기

정보통제권을 강화

통합포털 구축

전

통합포털 구축

후
법적 준거성

신

속

성

민원인의 방문

순서로 순차적

업무처리

민원인의 해당

기관 다수 방문

및 처리 지연 발

생

업무처리 인원

중복

지정담당자 배

치로 인한 신속

한 민원 업무 처

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4조

-현재 법률 적용

가능, 법개정 불

필요.

<표 7> 통합포털 구축 운영 모델에 관한

법적 준거성 검증

편

의

성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비용소요

구비서류 과다

및 종이문서 발

급 시비용 발생

비방문 민원 처

리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비용의 감소

해당 기관과 정

보 공유와 전자

민원 처리로 민

원인의 불편감

해소

전자정부법 제2

장 9조

전자정부법 제2

장 3장

-현재 법률 적용

가능, 법개정 불

필요.

정

확

성

담당자의 업무

환경(업무량,업무

처리방식 등)에

따른 정확성 불

확실

담당자 자의 개

입 시 지역별 시

간대별로 비일관

될 수 있음

전산화로 인한

민원 처리의 정

확성

해당 기관과 실

시간 정보 공유

로 정보의 신뢰

도 및 정확성 확

보

전자정부법 제2,

3,4장

-현재 법률 적용

가능, 법개정 불

필요

신

뢰

성

업무처리 절차

와 과정에 관한

정보 부재

요청 민원 제공

시간약속에 관한

신뢰성 부족

업무처리 절차

와 과정에 관한

정보 실시간 제

공으로 인한 신

뢰성 확보

지정담당자의

배치로 인한 약

속 시간 내 신속

한 민원 업무 처

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5조

-현재 법률 적용

가능, 법개정 불

필요

개인

정보

보호

업무 환경에 따

른 개인정보유출

지정담당자 배

치 후 접근권한

부여

전자정부법 제3

장 34조

- 현재 법률 적

용 가능, 법개정

불필요

Ⅲ. 통합포털 구축 운영 모델에 관한

검증

4.1. 법적 준거성 검증

4.2. 정성적 효과 검증

통합포털 구축 운영 모델에서는 종이문서를 기반으

로 하는 현행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업무처리의 흐름

이 크게 변화되어 인허가 처리기간의 단축과 비용절

감, 투명행정 구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즉, 관련 업무의 전자문서화, 절차 안내 및 작성예

제 제공, 직접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및 설명, 기관별

로 상이한 유사서식 통폐합, 법령정보와 처리기준 제

공,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으로 업무처리 용이성 확

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민원 신청, 종이 없는

고효율의 행정처리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이러한 결과로 각 주체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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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민원인 민원신청을

하는데 투입되는 민원인

의 시간, 노력 경감과 비

용 절감

해당 기관과실시간정보

공유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성 확보

해당 행정 업무 처리 기

관 직접방문이 초래하는

사회적 낭비 제거와 교통

수요 감축 도모

*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

성평가: e-Government를

중심으로[15].

고객지향적 행정과 정

보화 지표 - 대응성, 신속

성, 개방성,편의성, 신뢰성

에 대한 공분산구조분석

민원인 입장에서의 만

족도 순서분석 결과도출

해

당

행

정

업

무

처

리

기

관

해당 행정 업무 처리

기관 대민 행정서비스

의 소요시간 단축으로 국민

편익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업

무수행능력을높여신속하고

투명한능률행정구현

종이문서 발생과 협의

부서 마다의 중복보관이

없어져 유지관리비용 절

감

* 전자정부로드맵과 제의

성과와 평가를 위한 시론

적접근[16].

대민서비스, 행정효율성,

행정민주성 연구

- 민원온라인화

- 관청방문횟수

- 기관 공통업무처리

- 문서대장 전자화

- 행정정보 공유

- 정보자원 관리

- 전자적 참여

- 행정정보 공개

- 프라이버시 보호 등

주요 지표 성과분석

<표 8> 통합포털 구축 운영 모델에 관한 정성적

효과 검증

Ⅳ.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안한 통합포털 구축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부

분은 CCTV영상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 시 열람과

신고절차를 한곳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 공공

부문의 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

터넷 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 처리, 결과 통보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당기관 공

무원이 종이문서로 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직접 해당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민원인의 복잡성을 줄여 줄 뿐만 아니

라, 문서발급으로 소모되었던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

져 올 수 있다.

최근 정부 및 각 행정기관은 민원행정에 대한 접근

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 민원 서

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장점만을 분석하여 CCT

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

들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슈

화 된 것은 보안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포털 내 사용자 인증은 공인인증서로 대신한다. 하

지만 공인인증서의 분실이나, 도난 등 개인 신원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인의 초상권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특수성에 맞게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CCTV영상정보 통합포털만의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그러나 제안 된 통합 포털은 기존 전자 민원 서비

스 시스템과 같이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

문에 증명서를 편집 또는 복제 등을 할 수 없어 데이

터 추출 시점에 따른 위변조 가능성과 같은 2차적인

보안 위협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민원 시

스템의 장점만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기에

통합포털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와 해킹, 사이버 공격 등 보안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기술적 제

도적 장치마련이 향후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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