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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기존의 PC 기반 e-Gov를 무선 기반 m-Gov로의 스마트 전자정부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서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과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혁신

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행정이념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m-Gov의 전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책, 그리고 m-Gov의 정책 방향

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its change in ICT Ecosystem, electronic government changes to its wireless m-Gov from existing PC-based 

e-Gov. Thus, in order to realize the smart government, m-Gov needs to be vitalized and the strategies for this 

realization are required. Also, some countermeasures for those strategies and political instructions which the electric 

government should follows are needed. Above two are the ultimate purpose in pursuing administrative ideals because 

the realization of m-Gov innovates the government and betters quality of national life off. Therefore, this paper, to 

realize the smart government, provides some strategies for vitalization of m-Gov's electric government services, their 

countermeasures, and political instructions for Smart m-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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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 역사는 1946년 애니악(ENIAC)으로 출발하여 

1980년대 PC 시대로 진화한 수많은 컴퓨터에 비해 전 

세계에 수십억 대에 이를 스마트 기기는 보다 큰 ICT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거치성의 PC 시

대를 대체할 이동성과 소형의 편리성이 강조된 컴퓨팅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

와 같이 모바일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유선에서 무선으

로, 음성에서 데이터로의 사용자 패턴 변화를 가져오

고, 스마트 기기 확산은 반도체, ICT 산업 등의 성장과 

개인화된 스마트 기기로 개인의 상황과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국민 생활에 급

속한 변화 유발을 보이며, 또한 모바일 라이프 확산에 

따라 m-Gov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의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부각되

고,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모바일의 확산여건이 조성

되고 있다.

정부, 국민, 기업은 기존의 PC기반의 서비스를 이동

성, 개방성, 다양성, 경제성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로 이

용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바일 확산으로 네

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 ICT 산업분야 전반으로 성장

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를 위해서는 정부는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연구 투자하

고,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e-Gov에서 m-Gov로

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기업의 웹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로서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m-Go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대응책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Ⅱ절에서 

m-Gov의 전망을 살펴보고, Ⅲ절에서 m-Gov의 서비스 

활성화 전략수립과 그의 대응책을 제시하며, Ⅳ절에서

는 m-Gov의 정책 방향으로써 과제를 제시한다.

Ⅱ. m-Gov 전망

현재 전자정부 종합평가 세계 1위 국가로서 스마트 

시대를 리딩하기 위하여 기존의 PC 기반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모바일 기반으로 모바일 ICT 생태계가 전

환되고 있다.

표 1. UN 전자정부 평가결과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e-Gov by UN

구 분 2005 2008 2010 2012

전자정부 발전지수 5위 6위 1위 1위

온라인 서비스
0.97

(4위)

0.82 

(6위)

1.00 

(1위)

1.00 

(1위)

정보통신 인프라
0.67

(9위)

0.69 

(10위)

0.64 

(13위)

0.83 

(7위)

인적자본 
0.97 

(14위)

0.98 

(10위)

0.99 

(7위)

0.94 

(6위)

  온라인 참여지수
0.87 

(5위)

0.98 

(2위)

1.00 

(1위)

1.00 

(1위)

2012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PC 보급을 역전시켰

으며, 2011년 3월에는 가입자 1,000만에서 2012년에 들

어서면서 급속히 2,000만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2014년

에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PC 인터넷 사용자를 앞

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의 보급·확산,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은 유선기반에

서 무선기반으로 급속히 변화중이다. 2012년 11월 14일 

Gartn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사분기 기

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

가한 1억 6,900만대를 기록, 글로벌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 39.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 됐다[1]. 국내의 스마트

폰 가입자는 2013년 4월 10일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

자(5375만 여명) 중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그림 1)과 같

이 약 3400만 여명에 이른다. 

그림 1. 가입자 수

Fig. 1 Number of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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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동통신 환경의 생태계는 불가측하게 진화

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기업은 이동성과 내재성이 편

리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정부는 이의 눈높이

에 맞는 스마트한 m-Gov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1. 전자정부 역할

국가를 혁신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동력 엔진이 필요하다. 국가혁신은 기술적인 보안

성, 안정성, 확장성이 보장된 전자정부 통신망을 구성

하여 국가기관에게 품질이 보장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유통 활성화로 정부 부처간 

협업형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신기술 출현, 통

신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가기관의 신규 수요를 효율적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2]. 

따라서 전자정부는 ICT를 기반으로 정부의 업무를 전

자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대시키

고, 대국민/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

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정운영 과정에 공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정

부의 역할로서 m-Gov 구현은 정부운영 시스템을 개선

시키고 정부기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혁신의 핵심

전략 수단이다.

2.2. 전자정부 환경변화

전자정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전자정부는 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

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한 정보기술은 

불가측하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가 전개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전자정부로서 대국민/기

업을 위해 유연한 행정개혁과 서비스 개선을 전략적 수

단으로 m-Gov를 추진하고, 또한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수행되는 효율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2.3. ICT 환경변화

세계적으로 1990년대 PC 주도의 IT 활황에 이어 

2009년 아이폰 출시로 대한민국의 ICT의 패러다임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사용자 패턴의 

변화를 보인다. 이에 따라 m-Econo -my, m-Life 시대의 

개막이 시작되었다. 기술 환경은 1986년 1가구 1전화 

전국 전화 자동화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2010년 무렵 

Green Network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이동통신 인

프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 반열에 들어섰다. 

모바일 통신 환경이 컴퓨팅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

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컴퓨팅이나 애플리케이션

을 가지고 있는 기기와 기능들이 모바일 환경으로 수용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선,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컴

퓨팅 환경이 확대되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최근 급속

하게 확산되는 스마트기기는 단순한 개방형 컴퓨팅 환

경을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로서 일정한 형태의 모

바일 기기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스마

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모바일 환경에

서의 컴퓨팅이 다양화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은 이동성, 개방성, 다양성, 

경제성 등 이용환경의 변화로 대국민/기업은 행정서비

스를 기존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로 전환을 요구하

고 있다[4]. 따라서 전자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대응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Ⅲ. m-Gov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

전자정부는 ICT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형태 변화

를 가져온다. m-Gov는 정부의 서비스를 5any 형태로 

빠르고 쉽게 대국민/기업이 만날 수 있는 국민의 국민

에 의한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정부를 위

해서 m-Gov 서비스 활성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대국민/기업의 요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는 스마트폰 보급 및 확산으로 업무의 환경과 생활 서

비스가 모바일 생태 기반으로 변화 하고 있고, 또한 대

국민/기업은 이동성, 개방성, 다양성, 경제성 등이 강화

된 m-Gov를 요구함에 따라 이동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

군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이는 단말기, 

콘텐츠, SW 및 무선인프라 응용서비스 등의 ICT 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신규 시장 창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셋째, 차세대 무선인프라를 선도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유선 ICT 인프라에 반해, 무선 인프

라 시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m-Gov 활성화 추진

으로 행정서비스의 유연성과 보안성, 안전성이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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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ICT 강국으로의 재도약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패러

다임을 전환 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편리한 서비스

를 위해 5any화를 지향하는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확산 

하여야 하고, SNS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대국민/기업과 

소통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모바일 업무방식

을 정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m-Gov 전략수립의 4

가지 대응책을 (그림 2)와 같이 일목요연한 형태로 구조

화된 모형 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림 2. m-Gov 전략수립 모형

Fig. 2 Model of m-Gov Strategy

Ⅳ. m-Gov 정책과제 제언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

쳐 새로운 스마트 사회를 위한 재도약기 진입에 접어들

면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

회에서 스마트 사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

임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써 ICT 역할이 전자정부가 1990년대 초 인프

라 중심에서 1990년대 중반에 공공부문 혁신 중심으로 

진화되는 것처럼, ICT 적용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하였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07년 전자

정부 31대 과제 완료로 5단계 통합처리를 달성하고 UN 

지수 전자정부 세계 5위를 차지하는 전자정부의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다. 근년에는 하락세를 나타냈던 우리

나라 전자정부가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국가정보화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2012년에도 UN 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지키고 있다[5]. 이처럼 우리의 글로벌 

선도적 전자정부는 미래 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이슈 해

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형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Gov의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써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

언한다.

첫째, 대국민/기업에 편의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

대화 한다. 대국민/기업 포털 등을 유선 환경에서 모바

일 Web 및 App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자정부사

업을 주관한 안전행정부는 대국민 포털 서비스 중에서 

활용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선별하여 전

자정부 지원 사업으로써 국가 대표포탈(korea.go.kr), 

기업지원 종합서비스(G4B), 민원서비스 선진화(G4C) 

등 단계적 모바일 웹으로 우선지원 하는 것이다[6]. 따

라서 친 서민 체감형의 새로운 m-Gov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모바일 행정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처간 

투자의 중복을 최소화 한다. 플랫폼으로서 웹 환경에서 

대국민/기업은 집단지성으로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능

동적으로 참여, 공유하는 Web 2.0 환경의 개방형 공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서

비스 Open-API 개발과 모바일 홈페이지 표준화를 확대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 공공서비스 개발환경 마

련과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의 모바일 시스

템을 고도화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모바일 통합서비

스센터를 구축한다.

셋째, 대국민/기업에 대한 편익한 서비스 정보를 실

시간 제공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은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에 의한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위 및 테러 등 실시간 작전지휘를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현장과 소방현장에 실

시간 지휘통제와 재난감시 및 예방이 가능하다. 산림청

은 산불 시에 현장에서 실시간 작전지휘가 쉽고, 산불

감시 및 재해 취약지역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넷째, 범정부 모바일 공통 기반 및 보안성, 안정성, 경

제성 등이 확보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금의 유선 기

반의 시스템 보안의 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국가 안위

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무선보

안의 취약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보안의 안

전성을 갖추는 것이 경제성 있는 국가경쟁력 가치척도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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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m-Gov 정책과

제 4가지를 (그림 3)과 같이 일목요연한 형태의 구조화 

모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3.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모형

Fig. 3 Model of Smart Government Strategy

m-Gov 정책과제로서 전자정부의 보안성은 정부의 

업무프로세스와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기

기 기반의 오피스 구축은 보안 위협으로 부터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이슈로 등장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대국민/기업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절에서 보안을 위한 m-Gov

는 공통기반 시스템 플랫폼을 갖춰 암호화 기술을 적용

하고, 민간 트래픽 분리를 통한 안전하고 실용적인 국

가 무선망 이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4. 보안대책 모형 프레임

Fig. 4 Strategy Frame of Security Measure

이를 위해 모바일 네트워크, 단말, 서버 등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범정부 m-Gov 서비스를 위한 보

안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에서 전체적으로 안

전성 있는 기술적 보안대책 모형 프레임을 제시되었고, 

구체적으로 통합 센터 보안(서버), 네트워크 보안, 단말 

보안을 대책을 다음의 절에서 제시하였다.

4.1. 통합센터 보안

기존의 정부의 통합 서비스센터는 대국민/기업에 대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

방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무선 통합망을 경유한 모

바일 공통 플랫폼 서버에의 접속으로 내부 경로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 통합센터(서버) 보안을 위하여 업무서버

에서 미러서버(Mirror Server)를 두고 철저한 검사가 이

루어지기 위한 이례적인 탐지를 상시로 하여야 한다[7]. 

따라서 서버보안의 대책으로 (그림 5)와 같은 서버 이중

화를 통한 서버를 분리하여 보다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 

하는 것이다.

그림 5. 서버 프레임

Fig. 5 Server Frame

4.2. 네트워크 보안

보안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네트워크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TCP/IP 네트워크가 시작되면서 근래에는 네

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해킹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망도 유선환경과 

같이 네트워크 보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망에서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WiBro, CDMA, 

WCDMA 등 무선 연결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따

라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보안 대책으로 (그림 6)과 같

이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에 VPN 서버를 구축하고, 암

호화 통신 및 인증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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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네트워크 프레임

Fig. 6 Network Frame

4.3. 단말 보안

기존의 단말은 음성 및 SMS 수준 이었는데, 스마트

폰 성능 향상으로 PC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 활용도가 

향상되어 보안위협 환경이 배가 되었다. 또한 보안 이

슈 부재와 보안위협 미흡의 단말 환경에서 스마트폰 환

경 변화로 개인정보 집중화, 기업업무 활용증대, 모바

일 기반 공공서비스 확산 등으로 해킹의 유혹이 더해지

고 있다. 그리고 개방형 운영체제와 Open Market 등 

Open 환경의 다양한 공격 발생 가능성이 보안위협 요

소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안위협 요소로부터 보호되기 위

해 단말 인증 및 통신경로 보안기술로 WLAN의 EAP, 

WPA2, PKI 인증서 기반의 상호인증 방식 등이 있고, 

HSPA의 USIM을 이용한 네트워크와 상호 인증으로 보

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 7. WiMAX 프로토콜 구조

Fig. 7 Protocol Structure of WiMAX

특히 단말 보안대책으로써 (그림 7)과 같이 WiMAX 

(Security Sublayer)는 IEEE 802.16 및 TTA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물리계층(PHY), 매체접근계층(MAC)을 기술

하고 있으며, MAC은 시스템 접속, 대역폭, 할당, 연결

설정 및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MAC 중 최하위에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보안부 계층(Security Sublayer)으

로 정의되는데, 이는 인증(단말 및 사용자 인증), 키교환

(세션 및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키생성과 교환), 암호화

(암호화된 데이터의 송수신), 무결성(메시지 무결성 검

증기능) 부분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m-Gov 전략이 필요하다[8].

Ⅴ. 결  론

ICT 생태계는 불가측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대적 소명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국가에서 선도

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정부는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연구 투자하고, ICT

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유선기반 e-Gov에서 이동성, 개

방성, 다양성, 경제성 등을 수용할 수 있는 m-Gov로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국

민/기업의 웹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로서 스마

트 정부 구현을 위한 m-Go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m-Gov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대응책과 정책방

향으로 m-Gov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 먼저 m-Gov

의 전망으로 전자정부의 역할, 전자정부 환경 변화, 그

리고 ICT 환경 변화를 조망 하였고, m-Gov 서비스 활성

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그의 대응책, 그리고 스마트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한 m-Gov 정책 방향의 4가지 정책과

제를 제언하였다. 특히 안전성 있는 기술적 보안대책 

모형 프레임과 구체적으로 서버, 네트워크, 단말 보안 

프레임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 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m-Gov

의 전략수립과 정책과제 논제의 활용가치로 인해, 정부

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의 최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행정이

념이 추구하는 지식정보와 민주적 가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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