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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

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국정 운영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 정

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

는 미래 사회인 ‘초연결사회’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왔다.

정보통신기술(IC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 부문에 있어서

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 창출이 국가 성장

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보건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의 융합서비스가 국가정보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화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그동안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ICT)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

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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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

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목표 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

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진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을 위한 기본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기호 부연구위원 주관하에 원내 정

영철 연구위원, 김예슬 연구원과 삼육대학교 송태민 교수, 인제대학원대

학교 류시원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신 보건복지부 정보화사

업 담당자들께 감사드리며,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부 홍

영숙 과장, 단국대학교 이태한 교수, 그리고 본원의 김대중 부연구위원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향후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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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1)Project Head ‧ Lee, Ki-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approach to im-

prove the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The methodology an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 discussion on the ICT governance and poli-

cy, the problems of ICT governance and approaches to im-

prove thereof were examined by deliberating the precedent 

researches. Next,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present ICT governance statu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nd abroad. For estimating the ICT policy in 

health and welfare which the public recognized and their emo-

tion(attitude) toward such ICT policies, the future signal pre-

diction on major ICT policies in health and welfare was ana-

lyzed using the social big data. Furthermore, the issues related 

to the informatization project were analyzed including diffi-

culties and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zation 

project for health and welfare through the survey targeting 

those who were in charge of informatization project in the 

Co-Researchers: Chung, YoungChul ․ Kim, Yeseul ․ Song, Taemim ․ Ryu, Seewoon

Abstract <<



2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dentified through deliberation on precedent researches, ICT 

governance status for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nd abroad, 

and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zation 

project for health and welfare, the basic direction and ap-

proach to improve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ICT gov-

ernance for health and welfare. As the approach to improve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this study suggests 3 ap-

proaches; distributed ICT governance, centralized ICT gover-

nance and mixed ICT governance and compar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on the aspect that it identified the 

problems in the current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by deliberation on precedent researches and status analysis, 

and problems and major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n-

formatization project through survey targeting those who were 

in charge of informatization project in health and welfare and 

suggests the approach to improve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future planning on the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Moreover, the demand and emotion(attitude) which the pub-

lic recognized on the ICT policy in health and welfare were an-

alyzed by investigating the ICT policy demand estimation in 

health and welfare using the social big data. 



Abstract 3

The approach to analyze the ICT demand estimation in 

health and welfare using social big data can effectively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demand and planning the 

counteractions in the process to plan, execute, evaluate and 

improve the ICT policies in health and welfare in the futur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가사회 발전 동력으로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업

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ICT)은 국가정보화 정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초연결사회’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각종 서비

스가 융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 창출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보건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서비스가 국가정보화의 핵

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이

고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동안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및 정책

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보건복지 정보

통신기술(ICT)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의 목표 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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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의 이

론적 논의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관할

범위에 있어서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 방안으

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산형 정

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요 외국의 경우 정

보통신기술(ICT)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이에 대한 감정(태도)을 예측하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정책 미래신호 예측을 분석하였다. 주요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의 감정(태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신호 탐색 결과에서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와 바이오

산업이 약신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밀의료는 강신호이면

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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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정보화사

업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은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신

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분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고 급

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을 단

점으로 평가해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

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행연구,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

황,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

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분산

형 ICT 거버넌스 체계, 집중형 ICT 거버넌스 체계, 절충형 ICT 거버넌스 

체계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신

기술(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개선 방안은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 조직, 기능 및 역할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으

나 보건복지 부문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

신기술(ICT)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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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 예측 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정책 수요와 감정(태도)을 분석하였다.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

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측 분석방법은 향후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기획 및 집행, 평가, 개선 과정에 있어서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IC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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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국가사회 발전 동력으로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

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에서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

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 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ITU ICT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는 2016년 세계 1위(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2016, p. 12),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

하는 지표인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2016년 영국, 호주에 이어 세계 3위(United Nations [UN], 2016, p. 11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정보화는 국정 운영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통신기술을 결합한 정보

통신기술(ICT)이 국가정보화 정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실질GDP 비중이 10.4%

에 달하고, 최근 5년간(2011~2016년)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실질

GDP 성장률도 연평균 4.6%(미래창조과학부, 2017, p. 36)로 전체 산업

의 실질GDP 성장률 2.8%를 크게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정보

통신기술(ICT)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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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사람, 사람

-사물, 사물-사물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인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이기호, 2017)

하고 있으며, 2016년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주제였던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거

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왔다.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

트 기기의 확산,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 정보통신기술

(ICT)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각종 서비스가 융합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

서비스 창출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기호, 

2017). 맞춤형 웰니스케어, 원격건강관리, 원격의료, 정밀의학, 진료정보

교류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화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

하여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 부문의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반면 각 부서별로 분산된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는 사업 주관 부서별

로 분산된 정보화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한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화 정책의 기획과 부서 간 갈등 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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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보건복지 부문의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핵심과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융합서비스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

성이 있어 대부분 기득권과의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정필운, 2016). 기존

에는 해당 부처의 업무로 구분되었던 영역이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융합서비스로 인해 다른 부처와의 영역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업무 

관장권자의 반발이나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같은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기호, 2017). 보건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로 주목하고 있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나 원격의료서비스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ICT 관련 기기, 기술 

및 산업 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

처기업부 등 다수의 관계부처와 긴밀한 정책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반발과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같은 비협조, 유

사한 정책을 다수의 관계 부처가 서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복 사업 

문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기호, 2017). 

국가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

기술(ICT) 관련 전담부처 등 부처 단위의 정부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기

능 및 역할의 재분배를 다루고 있어, 실제적으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거버

넌스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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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ICT) 정책의 목표 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보건

복지부 부서단위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정보화사업 현

황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동향을 분석한다.

셋째,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수요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

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분석한다.

넷째,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을 분

석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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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앞 절에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7개의 장으

로 구성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이 필요한 배경과 본 연구 목적을 기술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본 보

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 문헌을 고찰·분석하였다. 제1절에서

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살

펴보았으며, 제2절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개념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에서는 기

존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와 일본, 미국, 호주, 영국의 보건복지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업무, 법과 제도, 그리고 보

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비전 및 전략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에서

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정책 

미래신호 예측을 통해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

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수요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

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예측

하였다.

제5장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는 보건복지부 본부

의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 성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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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및 관련 위원회 여부, 정보화사업 추진 단

계 및 추진 내용에 대한 애로사항, 사업부서별 추진에 대한 장단점 등을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활용정도와 정책

담당 실무자들이 느끼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제6장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서는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와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

슈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번너

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관계자 정책간담회의를 거쳐 결론 

및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기존 문헌 분석

제2장 이론적 배경 기존 문헌 분석

제3장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분석

기존 문헌 분석
관련 법률, 고시 등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제4장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제5장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이슈 분석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

제6장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기존 문헌 분석
관계자 정책간담회의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관계자 정책간담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제2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제3절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2제 장





제2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정

보통신기술(ICT)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통신기술(ICT) 거

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등을 살펴보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이론

적 논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개념과 정보통신기술(ICT) 정

책 추진 경과,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경과를 살

펴보았다.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제1절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1. 정보통신기술(ICT) 개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T: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1980년대 일부 학자들이 정보기술(IT)이라는 

큰 개념에서 통신기술(CT)의 활용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용어였으나, 

1997년 영국의 정부보고서(Stevenson, 1997)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

이론적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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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운영 및 정보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

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강원, 손호응, 2016). 한편 우리나라 다수의 법률에서는 정보

통신기술(ICT)이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통칭 ‘ICT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보통신에 대한 정

의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주요 정보화 관련 법률에서의 정보통신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5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
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
련의 활동과 수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
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사전적 개념을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

색·송신·수신 등과 관련된 기기 및 기술’이라고 정의한다면,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을 서비스 및 산업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

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란 용어를 학문적으로 사용할 때는 협

의의 개념인 기기 및 기술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나 산업

까지 그 의미를 넓히고자 할 경우에는 대체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

스’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과 같이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

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용어가 일상에서도 널리 사용하게 되면

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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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기나 기술뿐 아니라 서비스와 산업까지를 포함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였다(이기호, 2017).

  2.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어의학적으로 그리스어인 Kubernan(to 

pilot or steer)에서 기원하였고 이는 중세라틴어인 gubernare로 이어

졌는데 조종(piloting), 규칙 제정(rule making), 키잡이(steering)와 동

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임혁백, 2005). 

전(全)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실망은 계층제적 관료제의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거

버넌스 개념이며 행정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행정 등 전

통적인 개념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신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는 ‘개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이명석, 2002). 즉 

기존의 전통적인 거번먼트(government)를 대체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

로 거번먼트의 개념이 ‘통치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거버넌스는 

‘통치의 구조 또는 방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소영진, 

2006).

하지만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일의적인 학문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

는다(이명석, 2002). 오늘날 거버넌스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학에서는 새로운 국가통치행위 

및 방식을 의미하는 ‘국정관리’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치학에서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통치’, ‘협력적 통치

(협치)’, ‘공치’ 또는 ‘통치체제’, ‘통치활동’ 그리고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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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체제로 해석하여 ‘자치체계’, ‘자치제도’로 정의하

고 있으며, 사회학에서는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이나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임혁백, 

2005).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화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추진체계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소영진, 

2006; 김현경 등, 2011; 권장원, 2012; 김명환, 2012; 김충영, 남수현, 

2012; 김상택 등, 2012; 정필운, 2016; 정충식, 2016). 국가정보화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전 정부

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 활발히 연구가 진

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부문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

보화 추진체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 거버넌스 개념을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유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환(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관할범위, 조직 

형태, 기능 및 조정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

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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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할범위에 따른 분류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되는 쟁점 중 하나가 관할범위이다. 관할범위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유형은 관련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하는 분산형과 하나의 조직으로 

모으는 집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산형은 단일형 규제기관 모형이라고도 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각 

분야가 특정의 기술적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산업 분야와 구별되

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

이 존재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초하여 자신이 전담하는 분야를 

감시 및 감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김명환, 2012). 

집중형은 융합형 규제기관 모형이라고도 하며, 상이한 규제영역으로부

터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기관으로 가져와 활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우산 또는 텐트 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의 규제기관들을 하

나로 통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산형(umbrella model) 또는 빅텐트(big 

tent)형이라고도 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하

나의 규제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이 모형에서의 규제기관은 기능적 단

위들 또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평적 단위들로 구성된다(김명환, 2012). 

나.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관할범위와 함께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연구에

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쟁점 중 하나가 조직형태이다. 조직형태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유형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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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의 책임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조직형태를 말하며, 우리나라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부

(部)·처(處)·청(廳)이 있다(국가기록원, 2017a). 독임제는 최고결정자 1인

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고, 능률

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며, 사무 처리에 있어서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등

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적 독단과 전횡의 가능

성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김명환, 2012).

반면 합의제는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정치

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또는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각

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설치하기 

적합한 조직형태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

을 부여하고, 그 운영 또는 행정이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

도록 하는 조직형태로 우리나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행정위원회가 있다(국가기록원, 2017b). 합의제는 합의제 참여를 통한 

민주성, 신중성, 독립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 책

임 소재의 불명확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타협적 

결정의 가능성과 관련의 목표 전환 등 단점을 갖고 있다(김명환, 2012).

다.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유형은 조직이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할지 또는 통합할지에 

따라 진흥-규제 분리 모형과 진흥-규제 통합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흥-규제 분리 모형은 일반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진흥은 

독임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다양한 의사가 필요한 규제는 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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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형태로 진흥은 단일 부처에서 진행

하지만, 규제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민감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걸려 있을 뿐 아니라 합의까지 이르는 의견 수렴 등 진행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리하는 모형이다(김명환, 2012).

진흥-규제 통합 모형은 정보통신기술(ICT) 담당조직에서 진흥과 규제

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규제와 진흥 기

능 간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익도 별로 없어 소관 직무를 총괄적

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감독체계 확보 및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모형이다(김명환, 2012).

라. 조정방식에 따른 분류

네트워크 구조를 구심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

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 또는 책임센터(coordinating or re-

sponsibility center), 즉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초점조직

(focal organization)의 존재 여부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연계, 조정

의 주체, 조정의 방식 및 책임 소재 등에 따라 분권형, 집권형 및 혼합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명환, 2006).

분권형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다른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를 결정하

거나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초점조직이 존재하지 않으

며,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업무와 역할에 대

한 수평적인 상호조정에 의존하며, 공동결정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는 것

을 말한다(김명환, 2012).

집권형 네트워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초점조직이 다른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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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초점조직으로의 집권화 또는 집중화를 

통한 수직적 연계 형태로 조정의 권한이 초점조직에 집중됨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도 초점조직에게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김명환, 2012).

혼합형 네트워크는 분권형과 집권형을 혼합한 수평적인 집권화 형태로 

업무와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상호조정을 기본으로 하나, 

전체적인 조율은 초점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권위구조에 의하여 이

루어지며, 각 행위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대신 그에 따

른 책임을 강조하고, 초점조직이 전반적인 조정과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김명환, 2012).

분권형 네트워크, 집권형 네트워크, 혼합형 네트워크의 특징을 도식화

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분권형, 집권형 및 혼합형 네트워크(예시)

분권형 네트워크 집권형 네트워크 혼합형 네트워크

자료: 김명환. (2012). ICT 거버넌스의 역할과 형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논문집.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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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조직 유무,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연계, 조정의 주체, 조정의 유

형, 책임의 소재 등 5가지 특징을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첫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초점조직의 유무를 비교하면 분권형 네

트워크에서는 초점조직이 필요하지 않지만 집권형 네트워크와 혼합형 네

트워크에서는 초점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연계를 비교하면 분권형 네트워크에서

는 수평적 분권화 형태로 나타나며, 집권형 네트워크에서는 수직적 집권

화 형태로 나타나고, 혼합형 네트워크는 수평적 집권화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조정의 주체를 비교하면 분권형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 집권형 

네트워크에서는 초점조직 그리고 혼합형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와 초점

조직이 조정의 주체가 된다.

넷째, 조정의 유형을 비교하면 분권형 네트워크에서는 상호조정, 집권

형 네트워크에서는 공동조정 그리고 혼합형 네트워크에서는 상호조정과 

공동조정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책임의 소재를 비교하면 분권형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 공동

이 책임을 지게 되며 집권형 네트워크에서는 초점조직이 책임을 지게 되

고 혼합형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와 초점조직이 책임을 지게 된다.

〈표 2-2〉 분권형, 집권형 및 혼합형 네트워크 특징 비교

구분 분권형 집권형 혼합형

초점조직 유무 없음 있음 있음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연계 수평적 분권화 수직적 집권화 수평적 집권화

조정의 주체 참여자 초점조직 참여자+초점조직

조정의 유형 상호조정 공동조정 상호조정+공동조정

책임의 소재 공동 초점조직 공동+초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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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1.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개념

정책이라 함은 ‘각종의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기본 방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유훈, 2002). 한편 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하며, 법률·정책·사업·사업계획·정부

방침·정책지침·결의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정책”, 2009).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종류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수없이 많으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국가정보화 촉진의 일환으로 

수립 및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정보화라는 큰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개념을 살펴보면, 국가정

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용

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

로 각종의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국

가정보화 기본계획이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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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및 시행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통신기술

(ICT) 사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도 정보통신

기술(ICT)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경과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국가정보화

의 일환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가정보화의 기

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보

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의 시작은 1970년도 국가 주요 행정업무를 전산

화하기 위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980년

에는 국가기간전산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와 정보

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0년 말부터는 국가정보화의 효율

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중장기 추진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이기호, 2017).

그동안 추진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중점 과제를 간략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1996∼2000)’은 ‘201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단계 추진계획을 설정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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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고도 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시급한 정보화 사업 

중 2000년까지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화 촉진 10대 중점과

제2)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pp. 81-94 

재정리).

〈표 2-3〉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1996∼2000) 중 3단계 추진계획

구분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1996~2000)

- 정보화 촉진 기반 조성 단계로 국가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 활용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2단계
(2001~2005)

- 정보 확산 단계로서 민간 주도의 정보화를 정착시키고 고도의 정보
사회를 구현하기에 충분한 수요 창출

3단계
(2006~2010)

- 정보 활용 고도화 단계로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생산, 유
통, 이용할 수 있는 고도 정보 활용 단계 진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국가정보화 20년의 기록, pp. 17-18 재정리. 

‘제2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제2차 Cyber Korea21 계

획’은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보화를 통해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며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정

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그림 2-2 참조]. 또한 이를 이용해 행정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으로 정보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사항

2) ◯1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2  정보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열린학교 실현, ◯3  지식
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도 제고, ◯6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지역정보화 지원, ◯7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정보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유지, ◯9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0 첨단 정보
전 시대에 대비한 선진 국방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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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pp. 94-99 재정리)

[그림 2-2] 제2차 Cyber Korea 21 계획의 비전과 목표

자료: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p. 96.

‘제3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제3차 e-Korea Vision 

2006(2002∼2006)’은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

였으며, 정보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pp. 99-104 재정리) 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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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3차 e-Korea Vision 2006 추진 목표

자료: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p. 101.

2003년 12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제3차 e-Korea Vision 2006’을 수정하

는 한편, 글로벌 경쟁 체제에 부합하는 경제･사회적 체질 개선을 위해 [그

림 2-4]와 같이 ‘제3차 개정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

∼2007)’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기술의 빠른 발달 속도에 맞춰 유

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정부 혁신, 국가 기반 지능화, 산

업 경쟁력 강화, 사회시스템 혁신, 선진 복지체제 마련 등을 위해 유비쿼

터스 IT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제3차 연동 u-Korea 기본계획

(2006∼2010)’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pp. 104-110 재정리).



제2장 이론적 배경 33

[그림 2-4] 제3차 개정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추진 목표

자료: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5).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p. 107.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은 대내외적인 변화와 새

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응하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 정보사회 구현’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창의적 소프트 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신

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등 5대 목표를 

설정하였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그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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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의 정보화 비전

자료: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p. 21.

한편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화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

에 따라 촉진 중심의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4차 국

가정보화 기본계획 수정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스마트 코리아

(Smart Korea)’ 구현을 추진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은 ‘국민 행

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활기차고 역동적

인 경제, 살기 좋고 걱정 없는 국민 생활, 신뢰 속에 상생하는 디지털 풍토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또 디지털 창조한국 

건설을 위해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Creative economy), 국가 사

회의 창의적 ICT 활용(Optimized society via ICT), 국민의 창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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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Renewed human capacity),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Enhanced 

ICT infrastructure) 등 4대 ICT Core 전략과 ① 국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②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③ ICT 기반의 창의적 기

업 역량 강화, ④ 인터넷 신비즈니스 창출 기반 조성, ⑤ 국민을 위한 지능

형 맞춤 행정 구현, ⑥ ICT로 건강한 국민 생활 보장, ⑦ 윤택한 지능형 

생활환경 조성, ⑧ ICT 기반의 국가·사회안전망 구축, ⑨ 지속 가능한 신

SOC 지능화, ⑩ 미래 주도형 ICT 역량 강화, ⑪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착, 

⑫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 ⑬ 지능형 미래 네트워크 구축, ⑭ 사이버 안

전국가 기반 확충, ⑮ 국가 정보자원체계 고도화 등 15대 과제를 추진하

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그림 2-6 참조].

[그림 2-6]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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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경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의 시작은 1970년도 국가 주요 행정업무의 전산화에서부터 시작되었으

나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1996년 제1차 정보

화 촉진 기본계획부터로 볼 수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정보화 촉진 기

본계획’ 수립된 이래로 지난 20년간 국가사회 발전 동력으로 정보화를 체

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년 기준 ITU ICT발전지수 세계 1위(ITU, 

2016, p. 12), UN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세계 3위(UN, 2016, p. 

111) 수준으로 평가되어 국가정보화 수준이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16년 국내총생산(GDP) 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실질GDP 

비중이 10.4%(미래창조과학부, 2017, p. 36)에 달해 국가 경제에도 크

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경과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

업’ 기간 중에 행정전산망사업의 7개 우선 추진 업무 중 하나인 국민복지

업무의 전산화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복지업무의 전산화

의 일환으로 수립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은 대국민 보건의료 및 복지서

비스 증대, 신속·정확하고 균형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행정·관리의 

사무자동화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보건사회행정 구현, 각종 보건의료·복

지통계의 생산 및 보급 확대에 의한 정책의 적합성 제고, 보건의료, 복지 

분야 전산화에 의한 정보사회 조기 구축에 기여를 위해 국가복지망을 구

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병의원, 지역의료, 의

약품, 식품위생,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사행정 등 7개 분야의 전산화 사

업을 추진하였다(보건사회부, 한국전산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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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국가정보화라는 국가 차

원의 정보화 정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시행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동법에 따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 정보

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

록 하였다.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으로 보건복지 정보

화 촉진 시행계획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분야별, 연차별 하위계획으

로 당해연도 보건복지 부문의 추진 방향과 목표, 중점사업 및 기대효과, 

예산 등과 함께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세부사업별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후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을 변

경하고 전부 개정함에 따라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

획으로,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변경되었으나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으로서 현재까지 매년 보건복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년)’, ‘국가보건의료 정보화 종합계획(2006년)’, 대통령 공약 및 핵

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수립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기본계획

(2008년)’ 등과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이기호, 2017).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는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중점적으

로 추진된 시기로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의 행정업무 전

산화와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진되었다(이기호, 2017). 이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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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까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 구축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시기로 지역보건 정보화, 아동보육 정보화,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보화, 복지급여 및 자격 

관리 정보화 등 다양한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통해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기 시작하였다(이기호, 2017). 2010년

대부터 현재까지는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보건복지서비스에 

융합하고자 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이기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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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

스 연구와는 연구의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 부문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주관 부서별로 정보화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현재의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와 국

가정보화 정책을 분야별로 다수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국가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

여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주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로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 

조직, 정책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전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부

터 새로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검

토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시 개선 방안

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이전부터 있었

으나 본격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1994년 국가정보화 정책

의 전담부처로서 정보통신부가 신설되고 1996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의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최

상위 기구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IT정책 추진체계로서 정

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기부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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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관련 연구에서는 새로이 신설된 정보통신부와 정보화추진위원

회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조정, 정책 수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주로 논의되었다. 주요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윤식 등(1997)은 

정보통신부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정기능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종수 등(1997)은 개

별부처 수준의 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

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및 위원

회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전

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및 기능

이 여러 부처 및 위원회 등으로 이관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2008년 전후의 정보통신

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전담부처 및 위원회 등에 

대한 조직 및 기능의 조정을 논의하던 선행연구와 차별되게 다양한 관점

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위원회 등의 조직,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되었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 내용

소영진
(2005)

전자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자정부 거버넌
스의 구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바람직한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구현방
안을 추진체계 측면과 프로세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

홍성걸
(2009)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
스 개선을 위해 매트릭스 조직원리를 적용한 경계 영역적 업무처리 조직을 제안

강정석 등
(2011)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른 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융복합 추세에 부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독임형 거버넌스를 제안

김현경 등
(2011)

주요 7개 국가(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독일)의 정보화 거버넌
스 현황과 추진 방향,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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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2009)은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추진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통령의 관심 저하와 국무총리의 위상 변화, IT 정책기능의 분산 이후 

총괄 조정기능의 미비, IT 관련 수요와 공급 간 효율적 정책연계를 위한 

체제 미흡, 기획과 예산기능의 연계 부족 등으로 지적하고 국가정보화전

략위원회의 IT 컨트롤타워화를 통한 기획조정 기능의 확보와 부처 간 정

책영역 중첩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경쟁과 협력으로 전

환시킬 수 있도록 경계영역적 업무에 대하여는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매트릭스 조직은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임시조직의 형태로서, 공통의 상

급자가 둘 이상의 조직으로부터 파견된 중간관리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구분 연구 내용

권장원
(2012)

방송통신산업 관점에서 현행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으
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

김명환
(2012)

이명박 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ICT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과 관련한 이슈인 관할범위(분산형/집중형), 조직 형태(독임제/합의
제), 기능(규제/진흥), 조정방식(분권형/집권형/혼합형) 등에 대한 논의와 분석
을 바탕으로 미래 ICT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제시

김상묵
(201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 문제점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이해집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
적 논의를 통해 정책기조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을 제안

김충영 등
(2012)

IT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국가정보화 컨트롤타
워와 IT 투자의 타당성 평가 프로세스 및 제도 운영의 부재를 지적하고, 대안으
로 국가정보화 컨트롤타워 조직의 신설과 IT 투자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과 
제도화 방안 제시

김상택 등
(2013)

이명박 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조정기능의 부재와 부처 간 업
무 혼선 및 중복, 정보화 정책 후순위로 인한 예산 삭감 및 인력 부족, ICT 정책 
추진력 약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집중형 ICT 거버넌스 체계 제안

윤광석 등
(2014)

협업 이론과 선진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
한 개선 방안으로 협동형, 사업단형, 융합조직형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 

정필운
(2015)

지능정보사회 특징과 현행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ICT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

정충식
(2016)

ICT 관련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역대 정부의 ICT 거버넌스 조직과 주요 기능 
및 역할 등을 분석하고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일부 정부위원
회의 통합안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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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조직원들을 공유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는 조직을 말한다(홍성걸, 

2009). 매트릭스 조직에 의한 업무 및 사업 집행방식은 모든 업무에 적용

하는 것은 아니며, 부처 간 갈등이나 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매트릭스 조직의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각 

부처의 모든 업무를 고유업무와 경계영역적 업무로 구분하고 각 부처의 

고유업무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되 부처 간 갈등이 있거나 경계영역적 업

무에 대해서는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

트릭스 조직의 주관부처는 상위기관에서 결정하며, 주무부처의 업무담당

자는 다수의 부처에서 중간관리자들을 직접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조직 형태이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매트릭스 조직원리를 적용한 경계영역적 업무처리 조직(홍성걸, 2009)

자료: 홍성걸. (2009).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추진체계. 정보화정책, 16(4), p. 45.

강정석 등(2011)은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거

버넌스 개선 방안으로 현재의 구조적 분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적
이고 수평적인 소통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과 단일 부처 

중심으로 융복합의 추세에 부합하는 독임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제2장 이론적 배경 43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정석 등(2011)이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관련 부처 간 

협의체 도입 방안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처 직원과 정보통신기술

(ICT)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 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처 간 협의체 도입 방

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관련하여 업무적으로 중복되거나 충돌하

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위원회3) 간의 업무 조율을 위해 경제장관회의, 총

리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관련 부처 간 협의체 구성안(강정석 등, 2011)

자료: 강정석 등. (2011).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ICT 거버넌스 연구. p. 241.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 정보통신기술(ICT) 전략본부 신설 방안

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 

직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을 대

통령실이나 청와대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다(그림 2-9 참조). 

3) 강정석 등(2011)의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부처 및 위원회인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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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정보통신기술(ICT) 전략본부 신설안(강정석 등, 2011)

 자료: 강정석 등. (2011).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ICT 거버넌스 연구. p. 242.

상기 두 가지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관련 부처들과 이해관계 및 업무조

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보다 상위기관인 총리실 또는 청와대 등이 중심

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 및 업무조정을 위해

서는 동등한 관계의 부처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상위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강정석 등(2011)은 독임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스마트 시대의 특징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관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독임제 거버넌스 방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 지원 관점에

서 지식경제부 중심의 독임제 거버넌스 방안,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기

능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추진 및 감독하는 방안 등 3가

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중심의 독임제 거버넌스 방안은 미국

의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를 참조한 

방안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환경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예산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추진하고 감독할 경우 강력한 부처 장악력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국가정보화사업의 고도화 단계에 도달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강정석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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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원(2012)은 방송통신산업 관점에서 현행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의 문제점으로 독임제 소통 구조,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진흥과 규

제의 일원화/이원화, 정치와 정책 간의 영역 구분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을 제시하였다. 권장원(2012)의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주체는 정부, 시장행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는 방송영역과 통신영역,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민, 정치

와 정책, 진흥과 규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 협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합의제에 입각한 수평적 소통 구조를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

스 구조 속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는 수평적 차원에서 논쟁과 협의 과정을 

거쳐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며, 만약 합의 창출이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거버넌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상묵(2012)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분산형 정보통신

기술(ICT) 거버넌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이해집

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적 논의를 통해 정책기조

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개방형 조정방식(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을 제안하였다(그림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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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개방형 조정방식의 ICT 거버넌스와 정책 과정

자료: 김상묵. (2012). 개방형 조정방식과 ICT 거버넌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3), pp. 
147-148.

당초 개방형 조정방식(OMC)은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정책결정방식

인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한 전통적인 거버넌스 방식의 한계로 도입한 

합의 시스템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있어서

도 법률에 의한 강제, 중앙정부의 일방적 규제 및 진흥, 참여자의 어쩔 수 

없는 정책의 수용이 아닌 개방적이고 공개적이며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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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효과적인 정책조정시스템으로 제안하였다.

김명환(2012)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역할과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이명박 정부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한계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철학 부재와 상황인식의 부족, 조정의 문제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기획 기능의 한계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 실패, 정책 균형감의 상

실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의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관할범위, 조직구조 형태, 기능 및 조정방식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관할범위와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융합에 따른 기존 영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관된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용이한 집중형 형태의 관련 기능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처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구조 형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독

임제 형태의 전담부처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능과 관련해서는 규제기능과 진흥기능 간의 구분이 현실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규제-정책기능을 단일기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초점조직을 중심으로 통합과 조정을 강

조하는 혼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하여 타 관련 부

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관련 



48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핵심부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율을 담보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융

합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시너지 창출

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명환(2012)의 연구에서 논의한 4가지 쟁점 사항과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을 요약하면, 분산되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의 독임제 전담부처로의 일원화를 통하여 전담부처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수립의 집행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초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충영, 남수현(2012)은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변화에 순응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IT 거버넌스(IT 

Governance)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기본안을 제안하였다(그림 2-11 참조). 김충영, 남수현

(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정보화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예산 배정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국가정보화 컨트롤타워 조직의 

신설을 제시했으며 체계적으로 IT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마

련과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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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국가 IT 거버넌스 체계안(김충영, 남수현, 2012)

자료: 김충영, 남수현. (2012). 국가정보화전략 및 거버넌스의 평가와 대안. p. 142.

비록 김충영, 남수현(2012)의 연구가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였으나 범정부 정보서비스에 대

한 통합된 주관부처의 신설로 대국민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 중복투자 방

지 및 컴포넌트 재사용 제고, 최고정보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통해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보다 일관되

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여겨진다.

김상택 등(2012)은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조정기능의 부재와 부처 간 업무 혼선 및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

화정책 후순위로 인한 예산 삭감 및 인력 부족 사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력 약화 등을 지적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혼합안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분리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그림 2-12, 2-13 참조).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혼합안은 기존의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전담부처로 이관하고 

전담부처 내에 이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형태이다.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규제와 진흥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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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하는 진흥 관련 정책은 독임제 행정기관인 전담부처에서 담당하

고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규제 관련 정책

은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정부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의사결정 구조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여러 

조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

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분산형 추진체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조정기능의 부재와 이로 인

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규모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여 기존 조직의 저항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
위원회 분리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와 진흥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조직을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방안이다. 여러 조직으로 산재되

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

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안의 장단점을 공유하지만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분리한다는 점의 차이로 두 조직 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및 조정의 필요

성에 대처하여야 한다.

[그림 2-12] ICT Governance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혼합안(김상택 등, 2012)

자료: 김상택 등. (2012). 국가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 정보사회와 미디어, (2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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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ICT Governance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분리안(김상택 등, 2012)

자료: 김상택 등. (2012). 국가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 정보사회와 미디어, (22), p. 55.

윤광석, 박경돈(2014)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

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법률, 조직, 정

책 측면의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윤광석, 박경돈(2014)의 연구 결과 

중 조직 측면에서 추진체계 분산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중 조직 측면의 주요 쟁점 사항

쟁점 구체적 쟁점 주요 내용

추진체계
의 분산

부처 간 
업무의 
중복

- 담당 부처 간 기능의 중복으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고객의 불편 야기
- IT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IT 정책의 혼선
-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부처 간 중복 사업 실시

부처 간 
혼란 발생

- 고객인 ICT 산업 종사자가 동시에 여러 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비
효율 발생

- 정보통신부의 해체 이후 기능 분산에 따른 부처 간 중복 및 이로 
인한 불편 초래

부처 간
갈등 발생

- 부처 간 갈등 및 대립의 다양한 사례 제시

부처 간
조정 

기능의
미흡

- 정보통신부의 해체 후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정능력은 미흡

- 갈등조정기관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IT 특보가 있지만 역
할 미흡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부처 간 갈등 조정 및 중재능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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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체적 쟁점 주요 내용

추진동력
상실

- ICT 관련 진흥정책의 분산으로 전문성, 경쟁력, 추진동력 등 저하
- ICT 관련 기능의 분산으로 효과적 정책 추진의 어려움, 기관 간 

갈등, 정책혼선 심화, 기능 중복에 대한 조정 실패 등의 문제 발생
-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ICT 기능의 분산은 정책 추진동력을 약화
- ICT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부처의 부재로 추진력 약화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미흡으로 부처 간 협조와 

조율이 되지 않아 추진력 약화

환경변화
대응 미흡

- 환경변화 대응 미흡 사례 제시

ICT 정책 
컨트롤타
워 부재에 
따른 문제

독임제 
형식의

부처 또는 
ICT

독립부처 
설립

필요 여부

- ICT 총괄 독임제 형식의 부처 설립 필요
- 독임제 부처 + 방송 및 통신을 담당하는 내부 규제위원회 형식
- 독임제 부처 설립 시 반응성 원칙과 위원회 재설계 시 합법성 원

칙을 준수
- 독임제 부처를 설립하여 ICT 정책 통합, 방송규제위원회를 설치

하여 방송정책의 공정성 기여
-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로 일원화, ICT 기능과 방송 및 통신기능

을 한 부처로 통합, 방송 내부 독립위원회 혹은 외부 위원회 설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콘텐츠 위원회로 변경, 콘텐츠 관련 규제기

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통합
- 청와대에 ICT 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조정기능을 강화, 국가정보

화전략위원회에 예산 통제 권한 부여, 분산된 ICT 관련 공공기관
도 독임제 부처로 이관

- 독임제 부처 신설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을 독임부처 내
부 독립위원회 또는 외부 위원회로 이관

- 모든 ICT 영역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타 부처 ICT 관련 영역
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임제 부처에 통합

- 신설되는 독임제 또는 독립부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 추구
-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독임제 부처 설

립이 필요
- 독임제 부처가 스마트 시대의 ICT 거버넌스에 적합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합의형 거버넌스 체계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
- ICT 생태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강력하

게 추진할 독임형 부처 필요

컨트롤타워
설립 여부

- 합리적인 정책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설치, 소통과 협력 제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 도출
- ICT 관련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기제를 설치
- 전담부처 설립, 상위 조정 기제 설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협력적 거버넌스는 독임제부처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짐

- 현재 우리 정부의 개방･참여･공유･협력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

- 미래예측연구 전담기구 설치, 민-관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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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윤광석, 박경돈(2014), 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pp. 52-53, 60-62 재정리.

한편 윤광석, 박경돈(2014)은 협업 이론과 선진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

해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협동형(A+B), 사

업단형(C), 융합조직형(D)을 제시하였다(그림 2-14 참조).

[그림 2-14] ICT 정책집행체계의 협업적 개선(윤광석, 박경돈, 2014)

자료: 윤광석, 박경돈. (2014). 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p. 214.

협동형은 기능 중첩 없이 물리적 협업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분야별 총

괄기관의 정책관리 업무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별 기관

의 협업적 참여라는 독자적 기관 입장을 지지하고 기존 기관의 활용성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요한 기능에 협업이 부

진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기관 간 협업의 부실화 우려, 관련 기관과의 업

무갈등 및 마찰이 예상되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집행의 공공성 및 효

율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쟁점 구체적 쟁점 주요 내용

간 합의 시스템 마련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형성
- ICT 기능 분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거버넌스 구조 중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간 협의체, 대통령 
직속의 IT 전략본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ICT 조정방식의 수평화, 참여적 ICT 거버넌스 구축, 부처할거주
의의 극복 등을 통해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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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형(일원화 방안)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단일 관리기관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의 조직 내에 다기능의 부처를 위치시켜 

기능적 우산을 만들고 기관기능을 조율･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

는 기관의 핵심기능을 하나로 묶고 일원화하는 조치를 통해 개별 기관이 

관리에서 자유롭게 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협업 방식이다. 사업단형

은 새로운 조직 신설 없이 기존 정부기관의 조직･인력을 활용한 통합관리

가 가능하고, 기존 개별 정부기관별 고객의 접근성을 보장하며, 중첩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종합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

술(ICT) 관리가 가능하며, 분야별 총괄기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일정기간 사업단의 조직정비에 

정부역량이 투입되어 개별 총괄기관의 업무공백과 혼란이 우려, 정보통

신기술(ICT) 기능적 전문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기능배분의 경직성 때

문에 기관 간 효율적인 기능조정의 한계, 한시적 기능조정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

융합조직형은 분야별 총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전

담할 상위기관을 신설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의사

결정 등의 정책 과정을 총괄하는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

안이다. 융합조직형은 분야별 총괄기관과 신설된 상위 총괄기관 간 긴밀

한 업무체계의 수립이 용이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세부 분야 간 조율 및 

균형관리에 따른 장기적 정보통신기술(ICT)의 효율성과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의 신설로 정부자원의 낭비 가능성과 상위조직 신

설 후 기존 총괄조직과 해당 상위조직 간 체제정비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

이 필요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업무 불화와 혼란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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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형, 사업단형, 융합조직형의 개념, 관리체계의 대안, 장점 및 단점

을 요약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협동형, 사업단형, 융합조직형의 개념, 관리체계의 대안, 장점 및 단점

구분 협동형 사업단형 융합조직형

개념
- 기능 중첩 없이 물리적 협

업 방안
- 분야별, 기능별 사업단을 

구성한 협업적 분화 방안
- 별도의 정부기관을 설치하

는 방안

관리
체계의 
대안

- 분야별 총괄기관의 정책관
리업무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ICT의 중첩된 관리업무에 
대한 ‘기능적 그룹화’

- 분야별 총괄기관으로부터 
ICT 관리업무를 전담할 
상위기관을 신설

- ICT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의사결정 등의 정책 과정
을 총괄하는 다양한 기능
과 업무를 담당

장점

- 개별 기관의 협업적 참여
라는 독자적 기관 입장을 
지지

- 기존 기관의 활용성 및 비
용절감 기대

- 새로운 조직 신설 없이 기
존 정부기관의 조직･인력
을 활용한 통합관리 가능

- 기존 개별 정부기관별 고
객의 접근성 보장

- 중첩된 ICT 분야의 기능
을 통합하여 효율화 가능

- 집중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종합적 관점에서 ICT 관
리 가능

- 분야별 총괄기관의 기능 중
복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 분야별 총괄기관과 신설 
상위 총괄기관 간 긴밀한 
업무체계의 수립 용이

- ICT 세부분야 간 조율 및 
균형관리에 따른 장기적 
ICT의 효율성

- ICT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 
대응 가능

단점

- 중요한 기능에 협업이 부
진할 가능성 상존

- 기관 간 협업의 부실화 우
려

- 관련 기간과의 업무갈등 및
마찰 예상

- ICT 정책집행의 공공성 및
효율성 약화

- 일정기간 사업단의 조직정
비에 정부역량이 투입되어 
개별 총괄기관의 업무공백
과 혼란 우려

- ICT 기능적 전문화에 역
행 우려

- 기능배분의 경직성 때문에 
기관 간 효율적인 기능조
정 한계

- 한시적 기능조정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

- 조직의 신설로 정부자원의 
낭비 가능성: 효율적 정부
에 배치

- 상위조직 신설 후 기존 총
괄조직과 해당 상위조직 
간 체제정비에 상당한 시
간과 자원이 필요하여 해
당 기간 동안 업무 불화와 
혼란이 예상

자료: 윤광석, 박경돈(2014), 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pp. 215-217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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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운(2016)은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주무부처 및 심의·의결기관의 개선 방안을 제안

하였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주무부처 개선 방안으로는 ① (현

행 유지안)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과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과 ICT 기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합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 형태

를 유지하는 안, ② (ICT 전담부처 신설안)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독임

제 중앙행정기관을 유지하되, 과학 행정과 ICT, 행정을 분리하여 ICT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안, ③ (독립행정위원회형 부처 신설안)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ICT 기술을 담당하는 독립행정위원회형 중앙행

정기관을 신설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유지안을 채택하

였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적 경

험,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기득권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추

진체계, 조직의 안정성 등 전문성 있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필요성에서 비

롯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심의·의결기관 개선 방안으

로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유

지하는 안, ②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하는 안 ③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

령 소속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3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강력한 권한

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고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정충식(2016)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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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조직과 주요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본 

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부3.0추진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분석하여, 문

제점을 도출한 후 다음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와 관련한 정

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충식(2016)의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관

련 정부위원회의 문제점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

면서 관할범위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

부위원회의 운영이 정부부처들 간의 정책조정이나 상호협력 등 조정기능

을 수행하기보다는 대부분 심의기능과 의결기능만을 수행함에 따라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해 행정사무 

집행의 비효율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한 4개 위원회 가운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정보

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로 남겨두고 공공

데이터전략위원회, 정부3.0위원회 및 전자정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 ICT를 활용한 정부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위원회로 재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충식, 2016).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의 주요 문제점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총괄 조정기능의 미비(홍

성걸, 2009; 권장원, 2012; 김명환, 2012; 김충영 등, 2012, 김상택 등, 

2012; 윤광석, 박경돈, 2014)와 부처 간 업무 중복 또는 혼선으로 인한 

갈등(홍성걸, 2009; 강정석 등, 2011; 권장원, 2012; 김상묵, 2012; 김

명환, 2012; 김상택 등, 2012; 윤광석, 박경돈, 2014)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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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점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력조직을 구성하는 방안(홍성걸, 2009; 

강정석 등, 2011; 윤광석, 박경돈, 2014), 정부, 시장행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권장원, 2012),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부처 신설 방안(강정석 등, 2011; 김명환, 2012; 김충영, 

2012; 김상택 등, 2012; 윤광석, 박경돈, 2014; 정필운, 2016) 등 다양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도 장

단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일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산형 정보통신기

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제2절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제3절 시사점

3제 장





본 장에서는 국내와 일본, 미국, 호주, 영국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업무, 법과 제도, 그리고 보건복지 ICT 

비전 및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

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가정보화에 있어 

추진조직과 관련 법률, 관련 제도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현황을 염두에 두고자 하였으며,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 추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6개 타 부처와의 

정보통신기술(ICT) 추진 조직 현황도 함께 파악하여 시사점을 더하고자 

한다.

제1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1.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현황

가. 조직과 업무

우리나라 국가정보화는 1970년대 중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부터 시작

하여 전산화/디지털화, 정보화/온라인화, 소셜화/모바일화, 지능화/개인

화 등으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진화하여 왔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

화진흥원, 2014) 그림 3-1 참조].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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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가정보화 정책 추진 경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국가정보화 20년의 기록. p. 10.

이와 같은 정보화 추진에 있어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

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6조에 따라 1987년 5월 대통령 소속하

에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정보화사업을 주도하였다(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986).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 목

적은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상환,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도입 및 개발,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법령의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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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93년 제14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

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1995)이 제정되고, 기존 차관급의 ‘전산망조정

위원회’는 장관급의 범정부적인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대체되어 국가정

보화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되었으며 주무부처는 기존 ‘청와대(대통령비서

실장)’로부터 ‘정보통신부’로 바뀌어 정보통신부가 어느 정도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목

적은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으로 동법 제9조에 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구축과 이용, 정보화

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 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 촉진, 정보화 

촉진 시책의 추진 실적 평가, 기타 정보화 촉진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

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2000년 말부터 전자정부사업이 부각되면서 국가정보화 추진과는 

별개로 2001년 1월 정부혁신위원회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출범

하여 전자정부사업을 주도하였으며 주관부처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협업체계로 집행되었다. 이후 2008년 제17대 정부는 정보

통신부를 해체하고 국가정보화 총괄기능을 행정안전부에 부여하였으며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국가정보

화 기본법, 2009)으로 전부개정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해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정충식, 2009).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

치 목적은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동법 제

10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

사항 변경,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 국가정보화정책이나 사업 추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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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 분석 및 점검, 지식

정보자원의 지정,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중장기 지식정보자

원 관리계획, 기타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13년 3월 제18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

되어 국가정보화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동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 소

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

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3)이 제정되

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존 ‘국가정보

화 전략위원회’는 폐지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해 2014년 5월 ‘정보

통신전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정보통

신전략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동법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확정, 기본계획 확정, 기본계획 및 실

행계획 추진 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

위 권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

책현안 및 업무조정, 국가정보화 추진 주요 사항, 기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의

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 대표적인 추진체계와 

각 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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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현황

위원회명
설치
시기

위원장 설치 근거
추진 

주관부처
기능

(심의‧조정)

전산망
조정

위원회

1987. 
5. 

대통령
비서실장

전산망보급확
장과이용촉진
에 관한법률

(1986. 5. 12. 
제정) 제6조

청와대

-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에 관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
- 국기기간전산망사업 관련 기술 및 

기기 도입 및 개발
-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및 운용담당

자 지정
-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제도의 개선 등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화
추진

위원회
1996. 국무총리

정보화촉진기
본법(1995. 8. 

4. 제정) 
제8조

정보
통신부

- 기본계획 중 중요사항 변경
- 시행계획 중 중요사항 변경
- 정보화촉진 등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조정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과 이용
- 정보화촉진기금 운영방침
- 국가기간전산망 개발촉진 등
- 정보화촉진시책 추진실적 평가
- 기타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가
정보화
전략

위원회

2009. 국무총리

국가정보화기
본법(2009. 5. 
22. 전부개정) 

제9조

행정
안전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사항 

변경
-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 국가정보화정책이나 사업 추진 조

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

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

로 정한 사항
-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 기타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

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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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과 제도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관련 법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

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5월 

제정되었으며,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의 신설과 수신자

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 한국전산원의 설립

에 관한 사항 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이관하는 등의 타 법과의 관계

를 재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999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

위원회명
설치
시기

위원장 설치 근거
추진 

주관부처
기능

(심의‧조정)

정보
통신
전략

위원회

2014. 
5.

국무총리

정보통신진흥
및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3. 8. 13. 
제정) 제7조

미래창조
과학부

(現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 기본계획 확정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 분

석, 점검 및 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

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조정

- 국가정보화 추진 주요 사항
- 기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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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

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제공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

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신설 등을 위해 2001년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1)로 전부개정된 후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국가정보화 관련법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을 통해 개정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은 동법 제1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

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의 안정

성 확보, 통신과금서비스, 국제협력, 보칙, 벌칙 등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살펴보면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

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8월 제정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

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

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

화하여,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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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

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으로 전부개정된 후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동법 제1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의 기

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

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국가

정보화의 추진,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보칙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3)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

부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벤처창업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 

구축, 정보통신 진흥의 핵심영역인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개별산업에 대

한 지원,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물의 사

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

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3년 8월 제정되었다. 이후 일부 조항 신설을 

위한 한 차례의 일부개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을 거

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은 동법 제1조에 따라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

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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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추진체계의 구축, 정보통신 진흥, 정보통신 융합 등 활성화 지원 등, 

보칙, 벌칙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제도는 ‘정보화책임관’ 제도

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제도이다. 

우선 민간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공공부문에 도입하게 된 ‘정보

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제도는 1998년 10월 ‘행

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것으로(김석주, 2011), 1999년 1월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9조의 2(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보화책임관 임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

고히 하였으나 ‘임명할 수 있다’는 선택지로 되어 있어 강제성을 띠고 있

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선택사항에서 의무규정화가 된 것은 2015년 6월 

법률 제13340호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일부개정되면서부터 정보화책

임관에 대해 ‘임명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화되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64조의 2에 근거하여 정부가 전자정부사업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자정부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로 위탁 대상 사업의 범위는 〈표 3-2〉와 

같다.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2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자정

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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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대상 사업 범위

구분 사업 내용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창구시스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

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

공통행정서비스
-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

하여 행정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

통합‧연계사업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연계되어 고

도의 사업관리 역량요구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 해당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부족 혹은 
필요인력이 충분치 않아 위탁관리 필요사업

- 그 외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대국민‧공통행정서비스 및 
통합‧연계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전문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 p. 7.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중 국가정보화 관련 위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

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와 행정기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이와 같

은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행정안전부, 

2017). 2017년 1분기 기준 정부 위원회는 36개 행정위원회, 498개 자문

위원회 등 총 534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국가정보화 

관련 위원회는 1개 행정위원회, 14개 자문위원회 등 총 1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7) 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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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가정보화 관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목록

번호 위 원 회 명 소 속 주관부처 성격
근거
유형

근거 법령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3
한국사

정보화심의회
교육부 교육부 자문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4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5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국방부 국방부 자문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
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국가공간정보

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문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

7
국가교통데이터베

이스협의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문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17조 5항 

8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국무총리 대검찰청, 경찰청 자문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9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자문 법률 도서관법 제12조

10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국무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자문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1
국가초고성능
컴퓨팅위원회

미래창조 
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자문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12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심의회
미래창조 
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자문
대 통
령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13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자문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4
정부3.0

추진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자문

대 통
령령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5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자문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
성화에 관한 법률 29조 1항

자료: 행정안전부. (20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17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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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가. 조직 및 업무

보건복지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 및 업무를 살펴보기에 앞서 정

보통신기술(ICT)과 관련 부처 현황, 그리고 18개 중앙부처의 정보화 총

괄부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처는 2008년 이전 정보통신부

가 국가정보화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중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체계였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

부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등 주요 4개 부처로 국가정보화 기능이 분산된 분산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체계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으로 부처 간 일부 기능 조정 후 국가정보화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현재

는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4개 부처로 국가정보화 기능이 

분산된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화 기능이 분산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

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중앙부처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 및 업무를 살펴보고자 2017년 

11월 기준,4) 중앙정부 18개 부처 각각의 직제 시행규칙을 살펴본 결과 

정보화에 관한 총괄부서는 모두 기획조정실에 속해 있으며 정보화담당

관, 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등

4)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준임(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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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보건복지부만이 ‘정보’와 ‘통계’를 분리하

여 정보화담당관과 정책통계담당관을 각각 두고 있으며 그 외 부처에서

는 ‘정보’와 ‘통계’를 정보화 총괄 부서에서 아우르거나 혹은 각 부서별로 

그 기능이 산재해 있다. 한편, 최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

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

토교통부 등 18개 중앙부처 중 4개 부처가 정보보안담당관(혹은 정보보

호담당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표 3-4 참조). 

이들 정보화 총괄부서에서는 해당 부처의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총괄‧관
리, 해당 부처의 정보화예산 검토‧조정, 해당 부처의 정보화사업 평가, 부

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자원관리(EA) 계획 수립‧추진‧관리‧운영,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부내 정보화교육, 부내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일부 부처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업무

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였다. 한편 각 부처 사업부서에서는 정보화와 관련

하여 특정사업 정보화계획 수립‧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운영‧관리, 관

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표준화 관리, 관련 포털 구축‧운영, 관련 정보

시스템 연구, 관련 정보화 법‧제도 개선, 관련 센터(기관) 설치‧운영 및 지

원 등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3-4〉 중앙부처의 정보화 총괄 부서 현황(2017년 11월 기준)

부처명 정보화 총괄 부서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정보관리관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실 외교정보관리관 외교정보보안담당관

통일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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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8개 부처별 해당 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7년 11월 기준).

한편 보건복지부는 1948년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노동‧보건‧후
생, 그리고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회부’로 출범하여(정부

조직법, 1948) 총무과에서 ‘통계’ 업무를 관장(사회부 직제 제4조, 1948)

해 오다 1963년 12월 16일자로 보건사회부5) 기획관리실이 신설되면서 

‘관리조사와 행정통계 유지 및 분석’ 업무를 관장(보건사회부 직제 제3

조, 1963)하게 되었다. 그 후 1973년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업무에 

통계 관련 업무뿐 아니라 ‘콤퓨타의 운영’ 내용이 추가되어(보건사회부 

직제 제8조 제4항, 1973) 정보화에 관한 업무 내용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5년 기획관리실에 통계담당관이 생겨나면서 ‘통계 관련 각종 

업무’와 ‘컴퓨터 운영’ 업무가 포함(보건사회부 직제 제8조 제9항, 1975)

5) ‘사회부’는 ‘보건부’를 거쳐 1955년 ‘보건사회부’로 명칭 변경(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부처명 정보화 총괄 부서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국방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 정보화기획담당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관리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담당관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고객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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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1977년 기획관리실에 통계담당관이 없어지고 정책조정관에 

‘통계 관련 업무’와 ‘컴퓨터 운영’ 업무가 포함(보건사회부 직제 제8조, 

1977)되었다가 1981년 기획관리실에 다시 통계담당관이 생기면서 ‘통

계 관련 업무’와 더불어 기존 ‘컴퓨터 운영’ 업무가 ‘전자계산’ 관련 업무

로 명칭이 변경되어 포함(보건사회부 직제 제8조, 1981)되었다. 1991년

에는 ‘보사행정 전산화’라는 명칭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보건사회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1991) 1994년 보건사회부 통계담당관은 

‘전산통계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계 관련 업무와 보사행정 전산

화 업무를 담당(보건사회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1994)하게 되었

다. 1996년에 보건복지부6) ‘전산통계담당관’ 업무는 통계 관련 업무와 

보건복지행정의 전산화 업무를 포함(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1조, 1996)하였으며 1998년부터 ‘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계 관련 업무와 보건복지 정보화 업무가 포함(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1998)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이 보건복지부 부내 정보

화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는 실무부서

와 협력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0년대부터 보건복지 정보화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인력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화를 추진

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역할을 조정‧
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 정보화에 있어 ‘정보화담당관’이 총괄적인 역할 수행을 

해 오던 것을 그 외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정보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복

6) ‘보건사회부’는 1994년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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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기획과와 복지정보운영과, 급여기준과 등 4개의 정보 관련 단위부

서를 두고 있다. ‘복지정보과’는 2010년 4월 신설되어 사회복지통합관리

망 전반을 담당하여 왔으며 그 후 2017년 2월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

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2017. 2. 28.)하고 기존 ‘복지정보과’를 ‘복지정보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7년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서 ‘의료정보정책

과’를 신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 5. 8.)하였

다. ‘의료정보정책과’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제 시행규칙에는 비록 명시되지 않았지만 보건보지부 

홈페이지(mohw.go.kr)의 부서별 담당업무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밀

의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기준과는 2010년 7월부터 보건복지 급여 및 서비스와 관한 기준

을 표준화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

조 제1항, 2010). 이에 급여기준과는 보건복지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여 및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하

며,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보건

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

항, 2010). 한편 급여기준과 업무는 급여와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 조정, 

사회보장정보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

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운영하기 위해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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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시스

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보육통합정보시

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는 전담기관이다.

이들 각 과의 담당 업무는 〈표 3-5〉와 같다.

〈표 3-5〉 보건복지부 정보화 관련 부서 담당 업무 현황(2017년 6월 기준)

부서명 담당 업무

정보화

담당관

- 보건복지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ㆍ조정

-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보건복지 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

정보

기획과

-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총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복지

정보

운영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78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자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17. 6. 20, 보건복지부령 제501호).

한편 2016~2018년 보건복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표 3-6>

과 같이 정보화관련 주요 5개과 이외에도 여러 과에서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2016~2018년도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명 현황

부서명 담당 업무

의료

정보

정책과

-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급여

기준과

-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 간 기준의 조정 

-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사전검토 조정 

- 보건복지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

식 등의 표준화 

-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 

-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 중앙부처 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 사회보장정보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부서명 정보화사업명 20161) 20172) 20183)

정보화담당관

- 본부 전산운영
- 부내행정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
- 국립병원 정보화

○ ○ ○

복지정보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사회서비스정책과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보육정책과 - 보육전자바우처 구축 및 운영 ○ ○ ○

건강정책과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약무정책과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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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보건복지부. (2015). ’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하반기).
2) 보건복지부. (2017a). ’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하반기).
3) 보건복지부. (2017b). ’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상반기). 

2017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차관 아래에 4개 실, 6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조직도는 [그림 3-2]와 같다.

부서명 정보화사업명 20161) 20172) 20183)

공공의료과 -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 ○ ○

응급의료과 -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 ○

노인지원과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위탁사업 ○ ○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운영지원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 ○

보건복지콜센터 - 보건복지콜센터(보건복지콜센터 운영) ○ ○ ○

생명윤리정책과
-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연명의료계획서등록시스템 

개발 및 구축)
○

노인정책과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인구정책과 - 인구교육홈페이지 관리사업(인구교육추진지원) ○ ○

아동권리과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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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보건복지부 조직도(2017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보건복지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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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과 제도

보건복지 정보화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법령으로는 ｢보건복지부 정보

화추진규정｣이 있으며 그 외 각 사업별로 개별 법령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12호(2010. 8. 

20. 일부개정)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칙,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정보

화사업 추진, 평가 및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정보표준화, 정보보안, 정보

화교육 등 8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3-7 참조).

〈표 3-7〉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내용

총칙
- 목적
-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보건복지부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계획의 수립

- 부문별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 추진

-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 정보화예산 확보
- 정보화사업의 조정
- 감리대상 여부 판단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기술평가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 입찰공고
- 제안서 기술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 EA현행화
- 지체상금

-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분석
- 정보화사업의 추진
- 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의뢰
-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검토
-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업체 선정 및 계약
-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 검사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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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2010)(일부개정 2010. 8. 20, 보건복지부 훈령 제12호).

보건복지정보화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결핵예방법｣,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개별 단

위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표 3-8 참조).

〈표 3-8〉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법률 현황

법률명 정보화 관련 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검역법 -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결핵예방법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민연금법
-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노후준비지원법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구분 구성 내용

평가 및 사후관리

- 정보화사업 평가
- 정보자원의 관리책임자 지정
-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 장애 발생의 처리

- 정보화사업의 포상
- 정보자원의 유지·관리
- 불법복제프로그램의 사용금지
- 재난방지 노력

보건복지부 정보표준화 - 정보표준화 - 표준의 제정 등

정보보안
-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 보안대책 등

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

부칙 규정의 공표 및 시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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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정보화 관련 주요 내용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
- 보건의료‧복지분야의 전산화 촉진을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

구‧개발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온라인서비스하는 대국민포

털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원 설립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책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 및 발견체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아동복지법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약사법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의료법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원격의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
의 이전

입양특례법
-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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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중 보건복지부의 경우, <표 3-9>와 

같이 1개 행정위원회, 46개 자문위원회 등 총 47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2017) 정보화와 관련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보건복지부 운영 위원회 목록

번호 소속 위원회명 성격 근거 법령 설치일자

1 대통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자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2005. 1. 1.

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2012. 5. 23.

3 국무총리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위원회

행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4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자문 영유아보육법 제5조 2007. 10. 17.

5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1996. 7. 1.

6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복지법 제10조 2012. 8. 5.

7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000. 1. 1.

8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2008. 3. 28.

9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010. 12. 30.

10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2항 2008. 3. 28.

1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2012. 9. 1.

12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2006. 12. 30.

13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2009. 3. 22.

14 〃 국가노후준비위원회 〃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 2015. 12. 23.

15 〃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001. 1. 12.

16 〃 국가암관리위원회 〃 암관리법 제6조 내지 7조 2004. 3. 5.

17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치매관리법 제7조 2012. 2. 5.

18 〃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2006. 12. 28.

19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103조 1987. 9. 1.

20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103조 1987. 9. 1.

21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111조 1987. 12. 31.

22 〃
보건의료기술정책
심의위원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199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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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20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17년 1분기).

번호 소속 위원회명 성격 근거 법령 설치일자

23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2000. 7. 13.

24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2

2016. 6. 30.

25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 2007. 4. 28.

26 〃 연계급여심의위원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

2009. 8. 7.

27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의료법 제58조의 2 2011. 1. 24.

28 〃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
환자유치정책심의위원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6. 6. 23.

29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

1970. 8. 4.

30 〃
인체조직안전관리
자문위원회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

2005. 1. 1.

31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2005. 1. 1.

32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46조 2008. 7. 1.

33 〃 장기요양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46조 2008. 7. 1.

34 〃 장애판정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991. 8. 17.

35 〃 제대혈위원회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률 제6조

2011. 7. 1.

36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12. 3. 31.

37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제6조 2004. 1. 29.

38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999. 9. 7.

39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5

2012. 8. 5.

40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제6조 2001. 10. 1.

41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011. 6. 7.

4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
별법 제5조

2010. 1. 18.

43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2011. 12. 31.

44 〃 편의증진심의회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
조의 2

2003. 12. 31.

45 〃 한방산업육성협의회 〃 한의약육성법 제12조 제2항 2004. 8. 7.

46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 한의약육성법 제4조 2004. 8. 6.

47 〃 혈액관리위원회 〃 혈액관리법 제5조 199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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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1. 일본

가. 조직 및 업무

일본의 후생노동성(厚生勞動省)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

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부처로 국민생활의 보장 및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 향상과 증진, 

노동조건 및 노동자 작업환경의 정비, 직업 보호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직도를 살펴보면 내부부국으로 11개 국(局)과 3개 

관(官)으로 구성되어 있다(후생노동성, 2017a). 

일본의 후생노동성(厚生勞動省)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조

직은 내부부국 중 3개 관(官) 중 하나인 정책통계관(통계·정보 정책 담당)

의 하부조직인 정보화담당참사관실(情報化担当参事官室)에서 주요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담당참사관실(情報化担当参事官室) 소관업무로는 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 주로 정보 정책에 관한 것, ② 후생노동성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

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중 주로 정보 정책에 관

한 것, ③ 후생노동성 소관 사무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입안의 조정에 관

한 일 중 주로 정보 정책에 관한 것 등을 수행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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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과 제도

1) 원격의료 관련법

일본은 후생성 고시를 통하여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정보 활용 및 서비

스 활성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있다(박선주 등, 2014).

2)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일본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사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본

법은 목적, 기본이념,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 시책,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전략 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은 일본 법률로서는 처음으로 ‘AI’, ‘IoT’, ‘클라우드컴

퓨팅 서비스’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정의 목적은 일본이 선도적으로 데

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급속한 소자고령화(小子高齡化) 진전에 대응

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및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

심하게 살 수 있는 사회와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그림 3-3 참조]. 

데이터 활용으로 자립적이고 개성이 풍부한 지역사회 형성, 신산업 창

출,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활력 있는 일본 사회 실현 등에 기여할 것으

로 보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표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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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정 배경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데이터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 실현. NIA Special Report 2017-07. p. 1.

〈표 3-10〉 관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시책(일본)

기본 시책 주요 내용

정부‧지방공공단체
오픈데이터 촉진

- 관민 데이터를 여러 주체가 쉽게 활용하도록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오픈데이터 추진

- 기업 이익이나 국가 안전 등을 해치지 않도록 공익 증진이나 기업 
협력 분야의 오픈데이터 촉진

종이 중심 문화에서
탈피

- 정부‧지방공공단체는 종이 문화에서 탈피해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
도록 행정 절차 온라인화를 원칙으로 정보시스템 개혁과 업무 재
검토(BPR) 추진

관민 데이터 취급과
관련된 룰 정비

- 다양한 주체에 의한 관민 데이터 활용 룰 정비, 데이터 유통 관련 
제도 재검토(콘텐츠 유통, 지적재산 제도 등), 전자 위임장의 법 
정비 등 추진

관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 등 촉진

- 관민 데이터 유통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표준화(어휘, 코드, 문자 
등)나 API 연계, 인증 기능 등 분야의 횡단적인 서비스 플랫폼 정비

디지털 격차 대책, 연구
개발, 인재 육성, 보급
계발 등

- 데이터 활용 촉진에 있어서 이용 기회 등의 격차 시정(디지털 격
차 대책, 데이터 활용의 공평성, 평등성 등 확보), 연구 개발, 인
재 육성, 보급 계발 등 추진

정부‧지방공공단체
시책의 정합성 확보

- 데이터 활용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각 지방공공단체 
간 시책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일본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데이터가 사람을 풍요롭게 하
는 사회 실현, NIA Special Report 2017-07, p.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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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T 비전 및 전략

일본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0년에 발표한 ‘어디든 My 

병원’ 전략으로 개인건강정보7) 축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적인 보건의

료서비스 이외의 건강관리사업모델 및 신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박선주 등, 2014).

  2. 미국

가. 조직 및 업무

미국의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uman and Health 

Services)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휴먼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연방기구이다. 

미국의 보건복지부(HHS)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조직은 행

정차관실(ASA: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직속조직으로 설치된 최고정보책임국(OCIO: The 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에서 부내 정보화 혁신, 전략 수립, 운영, 정보보안 

등의 정보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정보책임국(OCIO)은 ① 사업운영부, ②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개

7) 어디든 MY병원의 건강정보는 객관적인 ‘데이터’(①조제정보, ②진료명세서 ③건강데이터
(체중/혈압/맥박, 운동정보, 체지방 등), ④검사데이터(소변/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검사 
결과 등))와 의사의 판단이나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판독보고서, 소견서 등)로 구별
하여 취급한다(박선주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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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③ 정보기술 아키텍처 및 전략기획부, ④ 정보보안부, ⑤ 혁신본부, 

⑥ IT전략·정책·거버넌스부, ⑦ 자산관리부 등 7개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정보책임국(OCIO)의 주요 업무는 연방정부의 전자정부정책

(E-Government Initiatives)에 미국 보건복지부(HHS) 참여와 기술 지

원 및 조정, IT 운영관리(IT 프로젝트 관리, IT 인프라 지원, IT 전문인력 

개발 및 훈련 등), IT 투자분석(HHS의 전략기획, 자본계획 및 투자 조정, 

예산 및 성과관리, 주요 정보시스템의 위험 평가 등), IT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IT 성과 측정,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의 전략적 개발 및 적용, 

업무재설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전문영역 정보기술 프로그램관리책임관(Domain IT PMO: 

Domain IT Program Management office)을 설치하여 IT 관리, 보건

서비스, 과학적인 연구 등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각각의 프로젝트팀들을 

조정 및 연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보건복지부(HHS)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조직으로 

보건부 산하 조정위원회, 보건정보기술 국가조정국(ONC)이 있다. 보건

부 산하 조정위원회, 보건정보기술 국가조정국(ONC)은 2004년에 대통

령령으로 설립한 보건복지부(HHS) 산하 조직으로 상호운용 가능하고 안

정한 전국 단위의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정보기술의 의미 있

는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박선주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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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과 제도

1)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년 2월 17일에 78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 건

설 프로젝트, 의료보험, 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개발 및 일반 가정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제정된 법령이다(박선주 

등, 2014).

2) 건강정보기술법(HITECH:·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 Clinical Health)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기술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도입하기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경기부양 예산의 일부를 투자하기 위해 제정하

였다(박선주 등, 2014).

다. ICT 비전 및 전략

1) 의미 있는 정보 활용(meaningful use) 프로그램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을 제정

하여 본격적인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도입 및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의 하위법인 

‘경제적‧임상적 건강건전성을 위한 건강정보기술법(HITECH)’은 전자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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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EHR) 기반의 보건의료정보화에 2019년까지 약 270억 달러의 범정

부 예산투자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박선주 등, 2014). 즉, 건강정보기술법

(HITECH)은 건강정보기술(HI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특

히,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의 의료기관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

다. 이러한 법령의 마련에 따라 2014년도에 병원과 다른 병원 또는 급성

케어서비스기관과의 건강정보 교환은 2008년도에 비하여 85% 증가하였

으며, 2013년도보다 23% 증가하였다(Swain et al., 2015). 주요 교환정

보는 임상검사결과, 의료영상판독결과, 요약된 임상진료기록, 처방약 목

록 등이며, 주(州) 건강정보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 2010년 이후 매년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Swain et al., 2015).

보건부 산하 조정위원회(ONC)는 ‘EHR 인센티브 전략(The MediCare 

and Medicaid EHR Incentive Programs)’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전자

건강기록(EHR)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전자건강기록

(EHR)의 도입‧활용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

다. ‘의미 있는 정보 활용(Meaningful Use, MU)’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서 실용적인 건강정보 개방‧공유 확대 및 보건‧의료시스

템 개선을 위한 정보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박선주 등, 

2014). 즉, 신뢰할 만한 인증제,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 및 동기부여를 통해 전자건강정보의 도입 및 이용을 확대하였다(박

선주 등, 2014).

2) 실효성 높은 법제 환경 조성

1990년대 이후의 건강정보‧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제공자, 대상자, 서비스 내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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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ICT) 비즈니스의 성장, 소비자 및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적인 법제

도를 마련하였다(박선주 등, 2014).

  3. 호주

가. 조직 및 업무

호주는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인적 

서비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사회서비스부

(DS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등으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다.

1) 사회서비스부(DSS)

호주의 사회서비스부(DSS)는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주민, 장애 및 보

호자, 가족 및 어린이, 주거지원, 정신건강, 고령자, 정착 및 다문화, 여성 

안전, 복지서비스 등을 관장하고 있다.

호주의 사회서비스부(DSS)는 장관(Secretary) 밑에 4개 부문의 차관

(Deputy Secretary)급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정보통신기술(ICT) 관

련 부서는 비즈니스서비스(Business Service) 부문 차관조직의 직속조직

인 정보관리 및 기술부서(Information Management and Technology)

에서 ① 클라이언트 서비스, ②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 ③ IT 운영, ④ 

기업 및 데이터 서비스 등 4개의 하위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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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호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의료, 제약 및 병원서비스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접근을 지원하고 국민이 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주의 건강체계 운영 및 감독 등을 관장하고 있다.

호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장관(Secretary) 밑에 6개 

부문의 차관(Deputy Secretary)급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정보통신

기술(ICT) 관련 부서는 기업운영(Corporate Operations) 부문 차관조

직의 직속조직인 정보기술부서(Information Technology)에서 ① 엔터

프라이즈 솔루션, ② 정보보안 및 IT서비스, ③ 데이터서비스, ④ 규제 및 

비즈니스시스템 등 4개의 하위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Department of Health, 2017a).

한편 2013년 11월에 호주 정부는 개인관리전자건강기록(PCEHR: 

Personally Controlled eHealth Record)을 검토하여 개인관리전자건

강기록(PCEHR)의 실행상태를 평가하고 건강전문가 및 산업계와 추가적

인 실행을 검토하여 2014년 5월 19일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5~16년 연방예산에 My Health Record(전자건강기록의 새로운 

방향)를 선언하고, 개인관리전자건강기록(PCEHR)의 실행 검토 결과와 

일치하는 eHealth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것의 주

요 내용은 국가 eHealth 이행기관(NEHTA: National E-Health 

Transition Authority)으로부터 적합한 활동과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며, 보건부가 국가 차원의 ‘My Health Record’ 시스템의 운

영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호주디지털건강공사(ADHA: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호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디지털 헬스케어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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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디지털건강전략(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y for 

Australia)으로 호주 국민의 건강성과를 향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2016년 7월 1일에 호주디지털건강공사(ADHA: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를 출범시켰다. 호주디지털건강공사(ADHA)는 공사형

(corporate) 커먼웰스 조직으로 법적 기관이며, 주 및 준주 보건부 장관

에게 보고한다. 호주디지털건강공사(ADHA)는 자료와 정보기술을 더 잘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며, 더욱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헬스는 사람들에게 관리서비스를 제

공하고 정보접근성을 향상하여 그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호주디지털건강공사(ADHA)는 모든 국가의 디지털 건강서비스 및 시

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특히 열의, 혁신, 임상의료의 질과 안전 

등에 중점을 둔다. 환자, 소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데이터 및 기술을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한다(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2017; Department of Health, 2017b).

3) 인적서비스부(DHS)

호주의 인적서비스부(DHS)는 호주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전달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건강,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의 인적서비스부

(DHS)는 7개 부문의 차관(Deputy Secretaries)급 조직과 1개의 최고정

보책임(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그룹을 두고 있다. 최고정보

책임(CIO) 그룹은 사이버보안, 최고기술책임부서(CTO), 생산시스템 전

달센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3개 주요 도시(Brisbane, Adelaide, 

Canberra)의 전달센터 등 7개 하부조직을 관장하고 있다(표 3-11 참조).



96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표 3-11〉 호주 인적서비스부(DHS)의 주요 정보책임국의 하부조직과 기능

조직명(책임자명) 주요 기능

National Manager - Cyber Security

Chief Technology Office
(Chief Technology Officer)

- Enterprise Architecture
- ICT Product Architecture
- PMO and Business Relationship Management
- Vendor Management
- Digital Projects
- ICT Welfare Payment Transformation

Brisbane Delivery Centre
(General Manager)

- Service Network Systems
- Brisbane Applications Support
- Aged Care Redevelopment

Adelaide Delivery Centre
(General Manager)

- Professional Services
- Applications Delivery Compliance
- Applications Delivery Social Services

Canberra Delivery Centre
(General Manager)

- Insurance and Disability Services
- Online Services
- Child Care Subsidy Systems
- Digital Services and Corporate Systems
- Business Information and Data Services

Production Systems Delivery 
Centre
(General Manager)

- Families and Pensions Systems
- Employment
- Payment and Child Support Systems
- Health Systems

ICT Infrastructure
(General Manager)

- Service Operations
-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Engineering
- Production Support
- Design and Assurance

자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 Organisation Structure. 



제3장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97

  4. 영국

가. 조직 및 업무

1)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복지, 

연금, 아동양육비 정책 등을 책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연금, 노동(취업)

연령, 장애 및 질병 급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7

개 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공사(agency) 또는 위원회의 지원을 받

아서 운영된다. 

노동연금부(DWP)의 최고 디지털 및 정보책임자(Director General, 

Chief Digital and Information Officer)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서

비스 전략, 유지, 투명성, 경제적 가치, 지속적 개선 등에 대한 책임을 맡

고 있다.

2)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영국의 보건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

립, 국회의 정책 목표 수립 지원 및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영국 보건의료

체계 NHS의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된 권한과 임무는 NHS commis-

sioning Board에게 일임하고 있다(강희정 등, 2015). NHS commis-

sioning board는 영국 각 지역에 보건의료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 수준

의 의료의 질을 측정한다. 영국의 보건부 산하 조직들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 보건의료기술 평가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그중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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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은 산하 조직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총괄 수집한다. 또한 보건부는 

국가정보위원회(NIB: National Information Board)를 설치하여 보건

부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다.

3) 보건부 국가정보위원회(NIB: National Information Board) 

영국의 보건부에서는 국가정보위원회(NIB)를 구성하여 정보기술 및 

정보의 안전하고 올바른 작동을 지휘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최고임

상정보책임자(Chief Clinical Information Officer) 1명을 포함하여 

총 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보건부 국가정보위원회(NIB)는 자료와 정보기술이 환자, 서비

스 이용자,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전문가 등에게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역

할을 한다. NIB는 NHS의 국가 차원의 건강 및 케어 조직들, 공중보건, 

임상과학, 사회적 케어 및 지역정부 등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자료 및 정

보기술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개발한다. 

영국의 보건부 국가정보위원회(NIB)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케어 조직들에게 정보기술 및 정보에 대하여 통합된 접근

법(joined up approach)을 제공한다.

둘째,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에 책임성을 안내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셋째, 보건·사회케어정보센터(HSCIC: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에 대한 연간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이것들이 합의

된 서비스제공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넷째, 보건부의 정보화책임관(IAO: Informatics Accountable Officer)

에게 자원과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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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건강과 케어에 대한 정보기술 및 정보계획을 주도한다.

여섯째, 정보화의 영역에서 혁신과 개발을 찾아내어 전략적인 방향에 

영향을 주도록 한다.

일곱째, 모범적인 개발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다른 분야에 사용을 

권장한다.

여덟째, 프레임워크의 전달에 대하여 매년 보고한다.

아홉째, 중요한 시스템 차원의 원칙들이(정보 거버넌스와 같은) 시스템의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통하여 합의되고, 도입되어, 유지되도록 보증한다. 

4) NHS Digital

2016년 7월부터 보건·사회케어정보센터(HSCIC)의 명칭을 ‘NHS 

Digital’로 변경하고, NHS와 사회적 케어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

였다. 즉 NHS Digital은 건강과 사회적 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및 자

료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이다(commissioners, analysts, clinicians 등에

게 제공). 대표(Chief Executive) 아래에 전략 및 정책관리관(Director 

of Strategy and Policy)과 디지털전환관리관(Director of Digital 

Transformation)이 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260건 이상의 통계집을 발간한다.

둘째,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정보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국가 차원의 정보시스템 개

발 및 보증(계약, 임상적 안전, 정보표준)을 한다.

가) 조직

2016년에 보건·사회케어정보센터(HSCIC)를 재조직화하여 고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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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수요-공급 맞춤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서비스 및 기능을 그

룹화하였으며, 2017~2018년 동안 조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이

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및 보증 서비스 관련으로, 높은 품질과 높은 가용성

(availability), 안전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설계, 개발, 테스트, 보증, 

활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자료 및 통합 관련으로, 건강과 케어서비스 자료의 수집, 품질보

증, 저장 및 관리, 분석, 배포를 통해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고 건강 향상

을 지원한다.

셋째, 디지털 변환과 열의(Digital Transformation and Engagement) 

관련으로, 시민들에게 대응하는 디지털 서비스, 긴급 및 응급케어, 

NHSmail, Health and Social Care Network, 커뮤니케이션, 고객 열

의(customer engagement), 파트너십, 혁신, 미래 기술 등을 제공한다.

넷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디지털화 및 프로그램 관련으로, 건강과 

케어 제공자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건강과 케어 

제공자의 스태프 디지털 역량(digital capabilities)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임상 관련으로, 임상적 거버넌스 및 보증, 정보 거버넌스, 임상

자료 입력, 사회적 케어서비스와 조정한다.

다섯째, 실행 및 프로그램 관련으로, NHS 및 지역기관들을 지원하여 

국가 차원의 제품 및 서비스의 편익, 실현, 국가 및 지역 협력업자의 관계 

개발, 디지털 의료 및 선택적 케어(elective care)를 제공한다.

여섯째, 작업인력 관련으로, 인적 자원, 조직 개발, 학습 및 개발, 자원

관리, 전문직업성 등 서비스 전달을 지원(재무관리, 조달, 법, 부동산, 포

트폴리오 관리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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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HS Digital governance 

NHS Digital은 보건부의 공식조직이 아닌 실행기구이다. NHS 

Digital은 보건부의 지휘 아래 기능, 임무, 권한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 책임을 지며, 보건부는 NHS Digital의 후원 및 감독기관

이다(NHS Digital, 2017). 이사회는 여러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 보증 및 위험 관리 위원회(위험 관리의 효과성 확인, 평가, 보고)

○ 정보보증 및 사이버보안 위원회

○ 보상(고용)위원회(지불 관련 업무에 대한 검토 및 자문)

5) 정보화책임국(Informatics Accountable Officer)

2014년 3월 설립된 영국 보건부의 정보화책임국(Informatics 

Accountable Officer)은 국민, 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데

이터와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의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과 HSCIC 역할과 

기능 수행의 우선순위 설정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2014년 11월에 데이터 활용계획의 구체적인 전략방안인 

‘Personalised Health and Care 2020’을 발표하여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NHS Digital, 2017).

나. 법과 제도

영국 보건부의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 제공에 관한 법은 Data 

Protection Act(1998), Health and Social Care Act(2012), Care 

Act(2014) 등이 있다(표 3-12,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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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영국 보건부의 HSCIC의 법적 기반 

자료: 강희정 등. (20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표 3-13〉 영국 보건부의 정보화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HSCA 2012)

관련 법 관련 조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HSCIC 설립(Par 9, Chapter 2) 역할 규정
-데이터 수집 
 s254: SoS 또는 NHSE 지시
 s255: 의무사항 포함한 요구
-데이터 제공 
 s260: 익명화된 요약정보 제공 의무
 s261: 재량에 의한 익명화 정보 제공권
 s262: 특정상황에서 지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의 제공 의무
 s263: 보건 및 성인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식별정보 사용에 대한 

지침 발표

Care Act 2014
s122: HSCIC의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보건 및 복지 케어 또는 건강

증진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 불가) 

Data Protection 
Act 1998

- 8개 데이터 보호 원칙 준수
- 처리과정에서 준수
- 투명성, 적법성 
- 명확하고 투명한 목적 
- 관련된 최신의 정확한 정보 사용
-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에 맞게 처리
- 적절한 보안조치 보장 

법령 법령상 의무 책임자

1 HSCA 2012
The HSCIC(NHS Digital)는 건강 및 사회적 
케어법(HSCA 2012)의 시행과 함께 자신의 법
적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hief Financial 
Officer 

2 
HSCA 2012: 
Section 253 

The HSCIC (NHS Digital)는 효과적이고 효
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Chief Financial 
Officer 

3 
HSCA 2012: 
Section 253 

The HSCIC(NHS Digital)는 다른 기관에 대
한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Medical 
Director and 

Caldicott 
Guardian 

4 
HSCA 2012: 
Section 253 

HSCIC(NHS Digital)는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또는 NHS 위원회(NHS England)가 
공표한 정보표준 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5 
HSCA 2012: 
Section 257 

HSCIC(NHS Digital)는 요구되는 또는 수집이 
결정된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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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HS Digital. (2017). 2017-18 Business Plan. pp. 59-60.

법령 법령상 의무 책임자

6 
HSCA 2012: 
Section 257 

HSCIC(NHS Digital)는 모든 요구되는 또는 
수집이 결정된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공표하여
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7 
HSCA 2012: 
Section 258 

The HSCIC(NHS Digital)는 자료수집 또는 
정보분석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이전에 
자문하여야 한다.

Medical 
Director and 

Caldicott 
Guardian 

8 
HSCA 2012: 
Section 260 

HSCIC(NHS Digital)는 수집한 정보 또는 수
집된 자료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정보를 널리 
공표하여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9 
HSCA 2012: 
Section 263 

The HSCIC(NHS Digital)는 건강/사회케어기
관들이 개인식별정보 또는 다른 비밀정보를 관
리하도록 실무지침(Code of Practice)을 공표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Medical 
Director and 

Caldicott 
Guardian

10
HSCA 2012: 
Section 265

The HSCIC(NHS Digital)는 본 규정에서 취
득한 정보를 설명하는 register를 유지하고, 공
표하여야 한다.

Medical 
Director and 

Caldicott 
Guardian 

11 
HSCA 2012: 
Section 265 

HSCIC(NHS Digital)는 Secretary of State 
또는 the NHS Commissioning Board(NHS 
England)가 자문하도록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
관에게 자문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13 
HSCA 2012: 
Section 266 

The HSCIC(NHS Digital)는 수집한 정보가 
정보공표표준을 준수한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14 
HSCA 2012: 
Section 268 

HSCIC(NHS Digital)는 품질지수 데이터베이
스를 유지 및 공표하여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15 
HSCA 2012: 
Section 269 

HSCIC(NHS Digital)는 GPs에게 ‘의사정렬번
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Director of 
Data and 

Integration 

16 
HSCA 2012: 

Section 252, and 
Schedule 18 

The HSCIC(NHS Digital)는 연보 및 계정을 
공표하고, 국회 및 보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Chief Financia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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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T 비전 및 전략

영국은 건강정보 활용체계 구현을 위하여 ‘케어 닷 데이터(care.dat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주도적인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

석·제공으로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2차 활용

을 촉진하고 있다(박선주 등, 2014).

또한, 미래수요 맞춤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AAL JP 공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전방위적인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의 수요에 민감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산업화 및 강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박선

주 등, 2014).

2013년 영국보건부(NHS)에서 건강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2 보건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에 따라 ‘케어 

닷 데이터(caredot data)’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정보센터(HSCIC: 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8)는 건

강정보를 총괄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때, 환자의 의

료기록, 건강데이터 및 의료행위로 발생한 정보들은 HSCIC 서버로 전송

되어 저장·관리된다(그림 3-4 참조).

이러한 구성으로 새로운 데이터 세트는 질병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게 되며 특정 건강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있다.

8) 보건복지정보센터(HSCIC)는 주요 데이터수집주체(보건부 등)로부터 건강데이터 수집 의
무를 인계받아 보건복지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 및 보안·발간·평가 등을 수행하
는 독립기관으로 기존 국가시스템 유지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IT 시스템, 
기술표준 등의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박선주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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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Care.Data 프로그램의 건강데이터 제공 서비스 흐름도

자료: 박선주 등. (2014). 보건·의료분야의 신ICT융합전략. p. 20.

제3절 시사점

보건복지 부문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단위영역들이 상호 연계작용하

며 존재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파급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및 적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국민편익 증대 등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및 활용 또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유용하고도 적절하게 보건복지정책에 수용하기 위

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추진체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은 보건복지부 본부뿐 아

니라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사업에 대한 총괄기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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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본부의 경우에는 각 사업에 따라 해당 실무부

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역시 각 기관 주도하에 추

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정보화사업은 모두 100여 개 사업에 이르고 있는 만큼 보

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신규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중

복성 검토, 예산 검토 등은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보다 심층적인 지원, 

조정 등 사실상 보건복지정보화사업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기는 어려

운 상황으로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더욱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해당 분야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본부에 복지정보

운영과와 의료정보정책과를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였으나 이 또한 보건복

지정보화사업 전체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대처라고 볼 수밖

에 없다. 특히 법/제도 개선, 표준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업무 등과 

같이 보다 전문적이고 현업부서들과의 의사소통체계가 필요한 세부영역

들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보건복지 정책 및 서

비스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략 수립, 관리

운영, 인력 개발 및 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처 내 정보

통신기술(ICT) 조직을 전문화하여 세부 영역별 업무를 수행하고, 현업부

서들과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화 기반의 보건복

지 정책 및 서비스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 내 정보통신기술

(ICT)조직(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보화 정책기획,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응용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운영, 인력 개발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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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효과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업부서 및 타 부처들과의 의사소

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특징적인 조직과 업무 동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3-14 참조).

첫째, 전문영역에 대한 IT 프로젝트 관리관(Domain IT PMO)을 두어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미국 HHS).

둘째, 부처 내 정보화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있

다. 정보화책임관(국)을 설치하여 조직으로 보건복지 정보화 기획, 정보

시스템 개발,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

(미국 OCIO, 호주).

셋째,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호주 Digital Health, ADHA, 영국 NHS Digital).

〈표 3-14〉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요약)

구분 일본 미국 호주 영국

IT 
거버넌스

조직

- 정책통계관
(통계정보정책
담당)

 ·정보화담당참
사관실

- 최고정보책임국
(OCIO)

- 보건정보기술 국가
조정국(ONC)

- 전문영역 IT 프로젝
트 관리관(Domain 
IT PMO)

- 사회서비스부 및 
보건부

 · 각 부의 정보기술 
관리조직

- 호주디지털건강공사
(ADHA)

- 노동연금부 
 · Director General, 

Chief Digital and 
Information Officer

- 보건부
 · NHS Digital, 보건부 

국가정보위원회(NIB)

IT 업무
- 정책기획조정
- 정보기술관리
- 행정정보화

- 보건사회부(HHS) 
전체에 대한 IT 인
프라 개발 및 실행

- 건강정보기술의 
상호운영성, 의미 
있는 사용 지원

- 정보기술관리
- 데이터서비스
- 응용서비스
- 국가의 모든 디지털 

헬스 서비스와 시스
템 책임

- 국가정보위원회 (NIB)
 · 건강과 케어 조직들에

게 정보기술/정보 통
합접근법 제공

 · 정보기술/정보시스템
에 책임성 프레임워크 
개발

 · HSCIC에 연간 우선
순위 제공

 · 보건부 정보화책임관
(IAO) 지원과 우선순
위 자문

- NHS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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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요 국가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동향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에 

효과적으로 적합시켜야 할 것이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급여지

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저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보건복

지 선진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반 마련, 응용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관련 자

료의 분석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보화책임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위원회를 통한 Digital 보건복지 리더십을 발휘

하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하에 상시적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략계획의 수립 및 실행,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체계 마련, 현업부서와의 의사소통 조정,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분석 등을 실시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의 효과성을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 일본 미국 호주 영국

 · 데이터서비스
 · 정보화 관리
 · 국가의 정보시스템 개

발 및 보증

IT
주요

법, 제도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건강정보기술법
(HITECH)

- 공공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성에 관한 법
(PGPA)

- Health & Social 
Care Act

- 자료보호법

IT 비전, 
전략

- 어디든 My병원 
전략

- 사용자중심
정보화

- 의미 있는 정보 활용
(meaningful use)

- 실효성 높은 법제 
환경 조성

- My Health 
Record 선언

- 건강정보 활용체계 구축
- 미래수요 맞춤서비스 

발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제1절  개요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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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이에 대한 감정(태도)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정

책 미래신호 예측을 분석하였다.

제1절 개요9)

미래예측(foresight)은 기술, 시장, 조직,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래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일련의 전략을 제시하는 가치 창조

적 행위이며(Georghiou et al., 2008), 또한 단순히 미래의 모습을 전망

하는 것을 넘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실 가능한 전략과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주재욱 등, 2016).

미래예측 방법으로는 〈표 4-1〉과 같이 상상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기반 방법, 토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기반 방법,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기반 방법,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주재욱 등, 2016). 

9) 본 내용은 송태민(2016), pp. 17-18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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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미래예측 방법론의 종류 및 개념

구분 개념

창의적
기반 
방법

천재적 예측
- 전문가와 천재의 개인적 역량, 즉 통찰력과 탁월한 식견에 의한 미래예

측 방법

역사적 유추
- 유추의 원리에 미래예측의 근거를 둔 것으로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 및 

법칙이 미래에도 지속되어 미래예측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가정

질적 추세
분석

- 불확실성이 높은 주요 변수의 추세에 관한 정성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세의 흐름
을 파악하는 방법

상호
작용 
기반 
방법

퓨처스 휠
- 미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슈나 사건을 중앙에 배치하고 바퀴 모양

으로 영향 및 결과를 확장하는 방법

인과계층
분석

- 현상, 사회적 인과관계, 세계관, 신화 및 은유의 4단계 층위(level)를 구
분, 다양한 층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미래이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

연관성 나무
-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요소, 기능, 대안의 관계를 나무 형태의 구조도로 

시각화하여 요소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방법

비저닝 
워크숍

- 참가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미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
론을 통해 종합된 의견을 기반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상을 설계하여 
공유하는 방법

전문성 
기반
방법

델파이 기법
- 전문가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을 실시하여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고, 미

래를 예측하는 방법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 기존 델파이 기법의 단점을 보강하여 온라인상에서 별도의 회차 구분 없
이 실시간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형태분석법
- 정량화하기 힘든 사회기술적 문제를 엄밀하게 구조화하고 내부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것

계층화
분석법

-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요인을 1:1로 이원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
위를 결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요인을 선정하는 방법

근거
기반
방법

환경 스캐닝
- 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책의 5개 영역(STEEP)에서 분야별로 정보를 

수집 분석, DB 구축을 통해 변화 동인과 미래이슈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

텍스트 
마이닝

- 검색을 통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 기반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
여 그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 뒤 정보를 정형화하고, 분석하는 기법

이머징 
이슈 분석

- 다양한 분야 스캐닝을 통해서 미미한 변화를 앞서 읽고, 초기 발생 단계
의 잠재력을 가진 이슈를 찾아내 분석

시나리오 
기법

-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요인을 추려내고, 종합하여 
다양한 대안적 미래상을 이야기가 있는 글이나 그림으로 제시하는 방법

의사결정
나무

-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예측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핵심 영
향과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도표화

자료: 주재욱 등(2016),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pp. 36-49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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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많은 연구 그룹이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를 시도해 왔으나 대부분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따라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쳤다(Yoo et al., 2009). 

최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온라인상에 남긴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메시지가 그 시대의 감성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함에 따

라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SNS를 통하여 생산되는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송태민, 송주영, 2017). 국내에서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

한 미래예측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정근하, 2010; 민기영 등, 2014, pp. 

51-64; 박찬국, 김현제, 2015; 송태민 등, 2016) 수집기술과 분석기술의 

어려움으로 활발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태민 등, 2016).

한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건복지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를 창

출하고 있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활성

화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이에 대한 감정(태도),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정책 수요의 미래신호를 탐색하고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모

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과 이에 대한 

감정(태도)을 예측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근거기반의 미래예측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온라

인 채널에서 언급된 주요 보건복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이에 

대한 감정(태도)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주제분석(Text Mining)과 감성분

석(Opinion Mining)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미래신호를 탐지하여 예

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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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1. 소셜 빅데이터 기반 미래신호 탐색 방법론

오늘날 미래의 환경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

으며, 여러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감할 수 있는 약신호(weak signal)를 탐지하는 것이다(Yoon, 2012; 

박찬국, 김현제, 2015). 약신호는 ‘미래에 가능한 변화의 징후’(Ansoff, 

1975)로 약신호는 시간이 흐르면서 강신호(strong signal)로, 강신호는 

다시 트렌드(trend)나 메가트렌드(mega trend)로 발전할 수 있다. Yoon 

(2012)은 단어빈도, 문서빈도, 발생빈도 증가율을 이용하여 KEM(Keyword 

Emergence Map)과 KIM(Keyword Issue Map)의 키워드 포트폴리오

를 작성하고 작성된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약신호를 선별하였

다. KEM은 가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x축과 y축으로 이뤄진 평면을 나

타내는 것으로, x축에는 평균단어빈도(average term frequency)를 나

타내고, y축에는 DoV(degree of visibility)의 평균 증가율을 나타낸다

(박찬국, 김현제, 2015). 

KIM은 확산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x축에 평균문서빈도를, y축에 

DoD(degree of diffusion)의 평균증가율을 나타내고, 선정된 키워드를 

KEM과 같은 방식으로 매핑한 것을 말한다(박찬국, 김현제, 201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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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N은 전체문서수를 의미하고, TF는 단어빈도, DF는 문서빈

도, tw는 시간가중치(본 연구에서 시간가중치는 0.05를 적용), n은 전체

시간 구간, j는 시점을 의미한다(송태민, 2016). 

본 연구에서는 박찬국, 김현제(2015)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그림 

4-1]과 같이 KEM과 KIM을 활용하여 미래신호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4-1] 미래신호 도출 과정

자료: 박찬국, 김현제. (2015). 사물인터넷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방향 연구. p. 49.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163개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3개의 블로그(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3개의 카페(네이버, 다음, 뽐뿌), 1개의 SNS(트위터), 

15개의 게시판(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다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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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 등) 등 총 185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buzz)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토픽의 수집은 2014년 1월 1

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해당 채널에서 요일별, 주말, 휴일을 고려

하지 않고 매 시간 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총 28만 112건의 텍스

트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10)은 크롤러(Crawler)를 사용하

였고, 토픽의 분류는 주제분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토픽은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ICT, ICT 사회복지 등’을 사용하였으며, 

수집기간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 없는 용어인 ‘IT기자스쿨, ICTIO, 

유플러스ICT 등’은 불용어(stop-word)로 처리한 후 수집하였다. 최종 연

구에서는 수집된 총 28만 112건의 텍스트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나. 연구 도구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하여 수집된 텍스트 문서인 버즈(buzz)는 

주제분석(text mining)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정형화 데이터로 코

드화하여 사용하였다. 

1)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

(태도)은 주제분류에서 분류된 긍정적 감정(태도)과 부정적 감정(태도)으

10)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토픽 분류는 ‘(주)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에
서 수행함. 



제4장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117

로 분류하였다(표 4-2 참조).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을 추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의 보건

복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언

론기사를 참고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해 긍정적 감

정(태도) 키워드와 부정적 감정(태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부정적 감정(태도)은 ‘0’으

로, 긍정적 감정(태도)은 ‘1’로 코드화하였다. 

〈표 4-2〉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감정(태도) 키워드

구분 키워드

긍정적 
감정(태도)

강화, 개방, 개선, 개정, 개편, 공감, 공동활용, 공익, 공평, 구성, 균형, 근
거, 긍정적, 기대, 네트워크, 다양성, 만족, 명확, 민관, 민주, 배분, 법적근
거, 분배, 상생, 설치, 설치근거, 성공, 소통, 수립, 수용, 수평, 시행, 신뢰, 
신설, 실용, 안정, 연계, 연합, 예방, 운영근거, 유동, 유연, 융합, 이해, 재분
배, 적극, 적용, 전달, 전문성, 정립, 조력, 조정, 조화, 지속, 지원, 지정, 참
여, 창조, 책임, 체계적, 촉진, 추진, 충분, 통합, 투명, 파트너십, 편리, 필
요, 합법, 합의, 해결, 해소, 향상, 허용, 협력, 협조, 협치, 형평, 확대, 확립, 
확산, 확실, 활성화, 활용, 효과, 효율

부정적
감정(태도)

개별, 권위, 규제, 기피, 논란, 논쟁, 단절, 답습, 대립, 대치, 독점, 등한, 명
령, 미구성, 미비, 미설치, 미정립, 미흡, 반감, 반대, 반목, 반발, 배타, 보
류, 부정적, 부재, 부조화, 부족, 불가, 불공평, 불균형, 불만, 불명확, 불법, 
불분명, 불신, 불통, 불투명, 불편, 불필요, 불허, 불확실, 비판, 비협조, 비
효율, 상충, 소홀, 수직적, 실패, 심화, 약화, 우려, 위계, 의존, 이중, 일방, 
장애, 저지, 적대, 제한, 중단, 중복, 중첩, 충돌, 칸막이, 통제, 편중, 폐쇄, 
포기, 한정, 해체, 형식, 획일, 의료민영화

2)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정책 정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정책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2013~2017) 및 국가정보화사업 및 산업활성화 정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국가정보화 보건복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참고

하여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고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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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ICT 산업,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사회복지정보서비스, 원격건강관리, 원격의료, 의료정보시스템, 

정밀의료,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

용, 진료정보교류 등 14개 대분류로 범주화하였다(표 4-3 참조). 

정의된 모든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정책은 해당 정책

의 키워드가 있는 경우는 ‘1’과 ‘n(빈도)’을 산출하였고, 없는 경우는 ‘0’

으로 코드화하였다. 

〈표 4-3〉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키워드 분류

구분 키워드

ICT복지
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디지털복지, 모바일실버케어, 복지ICT, 복지IT, 스마
트실버, 실버ICT, 실버IT, 실버케어, 안심케어, 취약노인응급안전알림, 치매노
인위치추적, 치매환자배회감지

ICT산업 스마트디바이스, 의료ICT, 의료IT, 웨어러블

바이오산업 바이오신약, 바이오정보, 신약플랫폼, 후보물질개발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건강검진빅데이터, 건강보험빅데이터, 건강정보빅데이터, 병원정보빅데이터, 복
지빅데이터, 복지정보빅데이터, 사회보장빅데이터, 사회보장정보빅데이터, 의료
정보빅데이터, 임상정보빅데이터, 진료정보빅데이터, 질병정보빅데이터, 건강검
진클라우드, 건강보험클라우드, 건강정보클라우드, 병원정보클라우드, 복지정보
클라우드, 복지클라우드, 사회보장정보클라우드, 사회보장클라우드, 원격클라우
드연구분석, 의료정보클라우드, 임상정보클라우드, 진료정보클라우드, 질병정보
클라우드

보건의료
정보서비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홈페이지, 메디컬코리아컨퍼런스, Medical Korea 2016, 
MEDICAL KOREA Referral Patioent Management System, SmartCare 
MEDICAL KOREA, 건강iN, 건강검진기관포털, 건강검진정보, 건강길라잡이, 
건강보험의료이용지도, 검진결과모바일이메일통보,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금연
지원센터아카이브,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금연길라잡이, 금연두드림, 금연상담전
화시스템, 금연서비스통합정보,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전문가 LMS, 
금연전문가교육센터, 금연정보, 만성질환건강관리, 보건복지콜센터상담, 보건복
지콜센터정보, 보건산업통계시스템,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 수돗물불소농도사업
홈페이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암환자의료비지원시스템, 외국인
환자유치사업기관정보시스템, 요양기관종합정보, 응급안전알림, 응급의료진료정
보, 의료분쟁통합정보, 의료인명정보제공시스템, 의약품안심서비스, 장기요양정
보, 장기요양통합정보,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정보, 제약산업정보포털, 제
약산업포털,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희귀질환헬프라인, 생명윤리및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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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키워드

사회복지
정보서비스

국민연금모바일, 모바일복지, 100세누리시니어활동포털, e하늘, 국민행복카드
포털, 노인사회참여포털, 백세누리, 베이비부머종합정보, 보육통합정보, 복지넷, 
복지로, 복지사각지대발굴, 복지자원정보공유, 복지정보, 사회공헌정보센터, 사
회공헌활동기부은행, 사회보장정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인
증관리, 스마트복지, 아동학대정보, 아이사랑, 연금업무포탈, 원스톱통합복지, 
위기아동조기발굴, 인구교육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
랑, 자활정보, 장사정보, 장사종합정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홈페이지, 전국푸드뱅크, 정보복지, 좋은이웃들, 중증장애인생산물쇼핑
몰, 통합복지서비스,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교육정보시스
템, 한국장애인개발원, 휴먼네트워크, 휴먼네트워크멘토링포털, 100세누리포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원격건강
관리

ICT힐링, totllifeare, wellness, 디지털의료, 맞춤형건강복지, 맞춤형의료, 스
마트케어, 원격건강관리, 원격모니터링, 웰니스, 웰니스ICT, 지속적건강관리, 
토탈라이프케어, 헬스케어, 헬스케어IT

원격의료 원격의료, 원격진료, 의료취약지디지털헬스케어, 취약지응급의료원격협진

의료정보
시스템

공주병원전산, 공주병원정보화, 국립병원EMR, 국립정신건강센터전산, 국립정신
건강센터정보화, 나주병원전산, 나주병원정보화, 마산병원전산, 마산병원정보
화, 목포병원전산, 목포병원정보화, 부곡병원전산, 부곡병원정보화, 서울병원전
산, 서울병원정보, 소록도병원전산, 소록도병원정보화, 일산병원정보시스템, 일
산병원통합의료정보, 지방의료원병원정보, 지방의료원표준병원정보, 지역거점공
공병원알리미, 춘천병원전산, 춘천병원정보화, 표준병원정보, 의료정보시스템

정밀의료
바이오마커, 생체정보, 신체기능복원, 신체복원, 암정밀의료ICT, 유전체분석, 
유전체정보, 재생의료, 재활치료, 정밀의료, 정밀의학

정보보호 
및 보안

개인건강정보, PHR, 개인정보보호통합모니터링, 개인정보점검및암호화, 개인정
보통합관제,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건강보험정보보안, 건강정보의주체, 보건복
지정보보안,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정보보안 compliance, 사이버안전센터보안
관제, 사회복지사이버안전센터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건강보험중장기정보화전략수립, 정보화전략수립, 차세대건강검진관리시스
템, 차세대통합정보, 차세대혈액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임상유전체생명정보, 건강증진연구사업, 임상시험등록시스템, 임상연구관리시스
템, 임상연구정보서비스, 임상오믹스, DUR시스템, DW시스템, e감사시스템, e
아동행복, E평가자료, KISED시스템, RCY자원인력관리시스템, VMS, VOC시
스템, w4c, 가정위탁통합전산, 감사시스템, 감염병감시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
정보, 감염병보고시스템, 감염병예방및관리종합정보, 감염병예방및관리통합정
보, 건강검진시스템, 건강보험DW분석통계, 건강보험심판청구관리, 건강보험온
라인심판청구, 건강보험정보, 건보공단DR, 건보공단그룹웨어, 검역정보, 검진결
과사후관리, 검진결과통보, 결핵통합관리, 결핵환자신고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고객관리정보, 고객센터녹취, 고객센터미래형통합상담, 고객센터통합, 고혈압당
뇨병등록관리, 공동연계급여정보, 교육사업관리, 교육정보, 국가아동학대정보, 
국가암등록시스템, 국가암등록정보, 국가암등록통계, 국가진단의학검사표준화, 
국립재활원의료정보, 국립재활원정보,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 국민건강영양조사
시스템, 국민건강영양조사지원시스템, 국민연금업무정보, 국민연금정보분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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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키워드

금운용시스템, 기금운용정보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기부관리시스템,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기부식품관리시스템, 노인사회활동및일자리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콜센터, 노인일자리관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
망, 면허관리시스템, 민간복지행정시스템, 범정부시스템, 병원체자원정보관리, 
보건교육사자격관리, 보건의료인면허관리시스템,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보건의
료행정처분관리, 보육전자바우처, 부내행정정보, 사이버교육, 사이버연수원, 사
회공헌정보시스템,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험통
합징수관리, 사회복무학사관리, 사회복지교육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 사회복지
시설평가시스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사회서비스전자
바우처, 상담관리시스템, 상담센터시스템, 송무관리시스템, 수가협상지원시스
템, 스마트검역, 스마트검역정보, 시험문항관리, 신의료DB정보, 신의료기술평가
DB, 신의료기술평가통합운영연계, 신의료정보, 심사기준시스템, 심사평가원정
보, 아동자립지원시스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연구관리시
스템, 연구성과DB, 연금업무정보, 연명의료계획서등록, 영양조사시스템, 예방접
종등록관리, 예방접종통합관리, 온라인문항관리시스템, 외국인환자유치기관정
보, 요양급여비지급관리, 웹팩스시스템, 응급안전망, 응급의료통합정보망, 응시
자관리시스템, 의과학지식정보, 의료기관회계기준, 의료기기산업종합정보, 의료
기사등면허신고, 의료기사채점관리시스템, 의료분쟁조정중재시스템, 의료인명정
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 의약품유통정보, 의약품정보
분석,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학도서관정보, 이의신청전산처리, 인재개발
원업무포털, 인재개발원정보, 인체자원정보, 인체조직은행ERP, 입양정보통합관
리, 자격관리시스템, 자금관리시스템, 자동차보험심사시스템, 자활사업성과관리
시스템, 장기인체조직관리정보, 장애인일자리전산, 재가급여전자관리, 전자연구
노트, 정보연계시스템,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좋은이웃들시스템, 중동연수승인지
원시스템, 중동환자관리시스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통합관리, 지능형데이터
분석, 지식관리시스템, 지식축적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 지역사회건강조사지
원시스템, 직장보험료관리시스템, 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
스템, 질병연구사업기획및관리, 징수금시스템, 징수통합정보, 채점관리시스템, 
청구소프트웨어관리, 취업연계시스템, 통합경영관리, 통합의료정보, 통합행정정
보, 통합회계시스템, 평가인증전산시스템, 평가자료, 한국인돌연변이DB, 한국인
돌연변이데이터베이스, 한국인돌연변이DB, 한국장기기증원정보, 해외주식직접
운용지원시스템, 행복e음, 행복이음, 행정정보시스템, 혈액안전관리업무시스템, 
혈액정보, 협상약제전략적관리시스템, 희귀난치성질환관리시스템, 희귀질환관리
시스템, 희귀질환유전자진단지원관리시스템, 희귀질환자관리시스템

진료정보
교류

건강정보공유, 건강정보의제공, 의료정보공유, 의료정보분석, 의료정보의공유, 
의료정보의활용, 의료정보표준화, 의료정보활용, 진료정보공유, 진료정보교류, 
진료정보교환, 진료정보를교류, 진료정보를교환, 진료정보전송, 표준기반진료정
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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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그림 4-2]와 같이 대상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

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류 및 변환하고 미래신호를 탐색 및 예측하였다.

첫째, ‘정보통신기술(ICT)’을 도메인(Domain)으로 온라인 채널에 게

시된 문서를 웹크롤러(Web Crawler)를 통해 수집하였다. 

둘째, 자연어처리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하여 명사

형 어휘를 범주화하여 분석 키워드(단어)로 설정하였다. 

셋째,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을 통하여 온라인 문서에 남

긴 사용자의 감정(부정, 긍정)을 분석한 후, 버즈(buzz, 입소문) 분석(계

정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수집, 분류된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데이터로 원상태대

로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정형데이터를 정형데이터로 변

환하여 통계분석이 가능한 숫자 형태로 변환한다. 

다섯째, 미래신호(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정책)를 탐색하는 단계로 단어빈도(TF), 문서빈도(DF), TF-IDF를 

분석하고, 키워드의 중요도(KEM)와 확산도(KIM)를 분석하여 미래신호

를 탐색한다. 

여섯째, 미래신호를 예측하기 위해 해당 문서의 감정(태도)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석기

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랜덤

포레스트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

기술(ICT) 정책 간의 연관관계와 시각화를 통하여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정책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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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미래신호 예측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감정(태도)을 설명

하는 가장 효율적인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한 통계적 가정이 필

요하지 않은 데이터 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방법과 연관규칙을 사용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 형성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으로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사용하

였다. CHAID는 이산형인 종속변수의 분리기준으로 카이제곱(-검정)

을 사용하며, 모든 가능한 조합을 탐색하여 최적분리를 찾는다(송태민 

등, 2016에서 재인용). 정지규칙(stopping rule)으로 관찰치가 충분하여 

상위노드(부모마디)의 최소 케이스 수는 100으로 하위노드(자식마디)의 

최소 케이스 수는 50으로 설정하였고, 나무깊이는 3 수준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분석, 다중응답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

나무분석은 SPSS v. 23.0을 사용하였고 랜덤포레스트, 연관규칙, 시각화

는 R 3.4.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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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결과

  1.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온라인 문서 현황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관련한 온라인 문서는 〈표 4-4〉

와 같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언급된 온라인 문서는 총 28만 

112건으로 채널별로 뉴스 12만 727건(43.1%), 트위터 6만 1850건

(22.1%), 블로그 5만 8103건(20.8%), 카페 3만 8108건(13.6%), 게시판 

1224건(0.4%)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을 포함하는 문서

는 총 18만 1480건으로 긍정적 감정(태도)은 16만 9826건(93.6%), 부

정적 감정(태도)은 1만 1654건(6.4%)으로 긍정적 감정(태도)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관련 정보화사업과 산업 활성화 정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등을 근거로 재

분류한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온라인 문서는 총 

2만 7793건으로 원격건강관리 8886건(32.0%), ICT산업 6767건

(24.3%), 원격의료 4010건(14.4%), 정밀의료 2554건(9.2%), 보건의료

정보서비스 1453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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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

구분 항목 N(%)*

태도(감정)

부정 11,654(6.4)

긍정 169,826(93.6)

계 181,480(100.0)

채널

뉴스 120,727(43.1)

블로그 58,203(20.8)

카페 38,108(13.6)

게시판 1,224(0.4)

트위터 61,850(22.1)

계 280,112(100.0)

보건복지 ICT 정책

ICT복지서비스 163(0.6)

ICT산업 6,767(24.3)

바이오산업 510(1.8)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231(0.8)

보건의료정보서비스 1,453(5.2)

사회복지정보서비스 528(1.9)

원격건강관리 8,886(32.0)

원격의료 4,010(14.4)

의료정보시스템 455(1.6)

정밀의료 2,554(9.2)

정보보호 및 보안 372(1.3)

정보시스템 고도화 406(1.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1,030(3.7)

진료정보교류 428(1.5)

계 27,793(100.0)

 * 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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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2014년 보건복지 ICT정책 문서 현황 2015년 보건복지 ICT정책 문서 현황

2016년 보건복지 ICT정책 문서 현황 2017년 보건복지 ICT정책 문서 현황

  2.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 미래신호 탐색

가. 단어 및 문서빈도 분석11)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된 텍스트 형태의 문서를 분석하려면 먼저 텍스

트 마이닝을 통하여 단어빈도(TF: Term Frequency)12)와 문서빈도(DF: 

Document Frequency)13)를 산출해야 한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중요한 

11) 본 단어빈도 및 문서빈도의 분석 절차는 박찬국, 김현제(2015)의 분석 방법을 참고한 
것임을 밝힘. 

12) 단어빈도(TF): 각 문서에서 단어별 출현 빈도를 산출한 후, 문서별 출현 빈도를 합산하
여 산출함. 

13) 문서빈도(DF):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 문서의 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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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추출을 위해서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송태민 등, 2016). TF-IDF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에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정근하, 2010). 

Spärck(1972)는 희귀한 단어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서 역문서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log


)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단어빈도 분석에 희귀한 단어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

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단어빈도와 역문서빈도를 결합하여 ‘TF-IDF

( × )’를 산출하여 가중치(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적용한다(송태

민 등, 2016). 단어빈도(TF), 문서빈도(DF), 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고려

한 문서의 빈도(TF-IDF)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

았다(표 4-5 참조). 

단어빈도(TF)는 원격건강관리, ICT산업, 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

료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바이오산업, 사회복지정보서비

스, 의료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 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빈도(DF)는 원격건강관리, ICT산업, 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

료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바이오산

업, 의료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고도화 등의 순으로 단어빈도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이 단어빈도에서는 7위인 반면 문서

빈도에서는 8위로 나타나 키워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빈도에서는 

바이오산업(바이오신약, 바이오정보, 신약플랫폼, 후보물질개발)이 중요

하나 주제의 확산을 나타내는 문서빈도에서는 다소 떨어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의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중요도 지수를 고려한 단어빈도(TF-IDF)는 원격건강관리, ICT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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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바이

오산업, 사회복지정보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이 우선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키워드 분석(TF/DF/TF-IDF) 

순위
TF DF TF-IDF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원격건강관리 17934 원격건강관리 7548 원격의료 9542 

2 ICT산업 11721 ICT산업 5880 원격건강관리 8770 

3 원격의료 11332 원격의료 3348 ICT산업 7003 

4 정밀의료 4784 정밀의료 1964 정밀의료 5137 

5 보건의료정보서비스 1921 보건의료정보서비스 1232 보건의료정보서비스 2452 

6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1163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857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1668 

7 바이오산업 629 사회복지정보서비스 424 바이오산업 1095 

8 사회복지정보서비스 621 바이오산업 423 사회복지정보서비스 1080 

9 의료정보시스템 584 의료정보시스템 386 의료정보시스템 1040 

10 정보보호 및 보안 558 정보시스템고도화 331 정보보호 및 보안 1037 

11 정보시스템고도화 519 정보보호 및 보안 323 정보시스템고도화 959 

12 진료정보교류 432 진료정보교류 300 진료정보교류 816 

13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266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145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587 

14 ICT복지서비스 160 ICT복지서비스 111 ICT복지서비스 371 

합계 52624 합계 23272 합계 41555 

키워드의 연도별 순위의 변화는 원격건강관리, ICT산업, 원격의료, 정

밀의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순위 변화 없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

며, 보건의료정보서비스는 2014년에 6위에서 2015년과 2016년에 5위

로 순위가 증가하여 시간이 갈수록 보건의료정보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시스템은 2014년 7위에서 2015년 9위, 

2016년 12위로 시간이 갈수록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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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6〉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도별 키워드 순위 변화(TF기준)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1 원격건강관리 원격건강관리 원격건강관리

2 ICT산업 ICT산업 원격의료

3 원격의료 원격의료 ICT산업

4 정밀의료 정밀의료 정밀의료

5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보건의료정보서비스

6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7 의료정보시스템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

8 정보시스템고도화 정보보호 및 보안 사회복지정보서비스

9 정보보호 및 보안 의료정보시스템 진료정보교류

10 사회복지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고도화 정보보호 및 보안

11 진료정보교류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12 바이오산업 진료정보교류 의료정보시스템

13 ICT복지서비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보시스템고도화

14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ICT복지서비스 ICT복지서비스

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 미래신호 탐색

미래신호 탐지 방법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7, 표 4-8〉과 같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DoV 증가율과 평균단어빈도

를 산출한 결과 원격건강관리, ICT산업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단

어의 확산을 나타내는 DoV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책에 대

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료정보서비스는 평균단어빈도도 중앙값 보

다 높고 DoV 증가율도 중앙값보다 매우 높아 이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과 같이 DoD는 DoV와 비슷한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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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나 바이오산업은 DoV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바이오산업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7〉 주요 보건복지 ICT 정책 DoV 평균증가율과 평균단어빈도

키워드
DoV 평균

증가율
평균문서빈도

2014년 2015년 2016년

원격건강관리 4929 5851 7154 -0.040 5978 

ICT산업 3257 4395 4069 -0.071 3907

원격의료 3043 2431 5858 0.204 3777 

정밀의료 639 1135 3010 0.726 1595 

보건의료정보서비스 286 548 1087 0.553 640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309 354 500 0.008 388

바이오산업 69 81 479 1.602 210 

사회복지정보서비스 124 214 283 0.236 207

의료정보시스템 206 187 191 -0.235 195

정보보호 및 보안 126 200 232 0.117 186

정보시스템고도화 181 185 153 -0.253 173 

진료정보교류 99 80 253 0.472 144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7 35 224 3.484 89

ICT복지서비스 50 34 76 0.089 53

중앙값 0.1605 208.5

〈표 4-8〉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DoD 평균증가율과 평균문서빈도

키워드
DoD

평균증가율 평균문서빈도
2014년 2015년 2016년

원격건강관리 2032 2398 3118 -0.023 2516 

ICT산업 1532 2034 2314 -0.016 1960 

원격의료 865 860 1623 0.104 1116 

정밀의료 350 500 1114 0.415 655  

보건의료정보서비스 221 335 676 0.378 411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223 266 368 0.012 286  

사회복지정보서비스 100 121 203 0.12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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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그림 4-5], 〈표 4-9〉와 같이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 키워드는 KEM과 KIM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신호(1사분

면)에는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가 포함되었고, 약신호

(2사분면)에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진료정보교류, 사회복

지정보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4사분면에 나타난 강하지는 않

지만 잘 알려진 신호는 ICT산업, 원격건강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에 나타난 잠재신호는 정보보호 및 보안, ICT

복지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고도화로 나타났다. 특히 약신

호인 2사분면에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와 바이오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밀의료는 강

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밀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DoD

평균증가율 평균문서빈도
2014년 2015년 2016년

바이오산업 59 69 295 1.027 141 

의료정보시스템 121 119 146 -0.135 129  

정보시스템고도화 106 122 103 -0.198 110  

정보보호 및 보안 91 89 143 -0.003 108  

진료정보교류 77 66 157 0.218 100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5 22 118 2.825 48  

ICT복지서비스 36 26 49 -0.016 37 

중앙값 0.05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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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키워드 K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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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키워드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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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키워드의 미래신호

구분
잠재신호

(Latent signal)
약신호

(Weak Signal)
강신호

(Strong signal)

강하지는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Not strong but 
well known signal)

KEM

정보보호 및 보안, 
ICT복지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고도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진료정보교류,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ICT산업, 
원격건강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KIM

정보보호 및 보안,
ICT복지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고도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진료정보교류,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ICT산업, 
원격건강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주요
신호

정보보호 및 보안, 
ICT복지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고도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진료정보교류,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ICT산업, 
원격건강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3.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보건

복지 정책 미래신호 예측

가.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보건복지 정책 미래

신호 예측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분석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긍정, 부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을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연관성이 높은) 보건복지 정보

통신기술(ICT) 정책은 원격의료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정밀의료, 원격

건강관리,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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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중요도

랜덤포레스트의 중요도로 나타난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정

책에 대한 감정(긍정/부정)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

본 결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중 ICT산업(p〈.01), 바이오산

업(p〈.1), 보건의료정보서비스(p〈.1), 원격건강관리(p〈.01), 의료정보시

스템(p〈.05), 정밀의료(p〈.05),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p〈.1), 진료정보

공유(p〈.01)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이 긍정적일 확률이 높으며, 반면 원

격의료(p〈.01)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이 부정적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이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중 ICT

산업, 바이오산업,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원격건강관리, 의료정보시스템, 

정밀의료,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진료정보공유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

서 감정(태도)이 긍정적일 확률이 높은 반면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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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 B S.E. P Exp(B)

ICT복지서비스 1.161 0.717 0.105 3.193

ICT산업 0.775 0.124 0.000*** 2.171

바이오산업 0.558 0.330 0.091* 1.748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0.400 0.460 0.385 1.491

보건의료정보서비스 0.296 0.174 0.090* 1.344

사회복지정보서비스 -0.095 0.233 0.684 0.910

원격건강관리 0.530 0.105 0.000*** 1.700

원격의료 -0.653 0.108 0.000*** 0.521

의료정보시스템 1.035 0.454 0.023** 2.816

정밀의료 0.358 0.146 0.014** 1.430

정보보호 및 보안 0.952 0.585 0.103 2.592

정보시스템 고도화 0.243 0.299 0.417 1.27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0.356 0.214 0.096* 1.427

진료정보교류 2.724 1.003 0.007*** 15.238

기준 범주: Negative
*: p〈0.1, **: p〈0.05, ***: p〈0.01

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미래

신호 예측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예측모형에 대한 의사결정나

무는 [그림 4-7]과 같다. 나무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뿌리나무는 예측변수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종속변수의 빈도를 나타난다. 뿌리마디의 정

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의 비율을 보면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긍정적 감정(태도)은 96.9%, 부정적 감정(태도)

은 3.1%로 나타났다. 뿌리마디 하단의 가장 상위에 있는 원격의료가 종

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관련성이 깊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이므로 원격의료 정책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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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라인 문서에서 원격의료 정책이 있는 경우 긍정적 감정(태도)은 

96.9%에서 94.0%로 감소한 반면, 부정적 감정(태도)은 3.1%에서 6.0%

로 증가하였다. 이는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에 나타난 원격의료 정책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부정적 감정(태도)을 높일 확률

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4-7]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의사결정나무 모형(전체)

〈표 4-11〉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예측 모형에 대한 이

익도표와 같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부정적 감정(태

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원격의료 정책이 있고 ICT산업 정책이 

없고 진료정보공유 정책이 없는 경우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즉, 11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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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지수가 227.6%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11번 노드의 조건을 가

진 집단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부정적일 확률이 2.28배

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긍정적 감정(태도)에 가장 영

향력이 높은 경우는 원격의료 정책이 있고 ICT산업 정책이 없고 진료정보

공유 정책이 있는 경우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즉, 12번 노드의 지수가 

103.2%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12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보건

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긍정적일 확률이 1.03배로 나타났다. 

〈표 4-11〉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예측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전체)

구분 노드

노드별 누적

노드 이득 응답
(%)

지수
(%)

노드 이득 응답
(%)

지수
(%)N % N % N % N %

부정적
감정
(태도)

11 3162 16.1 225 36.6 7.1 227.6 3162 16.1 225 36.6 7.1 227.6

10 461 2.3 22 3.6 4.8 152.6 3623 18.4 247 40.2 6.8 217.0

9 9408 47.9 247 40.2 2.6 84.0 13031 66.4 494 80.5 3.8 121.2

7 4355 22.2 94 15.3 2.2 69.0 17386 88.5 588 95.8 3.4 108.2

5 558 2.8 10 1.6 1.8 57.3 17944 91.4 598 97.4 3.3 106.6

8 1526 7.8 16 2.6 1.0 33.5 19470 99.1 614 100.0 3.2 100.9

12 167 0.9 0 0.0 0.0 0.0 19637 100.0 614 100.0 3.1 100.0

긍정적
감정
(태도)

12 167 0.9 167 0.9 100.0 103.2 167 0.9 167 0.9 100.0 103.2

8 1526 7.8 1510 7.9 99.0 102.1 1693 8.6 1677 8.8 99.1 102.3

5 558 2.8 548 2.9 98.2 101.4 2251 11.5 2225 11.7 98.8 102.0

7 4355 22.2 4261 22.4 97.8 101.0 6606 33.6 6486 34.1 98.2 101.4

9 9408 47.9 9161 48.2 97.4 100.5 16014 81.6 15647 82.3 97.7 100.9

10 461 2.3 439 2.3 95.2 98.3 16475 83.9 16086 84.6 97.6 100.8

11 3162 16.1 2937 15.4 92.9 95.9 19637 100.0 19023 100.0 96.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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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분석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보건복지 정책 미래신호 예측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 연관분석은 하나의 온라인 문서에 포함된 둘 

이상의 단어들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4-12〉와 같이 하나의 문서에서 나타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

한 감정(태도)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였다. 

{진료정보교류} =〉 {Positive} 두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2, 신뢰

도 0.99, 향상도 1.03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진료정보교

류}가 언급되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이 

긍정적일 확률이 약 1.0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 {Negative} 두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2, 신뢰도 

0.06, 향상도 1.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원격의료}가 언

급되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이 부정적일 

확률이 약 1.9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연관규칙(전체)

규칙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진료정보교류} =〉 {Positive} 0.02164282 0.9976526 1.0298535

{원격건강관리,정보보호 및 보안} =〉 {Positive} 0.01436065 0.9964664 1.0286291

{ICT산업,원격건강관리,정밀의료} =〉 {Positive} 0.01879106 0.9919355 1.0239519

{정보보호 및 보안} =〉 {Positive} 0.01868921 0.9918919 1.0239069

{ICT산업,정밀의료} =〉 {Positive} 0.02683709 0.9906015 1.0225749

{ICT산업,원격건강관리} =〉 {Positive} 0.09420991 0.9893048 1.0212363

{의료정보시스템} =〉 {Positive} 0.02271223 0.9889135 1.0208324

{ICT산업,원격건강관리,원격의료} =〉 {Positive} 0.01731425 0.9883721 1.0202735

{원격건강관리,정밀의료} =〉 {Positive} 0.04893823 0.9876670 1.0195457

{ICT산업,보건의료정보서비스} =〉 {Positive} 0.01130519 0.9866667 1.0185130

{ICT산업,원격의료} =〉 {Positive} 0.02790650 0.9820789 1.0137771

{ICT산업} =〉 {Positive} 0.32179050 0.9813636 1.013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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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규칙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결과 [그림 4-8]과 같이 원

격건강관리, 원격의료, ICT산업,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등이 상

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바이오산업,정밀의료} =〉 {Positive} 0.01028670 0.9805825 1.0122325

{바이오산업} =〉 {Positive} 0.02530936 0.9802761 1.0119162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 {Positive} 0.01150889 0.9783550 1.0099331

{정밀의료} =〉 {Positive} 0.12522279 0.9761810 1.0076889

{원격건강관리} =〉 {Positive} 0.42822223 0.9757484 1.0072424

{원격건강관리,원격의료,정밀의료} =〉 {Positive} 0.01390233 0.9750000 1.0064698

{보건의료정보서비스} =〉 {Positive} 0.06890054 0.9726815 1.0040765

{보건의료정보서비스,원격건강관리} =〉 {Positive} 0.02474920 0.9720000 1.0033730

{원격의료} =〉 {Negative} 0.01196721 0.0604579 1.9335709

{사회복지정보서비스} =〉 {Negative} 0.00117126 0.0467480 1.4950975

{원격건강관리,원격의료} =〉 {Negative} 0.00259714 0.0391104 1.2508331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 =〉 {Negative} 0.00142588 0.0287770 0.9203478

{보건의료정보서비스} =〉 {Negative} 0.00193512 0.0273185 0.8737018

{원격건강관리} =〉 {Negative} 0.01064317 0.0242516 0.7756157

{정밀의료} =〉 {Negative} 0.00305546 0.0238190 0.7617805

{ICT산업} =〉 {Negative} 0.00611091 0.0186364 0.5960320

{ICT산업,원격건강관리} =〉 {Negative} 0.00101849 0.0106952 0.34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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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소셜 빅데

이터에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

기술(ICT) 주요 정책과 이에 대한 감정(태도)에 대한 미래신호를 예측하

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미래신호 분석에서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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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해 긍정적 감정(태도)을 나타내는 온라인 

문서는 93.6%, 부정적 감정(태도)을 나타내는 온라인 문서는 6.4%로 나

타났다.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나타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에 대한 감정(태도)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키워드에 대한 단어빈도(TF)

와 문서빈도(DF), 그리고 중요도 지수를 고려한 단어빈도(TF-IDF)에서 

원격건강관리, ICT산업, 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격건강관리 정책이 보건복지 정보통신

기술(ICT)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키워드에 대한 단어빈도(TF)

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순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원격건강관리, ICT산업, 원격의료, 정밀의료가 큰 변동 없이 상위에 위치

하고 있어 이들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CT산

업이 2014~2015년 2위에서 2016년 3위로 원격의료와 순위를 맞바꿈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CT산업 정책과 원격의료 정책의 중요도 변

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향

을 보일지는 향후 추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DoV 증가율과 평균단

어빈도를 분석한 결과 원격건강관리, ICT산업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

으나 단어의 확산을 나타내는 DoV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

책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다. 한편 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료정보서비스는 평균단어 빈도도 중

앙값보다 높고 DoV 증가율도 중앙값보다 매우 높아 이들 정책에 대한 관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oD는 DoV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바이

오산업(바이오신약, 바이오정보, 신약플랫폼, 후보물질개발)은 Do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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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바이오산업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미래신호 탐색 결과 

KEM과 KIM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신호(1사분면)는 보건의료정보서

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가 포함되었고, 약신호(2사분면)에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진료정보교류, 사회복지정보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신호(3사분면)는 정보보호 및 보안, ICT복지서비

스, 의료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고도화로 나타났으며, 강하지는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4사분면)는 ICT산업, 원격건강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용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신호에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와 바이오산

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부문의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책과 바이

오산업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밀

의료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밀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 원격의료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나타났

으며, 뒤를 이어 정밀의료, 원격건강관리,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원격의료와 사회복지정보서비스는 부정적 감정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반면 정밀의료, 원격건강관리, 

보건의료정보서비스는 긍정적 감정(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구분하여 적절한 대응체

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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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책은 원격의료 정책이었다. 부

정적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원격의료 정책이 있고 ICT

산업 정책이 없고 진료정보공유 정책이 없는 경우의 조합으로 뿌리마디

와 비교했을 때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부정적일 확률이 

2.28배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긍정

적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원격의료 정책이 있고 ICT산

업 정책이 없고 진료정보공유 정책이 있는 경우의 조합으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12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보건복지 ICT 정책에 긍정

적일 확률이 1.03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격의료 정책은 보건복지 정보

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책인 동

시에 부정적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책으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덟째, 연관분석 결과 {진료정보교류} =〉 {Positive} 두 변인의 연관성

은 지지도 0.02, 신뢰도 0.99, 향상도 1.03으로 나타나 온라인 문서에서 

{진료정보교류}가 언급되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

정(태도)이 긍정적일 확률이 약 1.0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격의료} =〉 {Negative} 두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2, 신뢰도 

0.06, 향상도 1.93으로 나타나 온라인 문서에서 {원격의료}가 언급되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이 부정적일 확률이 

약 1.9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랜덤포레스트 분석 및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정책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에 부정적인 감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결과, 미래신

호 탐색에서 강신호로 분류된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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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래신호 탐색에서 약신호로 분류되었으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

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

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보건

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각종 국가정보화 정책에서 제시한 보건복지 부

문의 핵심과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랜덤포레스

트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연관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원격의료 정책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

은 정책인 동시에 부정적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책으로 나

타남에 따라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5제 장





본 장에서는 보건복지부 본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 성과 정도,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및 관련 위원회 여부,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 및 

추진 내용에 대한 애로사항, 사업부서별 추진에 대한 장단점 등을 

e-mail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활용정도와 정책담당 실

무자들이 느끼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이는 제6장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1절 조사 설계

본 조사는 보건복지 부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본

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중 본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다만 본 조사 대상이 정보화사업 담당자이기 때문에 직급에 있어서 

관리자급인 서기관 이상을 제외한 사무관 이하(주무관, 사무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문항은 보건복지정보화 추진 총괄을 담당하였던 전·현직 정보화

담당관과의 인터뷰,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2

호(2013. 8. 20.)｣, 윤광석, 박경돈(2014)의 연구에서의 설문문항 일부

를 참고하여 총 18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근무환경, 담당 정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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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사업 운영 현황, 정보화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사업 주관 부서별 추

진에 있어 장단점 정도, 사업 주관 부서별 추진에 있어 장단점 정도 등으

로 구성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남성, 여성),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근무환경에서는 현 근

무 부서(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건강

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

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현 부서에서의 근무 경력(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직렬(행정직, 사회복지

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전산직, 기타)과 직급(주무관, 사무관) 항목을 구

성하였다. 

담당 정보화사업 운영 현황에서는 정보화업무 담당 경력(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2

년 미만, 2년 이상),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습득 수준(매

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PMO 유무 

및 PMO주체, 관련 위원회 유무 및 위원회명,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사업 

발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실시 및 추

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사업 평가), 본인이 참여한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사업 발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

업 실시 및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사업 평가), 시스템 운영 

주체(운영 주체명), 본인이 생각하는 해당 정보화사업의 성과 정도(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항목을 구성하

였다. 

정보화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에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사업 발

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실시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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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사업 평가), 추진 내용별(정보화계획 및 정

보화전략계획 수립,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 관

련 시스템 간 조정‧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 어려움 정도(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해당 없음)와 애로

사항, 기타 항목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관 부서별 추진에 있어 장단점에 대한 동의정도는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장점 6개 항목과 단점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사업 주관 부서별 추진에 있어 장점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된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 

정보화 추진과제 개발이 용이하다,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 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절차 및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용이

하다 등 6개 항목 각각에 대해 동의정도(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

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사업 주관 부서별 

추진에 있어 단점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

렵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타 부서와 갈등 시 조

정기능이 미흡하다, 정보화사업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 등 5개 항목 

각각에 대해 동의정도(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

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이들 총 18개 항목을 표로 나타내면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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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보건복지부 본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 구성 현황

구분 조사 항목 응답 구성 내용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세 이상~29세 미만, 30세 이상~ 
39세 미만, 40세 이상~ 49세 미만, 
50세 이상

응답자의 
근무환경

현 근무 부서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
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건강보험정책
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
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
원회 사무국

현 부서에서의 근무 경력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
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직렬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의료기
술직, 전산직, 기타

직급 주무관, 사무관

정보화사업
운영 현황

정보화업무 담당 경력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
월~1년 미만, 1년~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2년 미만, 2년 이상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습득 수준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PMO 유무 및 주체 유, 무 및 PMO명

관련 위원회 유무 및 위원회명 유, 무 및 위원회명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

사업 발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실시 및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사업 평가

본인이 참여한 단계

사업 발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실시 및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사업 평가

시스템 운영 주체 운영 주체명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 정도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추진
단계별 
어려움
정도와 
애로

사업 발굴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
다, 해당 없음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실시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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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항목 응답 구성 내용

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사업 평가

추진
내용별 
어려움
정도와 
애로
사항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
다, 해당 없음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

관련 시스템 간 조정‧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

사업 주관 
부서별 
추진에 
대한 

장단점

장점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된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

정보화 추진과제 개발이 
용이하다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

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절차 및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용이하다

단점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급변하는 ICT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타 부서와 갈등 시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정보화사업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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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결과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본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 9. 

11.~9. 18. 약 1주일간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 중 

장기 휴가 및 출장 등으로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일부 정보화사업 담당자

를 제외한 27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는 코딩 후 spss 20.0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중 남성이 20명(74.1%), 여성이 7명(25.9%)이었으며, 연령은 

30세 이상~39세 이하와 40세 이상~49세 이하가 각각 12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 2명(7.4%), 20세 이상~29세 이하가 1명

(3.7%) 순으로 나타나 연령은 30, 40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 74.1

여성 7 25.9

연령

20세 이상~29세 이하 1 3.7

30세 이상~ 39세 이하 12 44.4

40세 이상~ 49세 이하 12 44.4

50세 이상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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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답자의 근무환경

응답자 27명에 대한 근무 소속 분포는 사회복지정책실 11명(40.7%), 

기획조정실 10명(37.0%)으로 전체 77.7%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보기획과와 복지정보

운영과,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이 속해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정책실과 기

획조정실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습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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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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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조정실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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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

인구

정책실

건강보험

정책국

건강

정책국

보건산업

정책국

장애인

정책국

연금

정책국

사회보장

위원회

37.0%

0.0%

40.7%

7.4%
3.7% 3.7% 3.7%

0.0%
3.7%

0.0%

현 근무 부서에서의 근무 경력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8명(29.6%)

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이 7명(25.9%), 6개월 미만이 6명

(22.2%), 2년 이상~3년 미만 4명(14.8%), 3년 이상이 2명(7.4%) 순으로 

나타나 근무기간대별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그림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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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응답자의 현 근무 부서에서의 근무 경력 현황

22.2% 29.6% 25.9% 14.8% 7.4%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또한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직렬은 전산직이 24명(88.9%)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행정직 2명(7.4%), 사회복지직이 1명(3.7%)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 참조).

[그림 5-3] 응답자의 직렬 현황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전산직

7.4% 3.7% 0.0% 0.0%

88.9%

계열1

직급 분포는 주무관이 17명(63.0%), 사무관이 10명(37.0%)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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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응답자의 직급 현황

0.0%

20.0%

40.0%

60.0%

80.0%

주무관 사무관

63.0%

37.0%

응답자의 근무환경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5-3〉과 같다.

〈표 5-3〉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근무환경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현 근무
부서

기획조정실 10 37.0

보건의료정책실 0 0.0

사회복지정책실 11 40.7

인구정책실 2 7.4

건강보험정책국 1 3.7

건강정책국 1 3.7

보건산업정책국 1 3.7

장애인정책국 0 0.0

연금정책국 1 3.7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0 0.0

현 부서
에서의 
근무
경력

6개월 미만 6 22.2

6개월 이상~ 1년 미만 8 29.6

1년 이상~ 2년 미만 7 25.9

2년 이상~ 3년 미만 4 14.8

3년 이상 2 7.4

직렬

행정직 2 7.4

사회복지직 1 3.7

보건직 0 0.0

의료기술직 0 0.0

전산직 24 88.9

직급
주무관 17 63.0

사무관 1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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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화사업 운영 현황

응답자들이 해당 부서에서의 정보화업무 담당 경력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9명(33.1%)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인 경우도 7명으로 전체 

중 25.9%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사회복지정책실과 

기획조정실 근무자로서 정보화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해당 부서에서의 정보화업무 담당 경력 현황

14.8%

3.7%

33.3% 14.8% 7.4% 25.9%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1년6개월 미만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들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습득 정도는 부족하다

고 응답한 경우가 13명(48.1%),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명

(3.7%)으로 나타나 전체 중 51.8%가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7.4%), 충

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3.7%)으로 전체 11.1%만이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6 참조).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습득 정도를 5점 기준으로 환산

하면 평균 2.6점으로 나타나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은 날로 발전하는 정보

통신기술(ICT)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5장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 157

[그림 5-6]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습득 정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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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1.1%51.8%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소속기관 망분리 사업, 정보화교

육사업, 사무용정보화기기 유지보수사업, 부내행정지원시스템 및 대국민 

홈페이지 운영사업, 정보화기획 및 예산사업, 개인정보관리수준현황조사

사업, 국립병원EMR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및 확대사

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조진단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 강화

사업, 기초연금정보시스템사업, 요양기관 부당청구감지시스템고도화사

업,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 가정위

탁통합전산사업, 차세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BPR/ISP 컨설팅사업, 

취약노인지원시스템사업 등이었다.

한편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PMO 여부는 [그림 5-7]과 같이 11명

(40.7%)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해당 PMO조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 보

건산업진흥원, 복지정보운영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응답하였다. 

사실상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더불어 생겨난 

PMO제도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나 보건복지 정보

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PMO조직은 정부를 

대신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서 PMO제도

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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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PMO 여부 현황

0.0%

20.0%

40.0%

60.0%

없음 있음 무응답

55.6%

40.7%

3.7%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 여부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빅데

이터 정책위원회’, ‘차세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개편 추진단’ 등 2개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2명(7.4%)이 응답하였다(그림 5-8 참조). 위원회는 정

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

의와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전인바, 보다 다양한 위원회

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림 5-8]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 여부 현황

0.0%

20.0%

40.0%

60.0%

80.0%

100.0%

없음 있음 무응답

88.9%

7.4% 3.7%

현재 담당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단계는 [그림 5-9]와 같

이 사업 실시 및 추진이 16명(59.3%), 운영‧유지 및 관리가 7명(25.9%) 

순이었으며 시스템 운영 주체는 정보화담당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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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흥원, 8개 국립병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개발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기재하였다.

[그림 5-9] 담당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 현황

0.0%

10.0%

20.0%

30.0%

40.0%

50.0%

60.0%

사업발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실시및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및

관리

사업평가 무응답

0.0%
3.7% 3.7%

59.3%

25.9%

0.0%

7.4%

이와 같이 응답자의 정보화사업 운영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표 5-4, 

표 5-5〉와 같다.

〈표 5-4〉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정보화사업 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정보화업무 
담당 경력

3개월 미만 4 14.8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 3.7

6개월 이상~1년 미만 9 33.3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4 14.8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2 7.4

2년 이상 7 25.9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습득 수준

매우 부족하다 1 3.7

부족하다 13 48.1

보통이다 10 37.0

충분하다 1 3.7

매우 충분하다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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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정보화업무 담당 경력별 근무 부서 현황

(단위: 명(%))

구분

근무 부서

계
기획

조정실

사회
복지

정책실

인구
정책실

건강
보험

정책국

건강
정책국

보건
산업

정책국

연금
정책국

계 27(100.0) 10 11 2 1 1 1 1

담당
경력

3개월 미만 4( 14.8) 2 1 0 0 1 0 0

3개월~6개월 미만 1(  3.7) 1 0 0 0 0 0 0

6개월~1년 미만 9( 33.3) 2 3 1 1 0 1 1

1년~1년 6개월 미만 4( 14.8) 1 2 1 0 0 0 0

1년 6개월~2년 미만 2(  7.4) 1 1 0 0 0 0 0

2년 이상 7( 25.9) 3 4 0 0 0 0 0

구분 빈도(명) 비율(%)

PMO
유무

있음 11 40.7

없음 15 55.6

무응답 1 3.7

위원회 유무

있음 2 7.4

없음 24 88.9

무응답 1 3.7

담당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

사업 발굴 0 0.0

사업예산 확보 1 3.7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1 3.7

사업 실시 및 추진 16 59.3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7 25.9

사업 평가 0 0.0

무응답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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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가.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어려움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어려움은 사업 발굴 단계, 사업예산 확보 단

계,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단계, 사업 실시 및 추진 단계, 정보시스

템 운영 유지 및 관리 단계, 사업 평가 단계 등 6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정보화 담당자가 인식하는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전혀 어렵지 

않다 1점, 별로 어렵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어렵다 4점, 매우 

어렵다 5점)로 측정하였다.

사업 발굴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당 없음 7명

을 제외하고 총 19명이 응답하였다. 사업 발굴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

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혀 어렵지 않다가 1명(7.3%), 별로 어렵지 않다 

2명(10.5%), 보통이다 7명(36.8%), 대체로 어렵다 2명(10.5%), 매우 어

렵다 7명(36.8%)이었다. 사업 발굴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

은 응답자가 15.8%(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인 반면 응답자

의 47.3%(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5-10 참조). 

[그림 5-10] 사업 발굴 단계의 어려움 정도

5.3% 10.5% 36.8% 10.5% 36.8%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4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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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확보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당 없음 

4명을 제외하고 총 22명이 응답하였다. 사업예산 확보 단계에 있어서 어

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

며, 어렵지 않다 2명(9.1%), 보통이다 8명(36.4%), 대체로 어렵다 9명

(40.9%), 매우 어렵다 3명(13.6%)이었다. 사업예산 확보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불과 9.1%(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

렵지 않다)인 반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4.5%(대체로 어렵다+매

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1 참조). 

[그림 5-11] 사업예산 확보 단계의 어려움 정도

9.1% 36.4% 40.9% 13.6%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54.5%9.1%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

과 해당 없음 6명을 제외하고 총 20명이 응답하였다. 사업계획서 및 제안

서 작성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혀 어렵지 않

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1명(5.0%), 보통이다 8

명(40.0%), 대체로 어렵다 10명(50.0%), 매우 어렵다 1명(5.0%)이었다.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

자가 불과 5.0%(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인 반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5.0%(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2 참조). 



제5장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 163

[그림 5-12]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단계의 어려움 정도

5.0% 40.0% 50.0% 5.0%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55.0%5.0%

사업 실시 및 추진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당 없

음 4명을 제외하고 총 22명이 응답하였다. 사업 실시 및 추진 단계에 있

어서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2명(9.1%), 보통이다 9명(40.9%), 대체로 어

렵다 10명(45.5%), 매우 어렵다 1명(4.5%)이었다. 사업 실시 및 추진 단

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불과 9.1%(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인 반면 응답자의 절반인 50.0%(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3 참조). 

[그림 5-13] 사업 실시 및 추진 단계의 어려움 정도

9.1% 40.9% 45.5% 4.5%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50.0%9.1%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및 관리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

명과 해당 없음 5명을 제외하고 총 21명이 응답하였다.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및 관리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혀 어렵

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5명(23.8%),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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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2명(57.1%), 대체로 어렵다 2명(9.5%), 매우 어렵다 2명(9.5%)이

었다.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및 관리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23.8%(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인 반면 

19.0%(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5-14 참조). 

[그림 5-14]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및 관리 단계의 어려움 정도

23.8% 57.1% 9.5% 9.5%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19.0%23.8%

사업 평가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당 없음 10명

을 제외하고 총 16명이 응답하였다. 사업 평가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

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혀 어렵지 않다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1명(6.3%), 보통이다 12명(75.0%), 대체로 

어렵다 3명(18.8%)이었다. 사업 평가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에 대해 

대부분인 7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

자는 6.3%(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 18.8%(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5 참조). 

[그림 5-15] 사업 평가 단계의 어려움 정도

6.3% 75.0% 18.8%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1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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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어려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사

업 발굴 단계는 평균 3.4점, 사업예산 확보 단계는 평균 3.6점, 사업계획

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는 3.6점, 사업 실시 및 추진 단계는 3.5점,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단계는 3.1점, 사업 평가는 3.1점으로 평

가되었다(그림 5-16 참조). 정보화 담당자들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예산 확보 단계,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

서 작성 단계, 사업 실시 및 추진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 발굴 단계,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단계, 사업 평가 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여

기고 있었다. 

[그림 5-16]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있어 어려움 정도

0

1

2

3

4

5

사업발굴 사업예산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실시및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및

관리

사업평가

3.4 3.6 3.6 3.5
3.1 3.1

또한 각 단계별로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기재식으로 답한 내용을 살펴

보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사업예산 확보 단계에서는 공감

대 형성, 예산편성 주관부처인 기재부와 복지부 자체 설득의 어려움을 제

시하고 있다.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혹은 

제안요청서 작성에 많은 작업이 필요함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정보화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기관 및 관련 규정이 너무 많아 업무

량이 많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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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어려움

추진 단계
어려움
정도

애로사항 기타

사업 발굴 3.4 공감대 형성 정보화사업 진행을 위한 협의기관(부처, 
부서)이 타 용역사업에 비해 너무 많고,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단순 반복적으로 
많은 관계로 본연의 정보화사업 관리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음

정보화사업 발주 관련 규정이 현재 과도
하게 복잡한데(사전협의, 보안성검토, 분
리발주 등)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
함. 문제 있다고 땜질식으로 제도·규정을 
신설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간
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회
계연도 내 집행 등 예산 관련 규정을 예
외 없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
보화사업이 실패하거나 부실해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임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교육
(사업 발주, 계약,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
과 팁 등을 포함한)이 필요함

사업예산 
확보

3.6
공감대 형성, 정보화예산 
실링에서 복지부 자체 및 
기재부 설득에 한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3.6

사업 추진 인력 부족, 분
리발주 등으로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내용 많은 수
정작업, 정보화 역량 부족

사업 실시 
및 추진

3.5

사업 추진 인력 부족, 환
경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등, 
업체별 협력 등, 정보화 
역량 부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
3.1 운영 인력 부족 

사업 평가 3.1
지표 설정 어려움 및 객
관적 평가 방법

나.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별 어려움

다음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을 정보화 계획 및 정보화 전략계획

(ISP) 수립,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간 시스템 연계 및 통합, 

관련 시스템 간 조정 및 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 등 7개로 구분하여, 각 내용별 정

보화 담당자가 인식하는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전혀 어렵지 않다 1점, 

별로 어렵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어렵다 4점, 매우 어렵다 5

점)로 측정하였다.

정보화 계획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

응답 1명과 해당 없음 11명을 제외하고 총 15명이 응답하였다. 정보화 



제5장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 167

계획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2명(13.3%), 보통이다 5명(33.3%), 

대체로 어렵다 5명(33.3%), 매우 어렵다 3명(20.3%)이었다. 정보화 계획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

는 13.3%(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3.3%(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7 참조). 

[그림 5-17] 정보화 계획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의 어려움 정도

13.3% 33.3% 33.3% 20.0%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53.3%13.3%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당 없

음 8명을 제외하고 총 18명이 응답하였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서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2명

(11.1%), 보통이다 5명(27.8), 대체로 어렵다 10명(55.6%), 매우 어렵다 

1명(5.6%)이었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11.1%(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에 불과한 반

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61.1%(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는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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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정도

11.1% 27.8% 55.6% 5.6%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61.1%11.1%

관련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

당 없음 8명을 제외하고 총 18명이 응답하였다. 관련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

었으며, 보통이다 5명(27.8%), 대체로 어렵다 8명(44.4%), 매우 어렵다 

5명(27.8%)이었다. 관련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는 없었으며, 반면 

72.2%(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5-19 참조). 

[그림 5-19] 관련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의 어려움 정도

27.8% 44.4% 27.8%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72.2%

관련 시스템 간 조정 및 협의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

당 없음 7명을 제외하고 총 19명이 응답하였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

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1명(5.3%), 

보통이다 4명(21.1%), 대체로 어렵다 11명(57.9%), 매우 어렵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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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이었다. 관련 시스템 간 조정 및 협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

지 않은 응답자는 5.3%(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73.7%(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0 참조). 

[그림 5-20] 관련 시스템 간 조정 및 협의의 어려움 정도

5.3% 21.1% 57.9% 15.8%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73.7%5.3%

관련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당 없음 9

명을 제외하고 총 17명이 응답하였다. 관련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통이다 1명

(5.9%), 대체로 어렵다 7명(40.9%), 매우 어렵다 9명(52.9%)이었다. 관

련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없는 반면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4.1%(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1 참조). 

[그림 5-21] 관련 법·제도 개선의 어려움 정도

5.9% 41.2% 52.9%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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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과 해당 

없음 4명을 제외하고 총 22명이 응답하였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

다 1명(4.5%), 보통이다 9명(40.9%), 대체로 어렵다 8명(36.4%), 매우 

어렵다 4명(18.2%)이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어려움

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4.5%(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지 않다)

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54.5%(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2 참조). 

[그림 5-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어려움 정도

4.5% 40.9% 36.4% 18.2%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54.5%4.5%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는 무응답 1명

과 해당 없음 10명을 제외하고 총 16명이 응답하였다.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는 없었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 2명(12.5%), 보통이다 7명(43.8%), 대체

로 어렵다 7명(43.8%)이었다.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12.5%(전혀 어렵지 않다+별로 어렵

지 않다)인 반면 응답자의 43.8%(대체로 어렵다+매우 어렵다)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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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의 어려움 정도

12.5% 43.8% 43.8%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43.8%12.5%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에 있어 어려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추진전략계획 수립 내용은 평균 3.6점, 관련 정보시

스템 구축 내용은 평균 3.6점,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내용은 평균 4.0

점, 관련 시스템 간 조정‧협의내용은 평균 4.5점, 관련 법‧제도 내용은 평균 

3.9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는 평균 3.7점,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

구 추진 내용은 평균 3.8점으로 평가되어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관련 시스템 간 조정‧협의,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업무

가 타 업무에 비해 어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그림 5-24 참조). 

[그림 5-24]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별 어려움 정도

각 추진 내용별로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기재식으로 답한 내용에서는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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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에서

는 전문인력 부족, 개발업체 난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사업 소관 부

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렵다고 하였다.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내용에서는 기관 혹은 부처 간 기본적 입장 차이에서 오는 협

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어렵다고 하였으며 관련 시스템 간 조정‧협의 내

용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이 용이하지 

않음을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관련 법‧제도 개선 내용에서는 타 부처 규

제에 대해 제도개선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와 관계자 설득 등이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관련제도와 

기술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

술(ICT) 환경 속에서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기타 어려

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는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이 절차가 복잡하고 전

문성을 요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정부통합전산센

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다(표 5-7 참조).

〈표 5-7〉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에서의 어려움

추진 내용
어려움
정도

애로사항 기타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3.6 새로운 아이디어 부족
-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 부족으

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HW 도입 및 시스템 기반구축, 

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정

부통합전산센터)과 긴밀히 협의

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

우가 많으나, 사업 소관 부처의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3.6

전문인력 부족, 개발업체 난립,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에서 사업 소관 부처

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많음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
4.0

종종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어려움, 기

관(부처) 간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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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장단점

각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주관 부서별 분산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대한 장점 6개 항목과 단점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전혀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 무응답은 없었으며 총 27명 

모두 응답하였다(그림 5-25 참조).

우선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장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대체로 아

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통이다 5명(18.5%), 대체로 그렇다 

16명(59.3%), 매우 그렇다 6명(22.2%)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

체로 아니다)는 없는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추진 내용
어려움
정도

애로사항 기타

황인 경우에는 협의 조정이 쉽지 않음, 

연계 기관과의 협의 진행 시 의견 불일

치,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어려움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는 거의 없음 

- 시스템 인프라의 운영 등을 해

당 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

이다 보니 위탁 장비들을 볼모

로 잡히고 갑질을 고스란히 당

하여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

질을 빚는 사례도 있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비정상적

인 행태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필요(해당기관이 

행안부 소속의 국가기관일 필요

가 없음. 법인화하거나 준정부

기관으로 바꿔 시장논리가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장비 입

주기관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필요) 

관련 시스템 간 

조정‧협의
4.5

기관(부처) 간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상황인 경우에는 협의 조정이 쉽지 않

음, 이해관계 달라서, 이해관계자 설

득,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어려움

관련 법‧제도 

개선
3.8

타 부처 규제에 걸릴 경우 제도 개선

이 매우 어려움, 공감대 형성, 절차 

및 관계자 설득, 법령 개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3.7

전문인력 부족, 관련 제도와 기술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

발 필요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
3.8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 어려움, 연구용역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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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 전문성이 제고된다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대체로 아

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통이다 7명(25.9%), 대체로 그렇다 

15명(55.6%), 매우 그렇다 5명(18.5%)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

체로 아니다)는 없는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용이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

다 2명(7.4%), 대체로 아니다 6명(22.4%), 보통이다 5명(18.5%), 대체로 

그렇다 11명(40.7%), 매우 그렇다 3명(11.1%)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

니다+대체로 아니다)는 29.6%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추진과제 개발의 용이성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다 2명(7.4%), 

대체로 아니다 8명(29.6%), 보통이다 7명(25.9%), 대체로 그렇다 7명

(25.9%), 매우 그렇다 3명(11.1%)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체로 

아니다)와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동일하게 37.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용이성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다라

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체로 아니다 2명(7.4%), 보통이다 6명

(22.2%), 대체로 그렇다 14명(51.9%), 매우 그렇다 5명(18.5%)으로 부

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체로 아니다)는 7.4%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

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개선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다 2명(7.4%), 대체로 아니다 4명

(14.8%), 보통이다 8명(29.6%), 대체로 그렇다 10명(37.0%), 매우 그렇

다 3명(11.1%)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체로 아니다)는 22.2%

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8.1%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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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림 5-25]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장점에 대한 동의 정도

7.4%

7.4%

7.4%

14.8%

7.4%

29.6%

22.2%

29.6%

22.2%

25.9%

18.5%

25.9%

18.5%

37.0%

51.9%

25.9%

40.7%

55.6%

59.3%

11.1%

18.5%

11.1%

11.1%

18.5%

22.2%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된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가 용이하다.

정보화 추진과제 개발이 용이
하다.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

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절차 
및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용이하다.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장점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만

점으로 환산한 결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4.0점, 각 분야 전문성이 제고된다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3.9점, 정보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용이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 3.3점, 정보화 

추진과제 개발의 용이성 항목에서는 평균 3.0점,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용이성 항목에서는 평균 3.8점, 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절차 

및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 항목에서는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그림 

5-26 참조).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점으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측면과 각 분야 전문성이 제고되는 측면,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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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이 느끼는 장점

0.0 1.0 2.0 3.0 4.0 5.0 

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절차 및업무관련 법‧제도개선이

용이하다

사용자및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

정보화추진과제 개발이 용이하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각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된다

사업에대한 이해도가 높다

3.3 

3.8 

3.4 

3.3 

3.9 

4.0 

다음으로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단점 측면에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그림 5-27 참조).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다는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체로 아니다 1명(3.7%), 보

통이다 6명(22.2%), 대체로 그렇다 11명(40.7%), 매우 그렇다 9명

(33.3%)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체로 아니다)는 3.7%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ICT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

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체로 아니다 2명(7.4%), 보통이다 10

명(37.0%), 대체로 그렇다 12명(44.4%), 매우 그렇다 3명(11.1%)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체로 아니다)는 7.4%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

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5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발생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다 6명(22.2%), 

대체로 아니다 5명(18.5%), 보통이다 9명(33.3%), 대체로 그렇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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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매우 그렇다 1명(3.7%)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체로 

아니다)는 40.7%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부서와 갈등 시 조정기능 미흡 항목에서는 전혀 아니다 3명

(11.1%), 대체로 아니다 7명(25.9%), 보통이다 9명(33.3%), 대체로 그렇

다 7명(25.9%), 매우 그렇다 1명(3.7%)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대

체로 아니다)는 37.0%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는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사업의 책임성 저하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전혀 아니다 2명(7.4%), 대체로 아니다 8명(29.6%), 보통이다 

8명(29.6%), 대체로 그렇다 9명(33.3%)으로 부정적 동의(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는 37.0%인 반면 긍정적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

다)는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7]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단점에 대한 동의 정도

7.4%

11.1%

22.2%

29.6%

25.9%

18.5%

7.4%

3.7%

29.6%

33.3%

33.3%

37.0%

22.2%

33.3%

25.9%

22.2%

44.4%

40.7%

3.7%

3.7%

11.1%

33.3%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다

급변하는 ICT환경(4차 산업
혁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
이 발생하고 있다

타 부서와 갈등 시 조정기능
이 미흡하다

정보화사업의 책임성이 저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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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단점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만

점으로 환산한 결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

렵다는 항목에서는 평균 4.0점, 급변하는 ICT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

렵다는 항목에서는 평균 3.6점,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2.7점, 타 부서와 갈등 시 조정기능 미흡 항목에서는 평균 

2.9점,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의 책임성 저하 항목에서는 평균 2.9점으

로 나타났다(그림 5-28 참조).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점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기획이 곤란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

이 어렵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8]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이 느끼는 단점

0.0 1.0 2.0 3.0 4.0 5.0 

정보화사업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

타부서와갈등시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타부서정보화사업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급변하는 ICT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다

2.9 

2.9 

2.7 

3.6 

4.0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

당자들이 느끼는 장점과 단점 정도의 분석 결과는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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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이 

느끼는 장점과 단점 정도

장/
단점

내용
수긍
정도

기타

장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4.0
비정보화사업 부서에

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정
보화사업을 총괄할 1
개 계를 전산직으로 충
원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2명의 업무범
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과장급에서 고민
이 큼

타 사업과의 시스템 인
프라 통합·공유 시이점
을 정확하게 살리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각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된다 3.9

정보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 3.3

정보화 추진과제 개발이 용이하다 3.4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 3.8

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절차 및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용이하다

3.3

단점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다 4.0

급변하는 ICT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3.6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2.7

타 부서와 갈등 시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2.9

정보화사업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 2.9

제3절 시사점

보건복지부 본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습득정도가 평균 2.6점으로 비

교적 낮다고 답하여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사업 관리‧감독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PMO 조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산업진흥원, 복지정보운영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

터를 답함으로써, 본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이해‧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PMO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문조직, 전문

가를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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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의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관련위원

회 설치‧운영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있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및 제

안요청서 작성에 있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으며 협의기관이 많

고 지켜야 하는 규정이 많아 담당자로서의 업무과중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보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PMO 조직을 지

정, 이를 통한 지원 및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시스템 간 조정과 협의, 연계

와 통합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여

러 부처, 여러 기관과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부

서별 접근보다는 총괄적인 역할자의 통합적인 접근이 더 효율적이다. 그 

외에도 법‧제도 개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있어서도 통합적

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가 적용하고 있는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

에 있어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장점에서는 사업에 대

한 이해도 및 각 분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점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고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ICT)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바,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1절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제2절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6제 장





제6장에서는 제2장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선행연구, 제3장 국

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제4장 보건복지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및 제5장 보건복지 정보화사

업 추진 이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1.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는 관할범위에 있어서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

계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기

술(ICT)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견해이며, 실제적으로 정보화 정책 및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 단위의 경우 사업부서별로 분산된 분산형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강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

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주관 부서별로 정보화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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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그동안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

진체계의 장점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4.0

점(5.0점 만점), ‘각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3.9점

(5.0점 만점),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고 인식하

는 정도가 3.8점(5.0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보건복지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

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결과

로 여겨지며,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기능 측면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진흥과 규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다수의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각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부서별로 정보화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분산형 정

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집중형과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을 

혼합한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체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

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고려하였다.

  2.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에서 분산된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정보화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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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타워의 부재이다. 이는 2008년 폐지된 정보통신부와 같이 집중형 독

임제 행정기관인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것으

로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총괄하는 컨트

롤타워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편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조정을 위한 컨트

롤타워 문제점은 비단 부처 단위의 조직에서만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니

며 일개 부처 내 부서 단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 내 정보화 업무의 전문화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

직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정책통계관(정보화담당참사관

실),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최고정보책임국(OCIO), 호주 사회서비스

부 및 보건부의 정보관리 및 기술부서와 호주디지털건강공사(ADHA) 등

이 부처 내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부 정보화사

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주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단점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

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4.0점(5.0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에서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관련 시스템 간 조정·협

의’의 어려움 정도가 4.5점(5.0점 만점), ‘관련 시스템 간 연계·통합’의 어

려움 정도가 4.0점(5.0점 만점)으로 부서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도출 시 각 사

업 주관 부서 단위에서 추진되는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을 고려하였다. 한편 컨트롤타워

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국(局)·실(室)에 분산된 과(課) 

단위 조직보다는 상위 부서의 직속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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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전례 없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PC시대에서 인터넷시대를 거쳐 모바일시대로 정보화 패

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이 커뮤

니케이션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사

회 전반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지

속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ICT)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은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있어서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핵심부문으로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통신기술(ICT) 정

책 및 사업에서 요구하는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신사업 발굴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정

보화 정책 및 사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정보화 정

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변하는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3.6점(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에서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정보화

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어려움 정도가 3.6점(5.0점 만점), ‘근거 

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의 어려움 정도가 3.8점(5.0점 만점)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부족,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의 어려움 등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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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정보화 정책 및 사업 담당자만의 역량으로는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

안 도출 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마련을 고려하였다. 

  4. 부서 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업무 중복 최소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 업무 및 기능의 중복을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

스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분산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아니라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융합서비스로 전통적인 보건복지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고 있으며, 업무영역에 있어서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영역 경계가 모호하여 부서 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이슈 분석에서 실시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타 부서 정보화사업과 중복이 발생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2.9점(5.0점 만점)으로 비록 낮게 나

타나기는 했지만, 보건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부서 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업무 중복은 증

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시 부서 간 정보통

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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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 전담부서 설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정보통신기

술(ICT)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각종 국가정보화 정

책에서 제시한 보건복지 부문의 핵심과제로 원격건강관리, 원격의료, 정

밀의료, 바이오산업 등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주목 받

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결과,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

산업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보건복지 정보통신

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이고 체계

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등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

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

을 위해 2017년 5월 신설되어 2019년 5월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인 의

료정보정책과가 유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시 보건의료 분야

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조직 설치

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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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현행 사업 주관 부서별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으로 과(課) 단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절충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과(課) 단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과(課) 단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는 국(局)·실

(室)별로 분산되어 과(課) 단위로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 현행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보건복지 

부문의 전반적인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부서 간 정보화 정책 및 사

업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 과(課)를 신설하거나 정보화정책협의체

를 구성하는 방안이다(그림 6-1, 그림 6-2 참조).

[그림 6-1] 과(課) 단위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 체계(1안: 전담 과(課) 신설)

장관 또는 차관

(가칭)정보화기획과

복지정보기획과급여기준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정보화담당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응급의료과

노인지원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보건복지콜센터

…노인정책과

인구정책과

아동권리과

생명윤리정책과

보육정책과

…

공공의료과

건강정책과

사회복지 분야 각 국(局)ㆍ실(室) 보건의료 분야 각 국(局)ㆍ실(室)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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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과(課) 단위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 체계(2안: 정보화정책협의체 구성)

정보화정책협의체

장관 또는 차관

복지정보기획과급여기준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정보화담당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응급의료과

노인지원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보건복지콜센터

…노인정책과

인구정책과

아동권리과

생명윤리정책과

보육정책과

…

공공의료과

건강정책과

사회복지 분야 각 국(局)ㆍ실(室) 보건의료 분야 각 국(局)ㆍ실(室)기획조정실

…

과(課) 단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서 사업부서

별 정보화사업 추진 과(課)의 고유 기능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각 과(課)별로 수행하는 중복된 기능이나 특정 과(課)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기능의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기획과 또는 정보화정책협의체는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 

과(課)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사업 발굴, 사업예

산 확보,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기능을 지원하고 부서 간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조정(관련 정책 

및 사업의 조정, 관련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 관련 시스템 간 조정 및 협

의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다만 정보화기획과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기능을 지원이 아닌 총괄로 역할을 강화하

고,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화인력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능, 정보 표준화 기능 등을 추가로 수행토록 한다.

현행 과(課) 단위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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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 사업 추진 부서별로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ICT) 관련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 

반면 현행 과(課) 단위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단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과(課) 단위의 부서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부문 전반적으로는 일

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보화 기획에 한계가 있다. 

둘째, 국(局)·실(室)·과(課)로 분산된 조직 및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정보

통신기술(ICT)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셋째, 정보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위

원회나 타 부처와의 정책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이고 일관된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넷째,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의 부재로 관련 부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하는 경우 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과(課) 단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

넌스 체계에 있어서는 부서 간 정책조정을 위한 정보화정책협의체를 구성

하거나 특정 과(課)에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다만 

수평적 관계로 구성된 국(局)·실(室)별로 분산된 과(課) 단위의 분산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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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책협의체나 특정 과(課)에 부서 간 정책조정

이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 과(課)를 신설하거나 정보화정책협의체를 구성

하는 경우 장관 또는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는 보건복지 정

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장관 또는 차관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현재 국(局)·실(室)별로 분산되어 과(課)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정

책 및 사업 관련 기능을 전부 이관하는 방안이다(그림 6-3 참조). 

현재 국(局)·실(室)별로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던 과(課)는 업무

조정을 통해 정보화 정책 및 사업 관련 기능을 신설된 전담조직으로 이관

토록 한다. 한편 정보화담당관,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등과 같

이 정보화 정책 및 사업 관련 기능이 부서의 주요 업무인 일부 과(課)의 경

우 신설된 전담조직으로 과(課)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서 제시한 과

(課)별 업무를 간략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기획과는 보건복지부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보건복지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부처 간 정

보화 정책 및 사업의 협업, 정보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정보정책과와 보건의료정보정책과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

야의 분야별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분야별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운영, 평가와 분야별 정보 표준화, 관련 시스템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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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합, 관련 시스템 간 조정 및 협의 등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정보과는 보건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과는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테러 및 개

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

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6-3] 국(局) 단위의 집중형 ICT 거버넌스 체계(전담조직 신설)

복지정보기획과급여기준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정보화담당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응급의료과

노인지원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보건복지콜센터

…노인정책과

인구정책과

아동권리과

생명윤리정책과

보육정책과

…

공공의료과

건강정책과

사회복지 분야 각 국(局)ㆍ실(室) 보건의료 분야 각 국(局)ㆍ실(室)기획조정실

장관 또는 차관

(가칭)정보화정책국

(가칭)보건의료정보정책과(가칭)복지정보정책과 (가칭)행정정보과(가칭)정보화기획과 (가칭)정보보호과

정보화 정책 및 사업 관련 업무 이관

…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서 기대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課) 

단위의 부서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국(局) 단위 조직에서 일

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기획 및 조정이 가능하다. 국(局)·실(室)별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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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추진하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경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으로 인한 장점이 있는 반면 종

합적인 판단과 일관된 기획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총괄 및 조정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체계는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

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괄 및 조정이 가능하다.

둘째,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변화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보통

신기술(ICT) 관련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가정보화 정

책 및 사업에 적절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 

국(局)·실(室)별로 정보화 담당인력이 분산 배치된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

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정보화사업 담당자 개인의 정보통신

기술(ICT) 관련 전문성과 기술력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

고 있다. 반면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

서는 정보화 조직 재구성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환

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정보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위

원회나 부처 간 정책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기

존의 과(課) 단위의 개별부서가 아닌 국(局) 단위의 일원화된 부서가 적극

적이고 일관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넷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총

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 부서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갈

등이 발생할 시 이를 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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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었던 각 사업 주관 부서별로 정보화

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課)가 

속해 있던 국(局)·실(室)의 반발이 예상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적 측면에서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진흥기능은 신설된 국(局) 단위의 전담조직이 맡고, 규제기능은 기존의 

사업 주관 부서에서 맡는 진흥-규제 분리 모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지

만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 간 갈등뿐 아니라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3.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는 분산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체계와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혼합

형이다. 국(局) 단위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정책 및 사

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장관 또는 차관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현재 국

(局)·실(室)별로 분산되어 과(課)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 및 사

업 관련 기능의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이다(그림 6-4 참조). 

현재 국(局)·실(室)별로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課) 중 그동

안 보건복지 부문 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정보화담당관, 의료정보

정책과 등 주요 5개 과(課)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 관련 기능을 신설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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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조직으로 이관토록 한다. 한편 정보화담당관,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

보운영과 등과 같이 정보화 정책 및 사업 관련 기능이 부서의 주요 업무

인 일부 과(課)의 경우 신설된 전담조직으로 과(課)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

토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추

어야 하는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 과(課)는 기존의 국(局)·실(室)별

로 분산된 체계를 유지한다. 이때 국(局)·실(室)별로 분산된 정보화사업 

추진 과(課)에는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림 6-4] 절충형 ICT 거버넌스 체계(1안: 분산형 ICT 거버넌스+집중형 ICT 거버넌스)

복지정보기획과급여기준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정보화담당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응급의료과

노인지원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보건복지콜센터

…노인정책과

인구정책과

아동권리과

생명윤리정책과

보육정책과

…

공공의료과

건강정책과

사회복지 분야 각 국(局)ㆍ실(室) 보건의료 분야 각 국(局)ㆍ실(室)기획조정실

(가칭)보건의료정보정책과

(가칭)복지정보정책과

(가칭)행정정보과

(가칭)정보화기획과

(가칭)정보보호과

(가칭)정보화정책국

장관 또는 차관

…

한편 사업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해 분야별 정보화 총괄부서인 복지정보정책과와 보건의료정보정책과를 

각 국(局)·실(室)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그림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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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局)·실(室)별로 분산된 분야별 정보화 총괄부서에는 일정 정도

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분야별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림 6-5] 절충형 ICT 거버넌스 체계(2안: 분산형 ICT 거버넌스+집중형 ICT 거버넌스)

복지정보기획과급여기준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정보화담당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응급의료과

노인지원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보건복지콜센터

…노인정책과

인구정책과

아동권리과

생명윤리정책과

보육정책과

…

공공의료과

건강정책과

사회복지 분야 각 국(局)ㆍ실(室) 보건의료 분야 각 국(局)ㆍ실(室)기획조정실

(가칭)보건의료정보정책과(가칭)복지정보정책과

(가칭)행정정보과

(가칭)정보화기획과

(가칭)정보보호과

(가칭)정보화정책국

장관 또는 차관

…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에서 제시한 과(課)별 업무를 

간략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기획과는 보건복지부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보건복지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부처 간 정보

화 정책 및 사업의 협업, 부내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정보정책과와 보건의료정보정책과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

야의 분야별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각 분야별 정보화 정

책 및 사업의 기획과 운영, 평가와 분야별 정보 표준화, 관련 시스템 간 연

계 및 통합, 관련 시스템 간 조정 및 협의 등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정보과는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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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보호과는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등을 총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局)·실(室)별로 분산되어 사업부서별 정보화 정책 및 사

업을 추진하는 과(課)는 각 부서의 정보화 사업의 세부 기획 및 운영 업무

를 수행한다.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장점은 현행 과(課) 단위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장점인 각 사업 추진 부서별로 정

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에 대

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

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전반적인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의 단점은 부서 간 업무

영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局)·실(室)

별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과(課)에 보장되는 자율권과 전담조직의 

조정 기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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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우리나라는 국가사회 발전 동력으로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보통

신기술(ICT)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

가정보화는 국정 운영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인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정보화 패

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였던 제4차 산업

혁명은 국가정보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시

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각

종 서비스가 융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건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융합서비스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부문

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는 기존의 기

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대부분 기득권과의 갈등을 수반하게 되며, 기

존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반발과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같은 비협조, 

유사한 정책을 다수의 관계 부처가 서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복 사

업 문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결론 및 정책제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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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부문으로 주목하

고 있는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목표 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의 이론적 논의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관할범위에 있어서는 분산형과 집중형, 조직 형태에 

있어서는 독임제와 합의제, 기능에 있어서는 규제-진흥 통합형과 규제-

진흥 분리형, 조정방식에 있어서는 분권형, 집중형, 혼합형 등이 논의되

었다. 

둘째,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는 정보

화담당관,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의료정보정책과, 급여기준

과 등 5개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사업 주관 부서별로 정보화사업을 개별적

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

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을 설립하

여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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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감정(태도)을 예측하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정책 미래신호 예측을 분석하였다. 보건복지 정

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긍정적 감정(태도)은 93.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키워드에 대한 단어빈도(TF)와 문

서빈도(DF), 그리고 중요도 지수를 고려한 단어빈도(TF-IDF) 분석 결과 

원격건강관리, ICT산업, 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미래신호 탐색 결과 약신호에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와 바

이오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강신

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부문의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책

과 바이오산업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정밀의료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밀의료 정책 추

진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랜덤포레스

트 분석 결과 원격의료, 정밀의료, 원격건강관리,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순으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감

정(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나타났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원격의료와 사회복지정보서비스는 부정적 감정(태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 결과와 연관분석 결과에서도 원격의료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에 대한 부정적 감정(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정책으로 

나타나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보건복지부 본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적용하고 있는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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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장점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분야 전문성 제고 측면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점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고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바,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에서는 이러

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기존 선행연구, 국내외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

대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개

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도출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으로는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마련,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장점인 사업 주관 부서별로 분산된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의 개선 방안, 부서 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의 업무 중복 최소

화 등 4가지 쟁점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5개 정보화 관련부서로 정보

화 업무가 분산되고 각 사업부서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으나 급변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

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

지 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으로 현행 과(課) 단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체계,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절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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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

상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보건복지 부

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예측 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

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와 감정(태도)을 분석하였다.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측 분석방법은 향후 보

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기획 및 집행, 평가, 개선 과정에 있어

서 수요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에 유용하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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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1.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국가정보화 정책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과(課) 단위의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

버넌스 체계, 국(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절

충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등 3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은 보건복지 정보통

신기술(ICT) 조직구조 개편을 필요로 한다. 사회통념상 최고의사결정권

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조직구조의 개편은 단기간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보

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

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

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관련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 및 기대하는 성과를 공유함

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 담당부서의 일부 통합이나 새로운 

전담부서의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는 기존 정

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과)뿐 아니라 해당 

부서가 속해 있던 상위 부서(국·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

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충분히 공감대

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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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기술(ICT) 부서의 전문화 및 전담기관 운영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부문 정보화는 전문화된 정

보통신기술(ICT) 조직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계획 및 운영, 응용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보통신기술(ICT) 투자효과 분석, 인력개발 및 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의 전문화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최고정보책임국(OCIO)과 호주의 정보관리 및 기술 조직

과 같이 부처 내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부처의 정보화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

의 구성을 위해 국(局) 단위의 정보화 조직 밑에 여러 개의 과(課) 단위 정

보통신기술(ICT) 분야별 조직으로 구성된 형태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

(局) 단위의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절충형 정보통신기술

(ICT) 거버넌스 체계와 유사하다.

둘째,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정부법」 제64조의 2에 근거하여 정부가 전자

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자정부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PMO) 여부는 40.7%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해당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PMO) 조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산업진흥원, 복지정보운영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 기재함으로써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제도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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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취지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제도

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 및 

정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하기

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은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산하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며, 다음으로 기

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하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은 보

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사회보장정보원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같

이 기존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자문기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은 PC 기반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그리고 모바일 기

반을 거쳐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

는 초연결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대표하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지식 등에 대한 자

문을 통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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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집행, 평가, 개선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기

술(ICT) 자문기구의 운영은 단발성 또는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

회의, 임시회의, 개별회의 등 정보통신기술(ICT) 자문기구 세부 운영규정

을 만들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최근 국가정보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융

합서비스로서 다수의 관계 부처가 관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부처의 

업무로 명확히 구분되었던 영역이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융합서비스

로 결합되어 다른 부처와의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업무 관장

권자의 반발이나 부처 간 칸막이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

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정보통신기

술(ICT) 기기, 기술 및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긴밀한 정책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

다.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 부처 간 갈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총괄·조

정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융합서비스로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시장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충돌

이 예상된다.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은 공공 부문뿐 아니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협회, 학계, 산업계 등과 같은 민간 부문의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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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관리와 통제가 주를 이룸에 따라 민간 부

문과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 일례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

통신기술(ICT)의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인 원격의료서비스의 경우 최근 정

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사

업이 잠정적으로 중단 또는 폐기되었다. 물론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 도입 철회 결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정부 주도로 통제와 관리를 하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소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측에서 원격의료 

정책이 일반 국민의 태도(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보건복

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참여하여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측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반응(감정 및 태도)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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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

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이에 대한 감정(태도)을 분석한 결과 보

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긍정적 또는 부정적)을 

미치는 정책,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 등을 제시

하였다.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

측은 정책에 대한 수요와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용한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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