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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2012년과 2015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2015년에 조사된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선정된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의 구축과정에 대

한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일방향적 정보제공 기능 위주의 스마트폰 앱의 비중이 감소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통합적 업무처리 및 서비스 연계 위주의 고도화된 스마트폰 

앱 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은 스마트폰 앱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 

수요조사 및 앱 구축 후 정보 업데이트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환류 등과 같은 기획과 평가 단계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양한 부서간 협력, 법 제도 및 규제, 그리고 사용

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과 같은 조직과 관리, 제도적 요인도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한국의 스마

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는 초기의 양적 확대 단계를 지나 질적 고도화 수준으로 접어들었으

며, 이와 같은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제도와 조직, 관리적 요인의 혁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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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의 확산과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스마트폰 앱)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통로(channel)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최근의 정보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하고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Gil-Garcia et al., 2014; Hung et al., 2013; OECD, 2011). 한국 역시 우수한 무선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기기의 빠른 보급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모바일 공공서비스에 대

한 요구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적극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정희정 외, 2016; 국회입법조사처, 201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이 질적 측면보다

는 양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과도한 스마트폰 앱 제작이 민간부문의 모바일 앱 시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의 서비스 수준 및 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

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1)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활용도가 높은 공공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모델의 구성과 함께, 공공부문의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구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요인들이 

스마트폰 앱의 품질과 전체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의 방향성 정립과 함께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 및 제반 활동에 대

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

폰 앱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 대

한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과 2015년에 진행된 

중앙행정기관의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앱 제공 현황 

1)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3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통해 서비스 

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미만인 공공 스마트폰 앱 혹은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과 내용 및 기능 면에서 유사한 공공 스마트폰 앱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2월 3일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개선 방안’) 

참조.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속 터지는 공공기관 앱” 헤럴드경제 2016년 

6월 18일자. “세금 쏟아 만드는데… 달랑 11명 사용하는 문체부 앱” 한국경제 2016년 8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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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전수준, 그리고 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2015년에 조사된 중앙행정기관

의 스마트폰 앱 중에서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 각 2개를 선정하고 해당 스마트

폰 앱 구축과정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공공 스마트폰 앱의 개념, 유형, 등장배경

을 제시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발전수준의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들과 지금까지

의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

는 스마트폰 앱의 일반 현황, 발전수준, 발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설

계를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2012년과 2015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된 중앙행

정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의 일반 현황 및 발전수준 측정 결과를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2015년에 조사된 중앙행정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선정된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

준의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스마트 정부의 등장과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최근의 정보기술의 발전은 범

사회적인 패러다임 전환(paradigm-shift)적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황종성, 2016; 

Brynjolfsson & McAfee, 2014). 최근의 정보기술 발전은 두 개의 흐름이 결합하면서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네트워크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을 1:1로 이

어주던 통신망(telecommunication)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사람을 1:N 또는 N:N으로 

이어주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확장되더니, 이제는 사람과 사람간의 네트워크를 넘어 사물

과 사물을 잇는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둘째, 정보의 축적과 저장, 계산이라는 컴퓨

팅 능력의 확대에 따른 지능기술(thinking technology)의 등장이다. 기존의 정보기술이 

특정 업무 절차와 과정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었다면, 현재의 정보기술 변화는 데이터 저장 능력의 확대와 빅데이터 분석기법,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와 더 강력한 계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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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기술적 성격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확장과 지능기술의 결합은 드

론, 자율주행자동차, 로봇과 같은 더욱 발전된 형태의 정보기술의 보편화로 이어지고 있

으며, ‘공유경제’, ‘지능사회’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경제 및 사회시스템으로의 변화로 이

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유선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e-government) 개념이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의 개

념으로 확대되고 있다(Gil-Garcia et al, 2016; 2014; World Economic Forum, 2014). 

‘스마트 정부’의 개념은 한 사회가 당면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조합과 그 활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Gil-Garcial et al., 2014). 스마트 정부의 등장의 기

저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기술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조정 방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역량의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첫째, 스마트폰의 활용을 통해 개인간, 

개인과 조직간, 조직과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이 높아지

고 더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집단 형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호 조정에 드는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더 많고 더 널리 흩어져 있는 개인들간

에 소통, 공유, 협력이 가능해 지면서 공통 목적을 가진 집합행동이 가능해 졌다(Shirky, 

2008). 둘째, 빅데이터 분석기법이나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 좀 더 타당하고 근거에 기

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로봇을 통해 기존에는 정부가 

집행능력을 가지지 못한 정책문제에 대한 대안적 정책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Mayer-Schonberger & Cukier, 2013). 

스마트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차원 중 하나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부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4; OECD, 2011). 모바일 정부는 정부기관, 시민, 기업을 비롯해 

기존의 전자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주체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종류

의 무선 및 모바일 기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기기를 활용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일컫는다(Kushchu, 2007). 기존의 전자정부가 PC단말 중심, 유선인터넷 

기반, PC 이용 가능자 대상, 일방향, 일부 시간･장소 제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대두된 모바일 정부는 이동성(mobility)과 편재성(ubiquity)의 특성을 통해 기존의 

유선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가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정부가 스마트폰 기반 위에서 실현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를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의 차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QR(Quick Response) 코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지도 서비스

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의 융합(mesh-up)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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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ed)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 미디어 등 Web 

2.0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소통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 또한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도 강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 앱은 

URL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한 번 내려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정부는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비해 구축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나아가 

시민들도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제작,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Lee et al., 2016; Linders, 2012).

2. 공공 스마트폰 앱의 개념과 발전모형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되는 특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

록 설계된 응용 프로그램이다(김성수 외, 2011; 배재권, 2010). 따라서 스마트폰 기반 모

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작･배포한 스마트폰 앱이라는 응용 소프

트웨어를 통해 구현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내부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

스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모바일 환경 아래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네이티

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 형태의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공공 스마트폰 앱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희정 외, 2016; 국회입법조사처, 2011; 여일연 외, 2011).2) 

공공 스마트폰 앱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공공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의 진화적 발전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모형’이 제시된 바 있다(정희정 외, 2016).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모형

은 기존의 전자정부 발전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성과 기술적 복잡성이

라는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시민 중심성은 공공 앱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정부 

및 공공기관과 시민 간의 상호작용 및 시민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할수록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특정 스마트폰 앱에서 공급자가 사용자의 편의 혹은 

2) 모바일 앱은 기술적 특성, 즉 플랫폼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김형찬 외, 2011). 첫째, 

네이티브 앱(native app)은 기기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native API를 통해 제작되며,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마켓(애플 앱 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을 통해 제공되고, 기기 운영체제에 직접 설치되

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둘째, 웹 앱(web app)은 웹 표준기술(HTML, CSS, JavaScript 

등)을 통해 제작되며, 모바일 웹 브라우저(Safari, IE Mobile 등)를 통해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

는 콘텐츠를 그대로 구현하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일컫는다. 셋째,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은 

네이티브 앱과 같은 형태의 설치형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웹 앱처럼 웹 표준기술을 통해 제작되는 애

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김형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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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낮은 단계로 분류되고,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화할수록 높은 단계로 분류된다. 둘째, 기술적 복잡성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앱에 탑재된 기술이 더 복잡할수록 스마트폰 앱의 발

전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기술들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더 고

차원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차원을 결합하여 (일방향적) ‘정보제

공’→(쌍방향적) ‘상호작용’→(쌍방향적) ‘업무처리 및 거래’→(다방향･네트워크적) ‘통합’

이라는 기본적인 발전단계에 복잡성이 높은 기술들이 결합된 형태를 구분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모형이 구성되었다. 

<표 1>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 모형

출처: 정희정 외(2016)

단계 정의 측정지표

1단계
(단순제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단계
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 단순 정보 제공

2단계
(복합제시)

단순 정보 제시 차원을 
넘어 다양한 모바일 

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제공에 
있어 기술적 편리성을 

추구하는 단계

정보 및 서비스의 분류 및 검색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예: 입력된 개인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LBS, QR코드, 로고 인식 등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E-book, 웹 페이지, 다른 앱 등으로 연동되어 서비스 제공

3단계
(단순상호작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 간의 

단순한 형태의 소통이 
가능한 단계

사용자 의견과 반응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예: 별점주기 등)

묻고 답하기, 상담 등 정부의 업무 담당자와 상호소통이 가능한 
기능 및 서비스 제공

신고, 건의사항 등 공급자와 업무상 소통이 가능한 기능 제공

4단계
(복합상호작용)

다양한 모바일 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 간의 
상호소통이 고도화되는 

단계

푸쉬 알림 등이 가능한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화되고, 
주도적인 의사소통 기능 제공

소셜 미디어와의 연동을 통해 공급자가 먼저 소통을 시도하거나 
공급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제공

5단계
(업무처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금전적 거래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정보의 
가공이 가능해지는 단계

상품 구매 대금, 세금 등을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지불하는 거래(transaction) 기능 제공

택배, 입찰, 민원서류 발급, 예약 등 단순 상호소통을 넘은 
공공업무 처리 기능 제공

6단계
(통합)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포괄적으로 

연동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되는 단계

서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및 사용자 
간의 정보공유 및 소통,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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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발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그렇다면 위와 같은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나아가 전자정부 및 정보시스템의 발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정보시스템 발전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크게 이론적 접근과 실무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접근의 

연구들은 주로 학계의 연구자들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조직적, 관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식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Eom, 2014; 엄석

진, 2011). 반면, 실무적 접근의 연구들은 공공 및 민간조직의 관리자들이 성공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프로젝트 성공 및 실패요인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별된 성공 및 실패요인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실무 가

이드라인의 형태로 활용되어 왔다(Gil-Garcia & Pardo, 2005).3) 

Gil-Garcia와 Pardo(2005)는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요

인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문헌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4) 첫

째, 정보 및 자료 요인에서 살펴보면, (1)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수요 조사, (2) 

정보 및 제품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Wang, 1998), (3)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자료의 불일치 및 부정확성 제거(Keil, 1995), (4)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사용자로부터의 

지속적인 피드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기술 요인의 경우, (1) 시스템의 유용

성 및 사용의 용이성(Cafferey, 1998), (2) 조직 구성원의 기술적 전문성(Barki et al., 

1993), (3)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의 경

우, (1)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Garson, 2003), (2)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원활

3)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실무 가이드라인으로는 미 연방정부 정보화담당

관협의회(CIO Council)의 Value Measuring Methodology (VMM),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위원회의 

Creating and Using a Business Case for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 (CUBC), 미국 주정부 

정보화담당관협의회의 Business Case Basics and Beyond: A Primer on State Government IT 

Business Cases (BCBB),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의 Making 

Smart IT Choices (MSIT) 등이 있다(Gil-Garcia & Pardo, 2005).

4)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

적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첫째, 이론적 접근은 행정학 유력학술지(예: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and Society,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논문과 서적에서의 전자정부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포괄한다. 둘째, 실무적 접근은 미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캐나다 중앙정부에서 실

제로 활용되고 있는 지침서 4개(Value Measuring Methodology, Creating and Using a Business 

Case for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 Business Case Basics and Beyond: A Primer on State 

Government IT Business Cases, Making Smart IT Choices)에서의 전자정부 영향요인에 관한 실무

적 지침을 포괄한다(Gil-Garcia & Pard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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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소통과 업무상 협업, (3) 충분한 예산 확보(Barret & Green, 2001) 등이 고려되어

야 한다. 넷째, 제도 및 환경 요인의 경우,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지(Barki et al., 

1993), (2) 외주(outsourcing)의 전략적 활용(Chen & Perry, 2003). (3)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 제공(Andersen & Dawes, 1991)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2>는 전자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성공요인

출처: Gil-Garcia & Pardo(2005)를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구분 세부 요인

정보 및 자료 요인

* 시민들의 앱 제작 요구
* 정보시스템이 제공할 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 콘텐츠 수요조사
*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사전고려
* 자료의 정확성
* 자료의 충분성
* 사용자 평점 및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
*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정보기술 요인

* 기술의 복잡성
* 기술의 호환가능성
* 레거시 시스템 사용
*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
*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
*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
*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
*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

조직 및 관리요인

*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험
*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
*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
* 이해관계자의 참여
* 다양한 부서의 참여
* 충분한 예산의 확보
* 담당자의 열의와 전문적 능력
*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교육
* 프로젝트 팀의 전문성과 능력
* 부서 간 관할권 경쟁
* 프로젝트팀 내 원활한 소통
* 프로젝트팀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제도 및 환경요인

* 법 규제의 제약
* 정보시스템 구축 기관 특성에 대한 고려
* 정보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 행정부의 후원 및 관심
* 예산 배정 및 감사 등 입법부의 개입

* 기관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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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영향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구축 단계별 순

서 혹은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관리는 과정 측

면에서 계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통제(Controlling)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관리 과정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 계획하고(Plan), (2) 계획된 내용을 수

행하고(Do), (3) 수행된 결과를 확인･평가하는(See) 것의 상호 연관되고 반복되는 과정이

다(고석하･홍정유, 2008).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는 (1) 임무와 목표 및 이들을 달성

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선택하고(계획), (2),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고, 직위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을 설정 및 배분하고, 설정된 직위에 따라 

인원 배치 및 인적자원 관리를 실시하고(조직화), (3) 수행되는 활동들이 계획과 부합하

는지 확인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데(통제), 이러한 과정은 상호 연관되고 반복

되는 Plan-Do-See Cycle(혹은 PDS Cycle)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4.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최근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과 관련된 

개별 이슈 중심의 미시적 연구와 공공 스마트폰 제공 현황과 발전수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사례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의 장점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Lorenzi et al., 2014 등), 둘째, 모바

일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른 호환성과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및 제도적 쟁점들

을 다룬 연구(정대성, 2013; 방지호 외, 2012; 배재권, 2010; 임수정 외, 2010; 정상훈, 

2010). 셋째, 공공 스마트폰 앱 사용자의 수용 의도를 다룬 연구(한기훈･김진수, 2013), 

넷째,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Ingrams, 2015; 

Bratton, 2013; Campbell & Kwak, 2011; Lee-Gosselin & Miranda-Moreno, 2009; 

Shah et al., 2005; Rice & Katz, 2003)가 그 주요 주제들이다. 

위와 같은 사례와 쟁점 중심의 연구들에 더하여, 공공 스마트폰 앱의 구축 현황이나 

구축 과정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스마트폰 앱 활

용 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거시적 연구들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1), 조

희정(2011)은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의 제작기관 및 운영체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컨텐츠, 불편한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 

UI), 지역 편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

수희 외(2013)의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폰 앱 서비스와 관련된 제공자, 개발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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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그룹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 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선영･문형남(2012)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중복 콘텐츠 등으로 인해 공공 스마트폰 앱의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 중앙정부의 공공 스마트폰 앱 현황과 해외 공공 스마트폰 앱 현황의 비교를 

통해 모바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공공 스마트폰 앱의 서비스 품질 

관리 실시를 제언한다. 

최근에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 현황

과 발전수준 측정 그리고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이 제시된 바 있다. 예

를 들면, 정희정 외(2016)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체

계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앱의 특성과 발전단계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분석 결과,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리더십과 정보화 관련 제도화 수준이 공

공 스마트폰 앱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제시한 선행 연구들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로의 이행과 공공 스

마트폰 앱의 활용 현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구주제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희정 외(2016)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된다. 첫째, 중앙행정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 스마트폰 앱의 일반적 특성 및 시기별 변화에 대한 분석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 수준의 전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그것에 비해 더 

빠르게 발전해 왔음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수준에서 공공 스마트폰 앱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성공･실패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선행연구들이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이나 스마트폰 구축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의 성공･실패요인을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상･하위 발전단계

의 스마트폰 앱들에 대한 비교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획-실행-평가 등 스마트폰 

앱 구축의 각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성공･실패요인들을 반영한 체계적인 

분석틀에 기반하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 스마

트폰 앱 구축과정에서 작용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타당성 높은 질적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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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는 공공 스마트폰 구축을 위한 실무적 지침 개발과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 정책의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5) 

위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2년과 2015년에 진행된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앱

의 제공 현황 및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2015년에 조사된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스마트폰 앱 중에서 상위

수준과 하위수준의 스마트폰 앱 각 2개를 선정하고 해당 앱의 담당자 및 개발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앱 구축 과정에서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 현황 및 발전수준 분석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의 일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2년과 

2015년에 실시된 중앙행정기관 스마트폰 앱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작기관, 정보유형, 이용빈도, 등록연도, 정보용량, 업데이트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수

집, 분석하고 2012년과 2015년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6) 

공공 스마트폰 앱의 발전 수준 측정은 앞서 언급된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 모형’을 

적용하였다. 2인의 코더(coder)가 각각 공공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구동하

여 발전 모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갖추었다고 측정된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공공 스마트폰 

5) 행정자치부 모바일 전자정부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2016. 9. 3)

6) 중앙행정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를 2015년도 전수조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1월 20일, 21일, 22일에 걸쳐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구글 플레이 

웹사이트에 입력하였고, 그 결과로 검색된 모든 모바일 앱을 수집하였다. 애플의 앱 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은 다양하고 일관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

되었다. 둘째, 조사된 모든 모바일 앱에 대한 제작자 및 컨텐츠 조사, 전화･이메일 문의 결과를 토대

로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인 공공 스마트폰 앱 목록을 확정하

였다. 셋째, 구글 플레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앱 정보를 취합, 정리하였다. 등록연도는 구글 플레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하였다. 2012년도 전수조사도 위

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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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발전단계로 부여하였다.7) 일반 현황 분석과 마찬가지로, 2012년과 2015년의 측정 결

과를 비교하였다.

2.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사례분석

1) 분석틀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Gil-Garcia와 Pardo(2005)

가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을 ①기획(Plan) 단계, ②실행(Do) 

단계, ③평가(See) 단계로 구분하고 ①정보 및 자료 요인, ②정보기술 요인, ③조직 및 

관리 요인, ④제도 및 환경 요인으로 범주화된 정보시스템 구축 성공요인들을 각 단계별

로 나누어 배정하였다.  

7)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측정방법은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발전수준 

측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측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두 명의 코더(coder)들이 전체 공공 스마트폰 앱의 수준에 대하여 교차 측정을 실시하였다. 즉, 

각 코더들이 공공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각 기능들을 구동하고 발전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코더

간에 발전수준 측정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

째, 측정 결과에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발전수준 측정을 제3

의 코더가 다시 한 번 실시하고, 문헌검토 및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모든 저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부여하였다. 셋째, 두 명의 코더들이 다시 한 번 전체 공공 스마트폰 앱 수준에 대한 

교차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의 일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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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8) 

공
공
앱
 발

전
 단

계

･시민들의 앱 제작
요구･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계획･콘텐츠 수요조사･서비스 유형 및 특
성 고려

･자료의 정확성･자료의 충분성

･사용자 평점과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기술의 복잡성에 
대한 고려･기술의 호환가능성
에 대한 고려

･기존 정보시스템
(레거시 시스템) 
사용･앱 구축에 대한 
전문성 있는 외주 
업체 선정

･사용의 용이성
에 대한 피드백 
반영･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
영･스마트폰 앱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보안에 대한 피
드백 반영

･앱 구축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프로젝트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
성･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이해관계자 참여･다양한 부서 참여･담당자의 열의와 
전문적 능력

･스마트폰 앱 구축
에 관한 교육･프로젝트 팀의 전
문성과 능력･앱 구축과정에서
의 부서간 관할권 
경쟁･프로젝트 팀내 원
활한 소통･외부 관계자와 원
활한 소통과 참여･충분한 예산 확보

･앱구축 단계별 
목표달성 및 성
과의 측정 및 
평가

･구축기관의 특성 
반영･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행정부의 후원 및 
관심

･기관의 자율성･앱 구축과정에 
서의 규정상의 제
약･예산배정 및 감
사 등 입법부의 
개입

기획단계
(Plan)

실행단계
(Do)

평가단계
(See)

정보 및 자료

정보기술

조직 및 관리

제도 및 환경

범주 구축단계별 영향요인 구축결과

8) 평가 단계에서의 제도 및 환경 요인은 측정에 적합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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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사례의 선정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 스마트폰 앱은 다음과 같다. 2015년에 조사된 중앙행정기

관 공공 스마트폰 앱 중에서, 전체의 평균적인 발전수준과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6단계 

스마트폰 앱 2개(｢안전디딤돌｣, ｢나만의 문화유산해설사｣)와 2단계 스마트폰 앱 2개(｢알

기 쉬운 수산용어｣, ｢매일매일 건강게임｣)를 선정하였다(<표 3> 참조).9)   

<표 3> 비교 대상 공공 스마트폰 앱 개요

명칭 안전디딤돌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매일매일 건강게임

앱 발전단계 6 단계 2단계

제공 기관 국민안전처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서비스 유형 라이프스타일 교육 교육 건강 및 피트니스

등록연도 2014년 4월 18일 2014년 12월 7일 2014년 8월 11일 2014년 3월 3일

앱 크기 1.3MB 2.9MB 11.8MB 44.3MB

다운로드 건수 
(회,측정일 기준)

1,000,000
-5,000,000

10,000-50,000 100-500 100-500

특이사항

기관별로 
운영되었던 

재난안전 관련 
스마트폰 앱을 통합

다국어음성해설, 
LBS,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재 훼손 

신고 가능

- -

① ｢안전디딤돌｣: 이 앱은 중앙행정기관들이 제공했던 재난안전 관련 모바일 서비스

를 통합･연계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주요 서비스는 재난문자, 재난뉴스, 국민행동요령, 

재난신고 등이다. 재난문자는 재난발생정보, 기상특보 등을 사용자에게 푸쉬 알림을 통

해 제공하는데, 재난정보와 더불어 상황에 적합한 국민행동요령이 안내되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근접한 대피소, 병원 정보도 검색 가능하다. 재난신고는 전화신고와 문자

신고로 구분된다. 사용자는 전화신고를 통해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청, 산림청에 신고

9) 각 공공 스마트폰 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스마트폰 앱 전체의 발전수준의 평균(3.8단계)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의 스마트폰 앱과 평균 이하의 

스마트폰 앱이 분류되었다. 둘째, 평균보다 높은 6단계 스마트폰 앱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빈

도를 기록한 스마트폰 앱은 상위수준 스마트폰 앱으로 분류되었고, 평균보다 낮은 2단계 스마트폰 

앱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빈도를 기록한 스마트폰 앱은 하위수준 스마트폰 앱으로 분류되었

다. 셋째, 앞서 제시된 절차를 통해 분류된 스마트폰 앱 중에서, ｢안전디딤돌｣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는 상위수준 스마트폰 앱으로 선정되었고, ｢알기 쉬운 수산용어｣와 ｢매일매일 건강게임｣은 

하위수준 스마트폰 앱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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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고, 문자신고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

여,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시설물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용 CCTV 

조회 등도 가능하다.

②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이 앱의 기능은 크게 문화유산 탐방설계, 문화유산 해

설 안내, 문화유산 건의･신고로 구분된다. 문화유산 탐방설계는 본인인증을 한 후 LBS를 

활용하여 문화재를 검색하고 직접 문화재 탐방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국민내

비 김기사｣와 연동하여 문화재 길안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문화유산 해설 안내는 

다양한 사진 및 영상과 함께 각종 외국어로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또한, 문화

유산 관련 웹사이트와 연결되며 관련 정보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공유할 수 있다. 

문화유산 건의･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문화재 안전, 문화재 방재, 문화재 안내판 오류 등

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웹사이트와 연동되어 있

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사진을 첨부하여 앞서 제시된 사항들을 신고･접수할 

수 있다.

③ ｢알기 쉬운 수산용어｣:　이 앱의 주요 기능은 수산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자나 일본어로 통용되고 있는 수많은 수산용어들의 개념 및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풀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매일매일 건강게임｣： 이 앱은 게임을 통해 사용자에게 식품과 건강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즉, 칼로리 배틀, 나트륨 줄이기, 콜레스테롤 팡, 칼슘 배틀 등 문답식 게임

을 통해 사용자에게 식품정보를 제공한다. 게임을 통해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의 관리를 위한 

식습관 안내, 주의사항, 음식 조리법, 상차림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015년에 조사된 중앙행정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 중에서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스마

트폰 앱의 구축과정과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자료는 각 공공 스

마트폰 앱의 개발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10) 자

료의 분석은 비교사례연구 방법 중 ‘차이법’의 원리에 따라 스마트폰 앱 발전단계의 차

10) 인터뷰 대상자는 ｢안전디딤돌｣의 경우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담당자(전산주사), ｢나만의 문화

유산 해설사｣의 경우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담당관(주무관), ｢알기쉬운 수산용어｣의 경우 앱 개

발회사인 ㈜씨앤닷컴 개발팀장(과장), ｢매일매일 건강게임｣의 경우 국립농업과학원 담당자(연구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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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져오는 차별요인들을 식별하는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틀에서 제시된 각 단계

별 요인들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 대상 스마트폰 

앱 개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설문을 실시하였다.11) 둘째, 설문조사 결

과를 분석하여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의 차이가 1.0 이상인 요인들을 발전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가설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가설적으로 선정한 요인들이 실제로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요인들이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확인하

였다.12)   

Ⅳ. 공공 스마트폰 앱의 일반 현황 및 발전수준 분석

1. 제공기관 유형별 현황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2012년과 2015년 전수조사 결과, 스마트폰 

앱이 양적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2년(150개)과 2015년(172개) 사이에 22개가 증가하였다. 부･처･청 기관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앱 제공 현황에서는 부급 기관이 제공한 스마트폰 앱의 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처･청급 기관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59개(2012년)에서 80개(2015년)로 증

가하였다.   

조사대상 기간에 공공 스마트폰 앱이 크게 증가한 기관으로 경찰청과 농촌진흥청을 

들 수 있다. 경찰청은 2012년에 6개의 공공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였지만, 2015년에는 

14개의 공공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였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에는 5개의 공공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였는데, 2015년에는 13개의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

11) 이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각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설문지의 배포 시기와 회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디딤돌｣에 대한 설문지는 2015년 4월 16일에 배포되었고 2015년 5월 7일에 회수

되었다. 둘째,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설문지는 2015년 4월 1일에 배포되었고 2015년 

4월 6일에 회수되었다. 셋째, ｢알기 쉬운 수산용어｣에 대한 설문지는 2015년 4월 16일에 배포되었

고 2015년 4월 17일에 회수되었다. 넷째, ｢매일매일 건강게임｣은 2015년 5월 6일에 배포되었고 

2015년 5월 13일에 회수되었다. 설문지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12) 심층인터뷰는 이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각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설문지가 회수된 시점에 설문지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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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스마트폰 앱 수가 감소한 기관들도 발견되었다. 행정자치

부는 2012년(29개)과 2015년(16개) 모두 가장 많은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제공하는 앱의 개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국민안전처 및 인

사혁신처의 분리와 함께, 2012년에 지역별로 제공되었던 공공 스마트폰 앱 ｢생활공감지

도｣의 통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도 2012

년에 비해 2015년에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수가 감소하였다. 대통령실은 2012년에 공공 

스마트폰 앱 ｢청와대｣를 운영하였으나, 2015년 들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표 4> 기관유형별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현황

기관유형

2012년

전체 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
평균

표준
편차

최댓값 최솟값

부 15 15 80 5.33 6.84
29

(행정안전부)
1

(기재부 외 2개)

처･청 20 18 59 3.28 2.35
8

(문화재청 외 1개)
1

(병무청 외 7개)

기타 12 5 11 2.20 1.30
4

(방송통신위원회)
1

(대통령실 외 5개)

합 계 47 38 150 3.95 4.67 29 1

기관유형

2015년

전체 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
평균

표준
편차

최댓값 최솟값

부 17 15 77 5.13 4.55
16

(행정자치부)
1

(국방부 외 1개)

처･청 21 16 80 5.00 3.97
14

(경찰청)
1

(병무청 외 1개)

기타 13 6 15 2.50 1.97
6

(국민권익위원회)
1

(국정원 외 2개)

합 계 51 37 172 4.65 4.01 16 1

2. 제공정보 유형별 현황

구글 플레이 웹사이트의 모바일 앱 서비스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유형에 따

른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스마트폰 앱 일반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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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첫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스마트폰 앱이 2012년(23.3%)과 2015년(24.4%) 모두 

가장 많이 제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인 법률정

보, 세금정보, 위치정보 등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라이프스타

일’ 외에도 ‘여행 및 지역정보’, ‘비즈니스’, ‘교육’ 유형의 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의 음영처리 부분). 

<표 5> 정보유형별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현황

정보유형 
2012년 2015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건강 및 피트니스 10 6.7 17 9.9

교육 11 7.3 19 11.0

교통 5 3.3 3 1.7

금융 4 2.8 8 4.7

날씨 1 0.7 7 4.1

뉴스 및 잡지 6 4.0 5 2.9

도구 5 3.3 9 5.2

도서 및 참고자료 9 6.0 7 4.1

도서관 및 데모 1 0.7 0 0.0

라이프스타일 35 23.3 42 24.4

만화 2 1.3 1 0.6

미디어 및 동영상 2 1.3 2 1.2

비즈니스 23 15.3 21 12.2

사진 및 영상 1 0.7 0 0.0

생산성 0 0.0 4 2.3

소셜 2 1.3 5 2.9

엔터테인먼트 3 2.0 0 0.0

여행 및 지역정보 27 18.0 17 9.9

커뮤니케이션 3 2.0 5 2.9

합계 150 100.0 172 100.0

둘째, 2015년의 경우, ‘건강 및 피트니스’, ‘교육’, ‘생산성’, ‘소셜’ 등 건강, 보건, 여가, 

오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유형별 

공공 스마트폰 앱 일반 현황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행정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여가 생활 및 건강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 및 피트니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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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분류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은 위치정보서비스나 푸쉬 알림 서비스, 소셜 미디

어와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용빈도별 현황

이용빈도, 즉 다운로드 건수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변화폭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살펴보면, 10,000회 미만의 다운로

드 건수 비중은 2012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61.4% → 50.7%). 반면, 10,000회 이상

의 다운로드 건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8.6% → 49.3%). 

2015년의 경우, 이용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공공 스마트폰 앱은 기상청의 ｢기상청 날

씨｣, 국민안전처의 ｢안전디딤돌｣, 국세청의 ｢국세청 모바일 통합｣, 경찰청의 ｢통합 교통

정보｣로 확인되었다. 이 스마트폰 앱들은 시민들의 행정업무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라는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 

<표 6> 이용빈도별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현황

이용빈도
(다운로드 건수)

2012년 2015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000회 미만 27 18.0 27 15.8

1,000회 이상 5,000회 미만 44 29.4 38 22.1

5,000회 이상 10,000회 미만 21 14.0 22 12.8

10,000회 이상 50,000회 미만 32 21.3 46 26.7

50,000회 이상 26 17.3 39 22.6

합계 150 100.0 172 100.0

4. 등록연도별 현황

각 공공 스마트폰 앱이 구글 플레이 웹사이트에 등록된 연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주목할 만한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도별로 새롭게 등록된 

스마트폰 앱의 수가 2011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11년

에 73개의 앱이 새롭게 등록된 후, 그 수가 56개(2012년) → 50개(2013년) → 42개(2014

년)로 줄어들고 있다. 

둘째, 초기에 제공된 공공 스마트폰 앱이 상당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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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수조사에서 2011년에 등록된 공공 스마트폰 앱은 73개로 확인되었지만, 2015

년 전수조사에서 2011년에 등록된 공공 스마트폰 앱은 30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 전수조사에서 2012년에 등록된 공공 스마트폰 앱은 56개로 

확인되었지만, 2015년 전수조사에서 2012년에 등록된 공공 스마트폰 앱은 31개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0년에 등록된 스마트폰 앱 중 2015년까지 제공되고 있는 앱들은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자치부의 ｢민원24｣,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제공｣,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등은 최근까지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표 7> 등록연도별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현황

등록연도
2012년 2015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2010년 21 14.0 14 8.1

2011년 73 48.7 30 17.4

2012년 56 37.3 31 18.0

2013년 - - 50 29.1

2014년 - - 42 24.4

2015년 - - 5 2.9

합계 150 100.0 172 100.0

5.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 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측정 결과는 <표 8>에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

년에 제공된 공공 스마트폰 앱 150개 중에서 일방향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1단계와 

2단계에 속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이 전체 공공 스마트폰 앱의 66.0%를 차지하고 있는 

13) 2016년 9월 20일 기준으로 2010년 등록 스마트폰 앱과 그 최신 업데이트 일자는 다음과 같다. 

순서 명칭 제공기관 업데이트 날짜

1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2016년 09월 08일

2 민원24 행정안전부 2016년 01월 03일

3 GOTP 정부OTP인증센터 행정안전부 2015년 12월 03일

4 자연휴양림/수목원 산림청 2016년 03월 10일

5 응급의료 정보제공 보건복지부 2016년 09월 11일

6 고열량저영양 알림-e 식품의약품안전청 2015년 01월 19일

7 관세청 YES-FTA 관세청 2014년 07월 16일

8 중소기업청 입찰정보 중소기업청 2014년 06월 12일

9 워크넷 고용노동부 201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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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3단계와 4단계에 해당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은 각각 16.0%(24개)와 15.3%(23

개)로 분석되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금전적 거래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정보

의 가공이 가능한 5단계 앱이나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포괄적으로 연

동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되는 6단계 앱은 그 비중이 매우 작은 수준(2.7%)이었다.

<표 8>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발전수준
2012년 2015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단계 5 3.3 0 0.0

2단계 94 62.7 44 25.6

3단계 24 16.0 16 9.3

4단계 23 15.3 54 31.4

5단계 4 2.7 45 26.2

6단계 0 0.0 13 7.6

합계 150 100.0 172 100.0

2015년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측정결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단계

와 2단계의 공공 스마트폰 앱의 비중이 25.6%로 감소하였고, 3단계의 공공 스마트폰 앱

의 비중 역시 감소하였다(16.0% → 9.3%). 반면, 2012년에 전체 공공 스마트폰 앱의 

15.3%를 차지하였던 4단계의 스마트폰 앱이 31.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5단계의 스마

트폰 앱의 비중 역시 26.2%로 증가하였다. 부처 간 업무 통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6단계에 속하는 스마트폰 앱도 7.6%(13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단순정보 제공 및 일방향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1단계와 2단계에 속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부기관과 스마트폰 

사용자간의 고도화된 상호작용 및 소통 기능을 제공하는 4단계 스마트폰 앱, 금전적 거

래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정보의 가공이 가능한 5단계 앱,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포괄적으로 연동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되는 6단계 앱의 비

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분석결과를 앞서 제시한 연도별 스마트폰 앱 

제공 현황 결과와 종합해 보면, 스마트폰 도입 초기 연도에 제공된 낮은 발전단계의 스

마트폰 앱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됨과 동시에,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고도화와 그간의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발전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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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현황 분석과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분석결과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스마트폰 기

반 모바일 전자정부는 이제 초기의 양적 확대 단계를 지나 질적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단순히 행정정보의 제공 기능을 넘어서서, 사용자 중심의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

공 채널로서 그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Ⅴ.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 기획 단계

2015년에 조사된 공공 스마트폰 앱 중에서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스마트폰 앱의 기획 

및 구축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획 단계에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결정요인들의 총 평균값은 각각 3.97점과 3.37점이었다. <그림 2>는 상･
하위수준 스마트폰 앱의 결정요인별 평균값을 방사형 그래프와 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기획 단계에서의 발전수준 결정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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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정보 및 자료 요인 정보기술 요인 조직 및 관리 요인 제도 및 환경 요인

평균
(표준
편차)요인

시민
들의 
앱 

제작
요구

정보 
서비
스에 
대한 
전반
적인 
계획

콘텐
츠 

수요
조사

서비
스유
형 및 
특성 
고려

기술
의 

복잡
성

기술
의 

호환
가능
성

공공
앱  

구축 
또는 
유사
경험

프로
젝트
목표
의 

명확
성과 
실현
가능
성

프로
젝트 
규모
의 

적절
성

이해
관계
자 

참여

다양
한 

부서 
참여

담당
자의 
열의
와 

능력

구축
기관
의 

특성 
반영

모바
일 

행정
서비
스에 
대한 
거부
감

행정
부의 
후원 
및 

관심

6단
계 앱

3 4.5 4.5 5 2 5 4.5 4.5 4.5 4 3.5 4 4.5 2.5 4
4.00

(0.86)

2단
계 앱

3 4 3.5 4 2 4.5 3.5 4 3.5 4 2 3.5 3.5 2.5 3
3.37

(0.72)

평균
값의 
차이

0 0.5 1 1 0 0.5 1 0.5 1 0 1.5 0.5 1 0 1
0.63

(0.46)

첫째, 정보 및 자료 요인의 경우, 상위수준 스마트폰 앱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된 요인은 ‘콘텐츠 수요조사’와 ‘서비스 유형 및 특성 고려’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기획 단계에서 

진행된 컨텐츠 수요조사는 실행 단계에서의 앱 구축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 발전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재청은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

사｣ 기획 단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국민신문고의 기능을 연계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3.0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하는데, 2014년도에 의견이 

들어온 게 문화유산 탐방 같은 것을 할 때 ‘어디를 가면 좋을지’, ‘어떻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또 현장에 갔을 때 ‘혹시 문화

재 관련된 신고를 하고 싶은데 … 그 당시에는 국민신문고 밖에 없었는데, …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당선되어 이 의견들이 앱에 반영되었습

니다.”

하위수준 스마트폰 앱 담당자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기획 단계에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앱 제공 행태 등이 나타났

다고 한다. 

“공공 앱 또는 웹 서비스 구축, 제작 프로젝트를 몇 번 참여해본 경험으로 말씀해드리

면, 솔직히 사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나 필요 기능 등에 대한 사전조사는 잘 하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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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요. ‘이렇게 만들어 높으면 쓸 사람은 쓰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공무원 개인의 실적

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수요는 담당행정관의 주관적인 예

측수요, 예측수요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정보기술 요인의 경우, 상위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과 하위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복잡

성’은 상･하위수준의 공공 스마트폰 앱 평균이 모두 2.0점을 기록하였고, ‘기술의 호환가

능성’도 각각 5점과 4.5점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획 단계에서 정보기술 

관련 요인들이 스마트폰 앱 성숙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의 경우, 상위수준 스마트폰 앱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된 요인은 ‘다양한 부서 참여’, ‘공공 앱 구축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다양한 부서 참여’ 요인의 경우, 상･하

위수준 앱간에 1.5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6단계 공공 스마트폰 앱의 핵심이 다부처 

업무처리에 있기 때문에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의 기획 단계에서도 다양한 부서의 참여

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14) 

‘공공 앱 구축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 요인도 상･하위수준 앱간에 1.0점의 차이

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안전디딤돌｣은 기존에 제공되고 있었던 15개의 재난안전정보 관

련 공공 스마트폰 앱을 통합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담당자와

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연관된 공공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

해 오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더욱 고도화된 스마트폰 앱 서비스 기획과 기술적 업

데이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15)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는 ｢문화와 문화유산｣으로 처음 시작했구요, 그때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로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최

초로 시도를 한거죠. 처음에 시작한 후로 조금씩 명칭을 바꾸면서 업그레이드 했어요.”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서 참여’ 요인은 상위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안전디딤돌｣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는 모두 6단계 앱이지만, ‘다양한 부서 참여’ 

요인의 경우, 전자에 5점, 후자에 2점이 부여되었다. ‘다양한 부서 참여’와 연관된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모바일 앱 ｢김기사｣를 개발한 민간업체 등 몇몇 기관들과 

업무 연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주요 업무 연계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일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앱 구축과정에서의 부서간 업무연계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15)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는 구축 당시에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왕릉이야기｣, ｢문화재 

대관 국보 스마트앱｣이 제공되고 있었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도 기존의 문화유산 해설 서비

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에 외국어, 문화재 검색, 길찾기, 신고･건의 기능을 추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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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도 및 환경 요인의 경우, ‘구축기관의 특성 반영’ 요인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른 ‘행정부의 후원과 관심’ 요인이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안전디딤돌｣은 구축 당시에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면서 충분한 관심과 호응 아래 구축되었기 때문에 기관간 협력이나 예산확보가 

원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요인과는 달리, 기획 단계에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의 앱 제작 요구’,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요인은 공통적으로 ‘보통(3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면, ‘국민의 앱 제작 요청’ 요인의 경우, 발전단계에 상관없이 모두 평균 3점이었

다. 이는 앞서 인용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이 공급

자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부

감’ 요인 역시 모두 평균 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스마트폰 앱 제공기관들의 

공무원들이나 고객들이 가지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

한다. 

둘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요인과 ‘프로젝트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

능성’ 요인은 공공 스마트폰 앱의 성숙 수준 차이에 관계없이 4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

였다. 공공 스마트폰 앱 제작의 초기 단계에서 담당자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할 만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작 과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공공 스

마트폰 앱 제작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실행 단계

실행 단계에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결정요인들의 총 평균값은 각각 

3.79점과 3.38점이었다. <그림 3>은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의 결정요인별 평균값을 방

사형 그래프와 표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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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행 단계에서의 발전수준 결정요인 비교

구분
정보 및 자료 

요인
정보기술 요인 조직 및 관리 요인 제도 및 환경 요인

평균
(표준
편차)요인

자료
의 

정확
성

자료
의 

충분
성

기존 
정보
시스
템의 
활용

전문
성있
는 

외주
업체 
선정

스마
트폰
앱 

구축
에 

관한 
교육

프로
젝트 
팀의 
전문
성과 
능력

부서
간 

관할
권 

경쟁

프로
젝트
팀내 
원활
한 

의사
소통

외부 
관계
자와
의 

원활
한 

소통
과 

참여

충분
한 

예산
확보

기관
의 

자율
성

앱구
축과
정에 
서의 
규정
상의 
제약

예산
배정 
및 

감사 
등 

입법
부의 
개입

6단계 
앱

5 3.5 4.5 4.75 3.5 4.5 2.5 4 3.5 3.5 4.5 2 3.5
3.79

(0.84)

2단계 
앱

5 3 3 3.5 3 3.5 1 4 4 3.5 4 3.5 3
3.38

(0.88)

평균값
의 차이

0 0.5 1.5 1.25 0.5 1 1.5 0 0.5 0 0.5 1.5 0.5
0.71

(0.55)

공공 스마트폰 앱이 실제로 구축되는 실행 단계에서의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1.0점 이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및 자료 요인

의 경우,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

았다. 즉, 스마트폰 앱의 발전 수준에 상관없이 ‘자료의 정확성’ 요인은 높은 평가(5점)를 

받았다. ‘자료의 충분성’ 요인 역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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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16) 

둘째, 정보기술 요인의 경우, ‘레거시 시스템 사용’,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 요인 

모두에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

면, ‘기존 정보시스템(레거시 시스템)의 활용’ 요인의 경우, 6단계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

고 있는 기관들은 이전부터 활용해 온 유선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들과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제공을 위한 비

용이나 기술적 문제들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상위 수준의 앱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기술력을 갖춘 외주업체 선정을 스마트폰 앱 

구축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고 스마트폰 앱 제작 경험 여부와 기술력을 외주업체 선정

을 위한 평가요소로 채택했다고 한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의 경우, ‘프로젝트팀의 전문성과 능력’과 ‘앱 구축과정에서의 

부서 간 관할권 경쟁’ 요인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프로젝트팀의 전문성과 

능력’ 요인의 경우, 상･하위수준의 앱간에 1.0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6단계 스마트

폰 앱 제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역

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앱 구축과정에서의 부서 간 관할권 경쟁’ 요인 역시 상･하위 스마트폰 앱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1.5점). 이와 관련하여 ｢안전디딤돌｣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상위수준의 스마트폰 앱은 다부처가 연계된 업무처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 제작 과정에서 기관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기관 간 마

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혹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안전디딤돌｣은 11개 기관 15개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합･연계하여 하나의 앱만 다

운받으면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부분에 상호 

협력이 수반되고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구축의 목적성을 상호 동감할 수 있어야 국민

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로 통합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기관 

간 상호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제도 및 환경 요인인 ‘기관의 자율성’ 요인이나 ‘예산배정 및 감사 등 입법부의 

16) 구체적으로, ‘자료의 충분성’ 요인에 대해, ｢안전디딤돌｣에서만 4점이었고,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

사｣,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매일매일 건강게임｣에서는 모두 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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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요인의 경우에는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0.5점으로 나타

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앱 구축과정에서의 규정상의 제약’ 요인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1.5점). 구체적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 과정에 있어 법 또는 규제

로 인한 제약이 있었나?’라는 설문항목에 대해 상위수준 스마트폰 앱은 평균 2.0점인 반

면, 하위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은 평균 3.5점을 기록하였다. 하위 수준의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서 규정상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결정요인들의 총 평균값은 각각 

3.79점과 2.86점이었다.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1.21점으로 

기획 단계(0.63점)나 실행 단계(0.7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

트폰 앱 제공 단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획 단계나 실행 단계보다는 평가 단계가 상대

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상･하위수준 스

마트폰 앱의 결정요인별 평균값을 방사형 그래프와 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4> 평가 단계에서의 발전수준 결정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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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 및 자료 요인 정보기술 요인
조직 및 

관리 요인

평균
(표준편차)

요인

사용자 
평점과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

정보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

스마트폰 
앱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 

반영

보안에 대한 
피드백 반영

앱구축 
단계별 

목표달성 및 
성과의 측정 

및 평가

6단계 앱 4 5 3.5 5 2.5 3 3.5
3.79

(0.88)

2단계 앱 2 3 4 3 3 2.5 2.5
2.86

(0.58)

평균값의 
차이

2 2 0.5 2 0.5 0.5 1
1.21

(0.70)

첫째, 정보 및 자료 요인의 경우,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사용자 평점과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 요인 모두에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에서 상･하위수준 스마트폰 앱간에 평균 2.0점의 차이가 나

타났다.17) 하위수준 스마트폰 앱 담당자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기획 단

계에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적쌓기용’으로 스마트폰 앱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일단 구축되어 제공된 후에는 사용자들의 리뷰 반영이나 앱 고도화

를 위한 자료 업데이트 등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순히 실적쌓기용으로 제공된 공공 앱이 많으니, (공공 앱이 제공되어) 실적으로 등

록된 후에는 사용자들의 리뷰나 정보 업데이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발사 

측에서도 정보 업데이트 등에 관해 질문을 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등등의 답변을 듣고 끝나게 됩니다.”

반면, 상위수준 스마트폰 앱 담당자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정보의 업데이트와 함께 

사용자들의 만족도나 개선의견을 향후 앱 고도화를 위한 중요 참고사항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상호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앱 다운로드 수준이 앱 품질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사용자가 마켓에서 주는 의견과 만족도도 중요한 측정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즉, 다운로드 건수, 정보의 현행화 여부, 사용자 만족도 측정값 등이 앱 품질 수준 

17)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공공 스마트폰 앱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안전디딤돌

｣(6단계)은 2014년 4월 18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2015년 5월 8일까지 총 19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반면, ｢매일매일 건강게임｣과 ｢알기 쉬운 수산용어｣(2단계)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불

과 1회의 업데이트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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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정보기술 요인의 경우,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요인에서 상･하위수준 스마

트폰 앱간에 평균 2.0점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수준 스마트폰 앱 제공 기관은 기술적 결

함이 발견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해, 하위수준 스마트폰 앱 

제공 기관은 제공 앱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

제가 발생하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 ‘보안에 대한 피드백’ 요인은 상･하위수준 스마

트폰 앱간에 평균값의 큰 차이가 없이 대체로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는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에 상관없이 기술적 유용성이나 사용상의 

편리성, 보안 문제 등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의 경우, ‘앱구축 단계별 목표달성 및 성과의 측정 및 평가’ 

요인에서 6단계 공공 스마트폰 앱은 3.5점을 기록한 반면, 2단계 공공 스마트폰 앱은 

2.5점을 기록하였다. 즉, 상위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이 하위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에 비

해 ‘구축과정에서 성과평가’에 있어서 더욱 높은 점수로 응답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

반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은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 과정에서의 성과 측정이 충분

히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사례분석결과 요약 및 함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의 발전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들 중에 상･하위

수준 스마트폰 앱간의 차이가 1.0점 이상인 요인들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이 중 앱 

구축의 각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들(1.5점 이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조직 및 관리 

요인의 ‘다양한 부서 참여’ 요인이다. 즉, 공공 스마트폰 앱 제작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

련 부서 및 기관간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을 위한 참여가 높은 발전단계의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는 데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정보기술 요인의 ‘기존 정보시스템(레거

시 시스템)의 활용’, 조직 및 관리 요인의 ‘부서 간 관할권 경쟁’, 그리고 제도 및 환경 

요인의 ‘앱 구축과정에서의 규정상의 제약’ 요인이었다. 즉, (1) 스마트폰 앱 제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활용과 (2) 다부처 연계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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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간 조정과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그리고 (3)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서 적용되

는 법적 규제가 발전 수준 높은 공공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평가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중요성을 보이는 요인으로는 정보 및 자료 요인

의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사용자 평점과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정보기술 요인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 요인이었다. 즉, 스마트폰 앱을 구축

하여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1)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하고 (2) 사용자의 평가에 나타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며, (3) 기술적 결

함이나 오작동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수준 높은 공공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스마트폰 앱 구축 단계별 발전수준 결정요인

단계 기획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

정보 및 
자료 요인

- 콘텐츠 수요조사(1.0)
- 서비스 유형 고려(1.0)

-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2.0)

- 사용자 평점과 리뷰를 반영
한 정보 업데이트(2.0)

정보기술 
요인

- 기존 정보시스템(레거시 시
스템)의 활용(1.5) 

- 전문성 있는 외주업체 선정
(1.25)

-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반영(2.0)

조직 및 
관리 요인

- 공공 앱 구축 또는 유사서비
스 제공 경험(1.0)

- 다양한 부서의 참여(1.5)
-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1)

- 부서 간 관할권 경쟁(1.5)
- 프로젝트팀의 전문성과 능력

(1.0)

- 앱구축 단계별 목표달성 및 
성과의 측정 및 평가(1.0)

제도 및 
환경 요인

- 구축기관의 특성 반영(1.0)
- 행정부의 후원과 관심(1.0)

- 앱 구축과정에서의 규정상의 
제약(1.5)

주: 괄호 안은 상하위 수준 앱의 결정요인간의 평균값 차이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로 이어진다. 첫째, 공공 스마

트폰 앱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이 구축되는 실

행 단계뿐만 아니라, 콘텐츠 수요조사 및 서비스에 대한 설계와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

지는 기획 단계,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보와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이루

어지는 평가 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앱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연계가 요구되며, 이는 다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 구축을 위한 정보기



230 ｢행정논총｣ 제54권 제4호

술적 요인 이외에 프로젝트팀의 전문성과 능력,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서의 규제, 프로

젝트 단계별 성과 측정과 같은 조직 및 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들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은 한편으로

는 수요자 중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실행방안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

로는 관련 정보기술의 적용과 함께 다부처 연계적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간 협력

과 관리, 제도적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2012년과 2015년 전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2015년에 조사된 공공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선정된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에 

대한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수준에 대한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단순

정보 제공 및 일방향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1단계와 2단계에 속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부기관과 스마트폰 사용자간의 고도화된 상호작용 및 소통 

기능을 제공하는 4단계 스마트폰 앱, 금전적 거래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정보의 가공

이 가능한 5단계 앱,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포괄적으로 연동되

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되는 6단계 앱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마트

폰 도입 초기 연도에 제공된 낮은 발전단계의 스마트폰 앱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됨과 

동시에, 스마트폰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고도화와 그간의 공공 스마트폰 앱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발전단계 스마트폰 앱들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2015년에 조사된 공공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선정된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

폰 앱에 대한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공 스마트폰 앱의 성숙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상위수준 공공 스마트폰 앱과 하위수준 공공 스마

트폰 앱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변수들은 (1) 기획 단계에서 조직 및 관리 요인의 

‘다양한 부서 참여’, (2) 실행 단계에서 정보기술 요인의 ‘기존 정보시스템의 활용’과 조

직 및 관리 요인의 ‘부서 간 관할권 경쟁’, 제도 및 환경요인의 ‘앱 구축과정에서의 규정

상의 제약’ 요인, (3) 평가 단계에서 정보 및 자료 요인의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및 

‘사용자 평점과 리뷰를 반영한 정보 업데이트’와 정보기술 요인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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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반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수준이 단순

히 정보기술의 적용과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지 않으며, 기획 단계부터의 다양한 부서의 

참여 및 부서간 협력 수준의 제고, 구축 이후의 주기적 정보 업데이트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획 및 평가 단계에서의 조직 및 관리, 그리고 

제도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

자정부는 초기의 양적 확대 단계를 지나 질적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일방향적 

행정정보의 제공 기능을 넘어서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채널로서 그 기능이 고도화

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모바일 전자정부 고도

화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 및 앱 구축 및 제공 이후의 평가 단계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

어야 함을 사례연구결과는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은 

더 이상 공급자 중심적이 아닌 수요자 중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하며,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부서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조직 및 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들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이론적 측면에서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스마트폰 앱의 전반적인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 

결과의 요인을 밝히기 위한 설명적인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자 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의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공공 스마트폰 

앱 구축을 위한 지침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 역시 명확하다. 첫째,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연구의 타당성에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분

석을 위한 사례의 수가 적어 설명적 연구로서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

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결합효과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다수사례 비교연구(large-N 

comparative case study)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퍼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앱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요인간의 결합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자가 소수여서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

과 신뢰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공공 스마트폰 앱 사례의 확대와 함께, 스마트

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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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더욱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한계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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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1. 귀하께서 스마트폰 앱 구축과정에서 담당하신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세부적인 활동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3. 스마트폰 앱이 제공된 후 총 몇 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까? (       회)

4-1. 앱 구축과정의 정보 및 자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보 및 
자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민들의 공공 앱 제작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가?
공공 앱 구축에 앞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었는가?
공공 앱을 제작하기 전에 콘텐츠에 대한 수요조사
가 있었는가?
공공 앱 서비스유형(예: 라이프스타일, 교육, 뉴스 
및 잡지 등)에 대해 고려한 후 앱을 제작하였는가?
공공 앱의 서비스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앱 
제작 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유형을 정의하였는
가?
공공 앱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는 정확한
가? 
정보의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사용자의 평점과 리뷰에 반응하여 정보를 수정하
고 업데이트 하는가?

4-2. 앱 구축과정에서의 정보기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보
기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공 앱 구축에 사용되는 기술이 복잡한가?
공공 앱 구축에 사용하는 기술이 다른 기기와도 
호환 가능한가?

레거시시스템(기존시스템)을 사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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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앱 구축과정에서의 조직 및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직 및 
관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공 앱 프로젝트가 팀 수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였는가?
제작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는가?
프로젝트 목표가 확실하였는가?
프로젝트 목표 수립에 있어 실현가능성을 고려했
는가?
예산은 충분히 배정되었는가?
앱 구축과정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였는가?
다양한 부서가 참여했다면 부서 간 관할권 경쟁 
등이 있었는가?
공공 앱 담당자가 공공 앱 구축에 대한 열의를 가
지고 있었는가?
담당자가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담당부서의 리더의 조직 통솔 능력이 있었는가?
조직 구성원의 프로젝트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았
는가?
조직 구성원이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팀 내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었는가?
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
었는가?
공공 앱 구축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목표달성 여부 
또는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였는가?

공공 앱 구축에 외주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선정과
정에서 과거 앱을 만든 경험을 고려했는가?
외주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는가?
공공 앱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면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했는가?
공공 앱 사용이 용이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는가?
기술의 유용성(LBS, 증강현실, 업무처리 등)에 대
한 피드백을 받았는가?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면 다음 업
데이트에 반영하였는가?
공공 앱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
았는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면 다
음 업데이트에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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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앱 구축과정의 제도 및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도 및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공 앱 구축과정에 있어 법 또는 규제로 인한 제
약이 있었는가?
공공 앱의 서비스를 계획하면서 기관(예: 행정자
치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특성 및 행정서비스 
내용을 고려하고 반영하려 하였는가?
귀하 기관의 공공 앱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귀하의 기관의 자율성은 충
분히 확보되었는가?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가?
공공 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지원 또는 
관심이 있었는가?
예산배정 및 감사 등 입법부의 개입이 있었는가?

※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업무진행과정에 있어 위 네 가지 요인(정보 및 자료, 정보

기술, 조직 및 관리, 제도 및 환경) 중 공공 앱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

※ 설문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 중, 실제 공공 앱 구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

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 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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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 Empirical Analysis of Development Level and Its 

Influential Factors

Kyo-Ri Seo, Jun-Houng Kim & Seok-Jin Eom

This study measured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 

ap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high development level 

smartphone applications with those with a low development level selected from the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ed in 2015, based on a survey of public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ed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2012 and 2015. The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smartphone applications that provide mostly one-way information 

services at the initial stage decreased, whereas smartphone applications that provide 

personalized service, two-way communication servi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integrative business processing, or connection to services increased. Second, the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 application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not only by the influencing factors 

at the Doing stage, but also by influencing factors at the Planning and Seeing stages such as ex 

ante demand surveys, ex post information updates, and feedback on technical issues. Third, the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 applications was also influenced by organizational,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cooperation among various divisions, the law, institutions,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users and outside stakeholders, and reflection of their opinions. 

In conclusion,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in Korea entered the stage of qualitative 

enhancement after going through the stage of quantitative expans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requiring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managerial innov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stage of development.

【Keywords: smartphone, mobile government, smartphone app developmen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