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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 구축 및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

펴보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각각의 공공앱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공앱 발전

단계모형에 의거하여 공공앱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공공앱 성

숙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위수준 앱 2개

와 하위수준 앱 2개를 선정하여 공공앱의 담당공무원 및 개발자를 대상으

로 구조화면접기법으로 비교사례분석을 하였다.

먼저 전수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72개의 공공앱을 제공

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가장 많은 공공앱을 서비스하고 있었고 농림

축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다양

한 서비스유형의 공공앱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생활밀착형 서비

스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공공앱이 가장 많았다. 다운로드 건

수를 통해 공공앱의 실제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공공앱은 일정

수준 국민의 호응을 얻으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앱 성숙

도 수준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단계인 4단계 이

상의 앱이 112개로 전체 공공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는 공공앱이 단순히 정보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

하며 행정업무처리까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부문의 모

바일 서비스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 예

상된다.

다음으로 공공앱 성숙도 수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위

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의 구축과정을 기획단계, 실행단계, 종료단계로 구

분하여 비교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앱 수준 간 차이는 종료단계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다. 종료단계에서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사용자 평점

과 리뷰에 반응한 정보 업데이트’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등의 사후

관리 여부에서 공공앱 성숙도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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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여부는 공공앱의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

공앱 제공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비교사례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한 순서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업데이트

시기’가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어 공공앱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모바일 정부의 핵

심 서비스인 공공앱의 구축현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까지 측정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공공앱 성숙도 수준의 결

정요인을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에서 발견하

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를 발견하였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존 공공앱 서비스에

대한 보완점 및 개선방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앱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모바일정부, 공공앱, 전자정부, 공공앱 성숙도 수준,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

학 번: 2013-2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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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몇 년간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의 보급이 급증

하면서 금융, 공공, 유통, 교육, 제조 등 전 분야에 걸쳐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핵심 요

인이 하드웨어 기술보다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다(경태원, 2012). 스마트

기기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스마트 기

기의 보급과 함께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앱부터 페

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유형의 앱, 그밖에 게임, 교통, 더

나아가서는 업무처리와 전자결제의 기능을 갖춘 앱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등장하고 있다. Gartner(2013)는 전 세계 모바일 앱 마켓의

다운로드 수는 2013년에 1,021억 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까

지 약 2,687억 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가

장 유용한 컴퓨팅 툴(computing tool)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스마트폰 앱(이하 공공앱)이 모바일 정부 시대의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channel)으로 떠오르고 있다(Accenture, 2012;

Holzer & Ondrus, 2011).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부와 공공

기관에서 2010년부터 다양한 서비스의 스마트 폰 앱을 제공하고 있다. 단

순한 정보제공에서부터 모바일의 위치기반 시스템(LBS)을 이용한 복합

정보제공,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세금납부와 민원업무처리까지 이루

어지며 모바일의 편재성과 즉시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

간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와 국민의 역동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바일서비스 증가에 따라 공공앱 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앱을 개발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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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간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앱의 품질과 서비스

면에서도 수준이 낮고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 2월 3일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민간부문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운영된 지 1년이 지

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미만인 공공 모바일 앱을 폐지하거

나 통폐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도 우후죽순

으로 생겨나는 공공앱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공앱은

공공앱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1)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점점 더 확산될 것이고 Gartner(2013)가 언급했듯이

모바일 앱의 수요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공공앱 서비

스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인 공공앱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의 전체적인 공공앱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공공앱 성숙도 수준을 조사하여 현재 정부의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

지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앱 구축현황과 성숙도 수

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공공앱 성숙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1)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5.02.03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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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 전수조

사를 통한 기관 전체의 공공앱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Eom and

Kim(2014)에서 제시한 공공앱 성숙모형을 적용하여 앱의 성숙도 수준

(maturity level)을 측정한다. 둘째, 공공앱의 개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공앱 성숙도 수준의 결정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사례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순서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 공공앱 서비스에 대한 보완점

및 개선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새로운 공공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공공앱이란 서비스의 제공 주체 및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내부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

비스 제공 수준을 목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작 및 배포하는 모바일 앱으로 정의될 수 있다(Eom and Kim,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앱의 정의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다

음과 같이 한정한다.

연구의 범위는 201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구글 안

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공공앱으로 한정한다. 모바일 마켓

은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스토어의 두 가지 채널이 있지만

애플 스토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앱은 다운로드 건수와 평점 등이 명확하

게 나타나지 않아 기초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

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제공하는 공공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은 2원·17부·5실·5위원회·5처·16청과

법률상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정부조직법, 2015). 연구자의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중앙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

회 포함)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은 2015년 1월 23일 기준으로 대통령실 5



- 4 -

개, 국무총리실 28개, 행정자치부 30개, 고용노동부 10개 등 총 172개이다.

이 중 비교사례연구에서는 상위수준 앱 2개와 하위수준 앱 2개를 선정하

여 분석한다.

제 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양적분석으로 2015년 1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을 전수조사한 후 공공앱의 명칭, 제작기관,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건수, 평점, 앱의 크기 등을 조사하여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다. 그리고 공

공앱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Eom and Kim(2014)에서 제시한 공

공 앱 성숙모형에 근거하여 각각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조사한 후 앱에

단계를 부여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기관별 공공앱 구축현황, 서비

스 유형별 구축현황, 다운로드 건수별 구축현황, 등록연도별 구축현황, 앱

크기별 구축현황, 앱 수준별 구축현황, 기관별 구축현황을 기술통계를 통

하여 분석하고 특이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공앱 사례와 함께 기술한

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공공앱 제공현황 및 수준측정에 대한 분석 이후에

는 조사된 공공앱의 기초 데이터 자료와 수준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수준 앱 2개와 하위수준 앱 2개를 선정하여 비교사례분석을 실시한다. 공

공앱 구축과정을 기획(plan)-실행(do)-종료(see) 단계로 나누고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를 바탕으로 세부

지표를 만들어 각 단계별로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의 변수를 반영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공공앱 담당자에게 구조적 면접방법의 기법을 사용하

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

층적으로 공공앱 구축과정에서 공공앱 수준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비교사례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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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1 2012 2013 2014

스마트폰 기반

이용건수
5,910 12,367 21,303 30,985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모바일 정부의 등장: 모바일 패러다임

2014년 9월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돌파하였고(미래창조

과학부, 2014),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인터넷 기반 경제가 모바일 기반 경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2013년

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360만여 개) 중 49.9%의

사업체에서 업무상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부문은 쇼핑부문으로 지난해 모바일쇼핑의 매

출액은 13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PC를 통한 온라인 매출은 1조 8,000

억원이 감소했지만 모바일쇼핑 매출액은 7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2) 모바일 쇼핑의 증가와 함께 금융 산업의 모바일 시장도 확대되었는

데 한국은행(2014)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일 평균 이용건수가

5,910천 건에 불과했던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2014년에 들어서는 5배 이상

증가한 30,985천 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모바일기기의 편리성과 모바

일을 통한 검색 및 결제기능이 향상되며 산업 여러 분야에서 모바일채널

이 확대되고 있다.

<표1 > 모바일뱅킹서비스 일 평균 이용 실적 (단위: 천 건)

출처: 한국은행 2015년 2월 25일 보도자료

2) 동아일보 2015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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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v(AS-IS) m-Gov(TO-BE)

단말 PC중심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중심

인프라 유선 기반인터넷 모바일 기반 인터넷

서비스 Web 기반의 PC
끊김 없는 다양한 모바일

응용서비스

이용자 PC 이용가능자
스마트폰/패드, 스마트TV

이용자 등

장소·시

간
시간·장소 제한 국민이 편한 장소·시간

특성 단방향 쌍방향(개방, 공유, 소통)

이러한 민간부문에서의 변화와 함께 정부에서도 기존 유선(wired)인터

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에서 무선(wireless)모바일로의 패러다임의 변

화가 일어났다. 모바일 정부는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

존 전자정부에서 실현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들이 언제, 어

디서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가능

한 채널을 확대시킨다. 전자정부에서 모바일정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면 아래의 <표 2>과 같다.

<표2> 전자정부에서 모바일정부로의 변화

출처: 2013 안정행정부 세미나 자료집

모바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은 팟캐스트, 블

로그를 시작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웹/앱 등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준 외, 2014). 먼저 공공부문에서 정부

PR의 한 방법으로 팟캐스트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팟캐스트란 오디오 또

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여러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방송은 시간에 맞춰 들

어야 했지만 팟캐스트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구독 등록만 해놓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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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고 들을 수 있다. 2009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연설과 청와대

활동 영상으로 ‘톡톡 푸른지붕’이란 팟캐스트 채널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거나 각 기

관의 소식을 전한다. 하지만 팟캐스트는 대부분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정보의 전달만 가능(이병섭, 2012)하다는 단

점이 있어 기존 유선인터넷 기반 전자정부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정부

의 모바일 서비스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예로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을 들 수 있다. 이 앱은 정

부의 국정 추진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

해 국민소통창구를 만들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주

요정책 수립 및 집행, 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전자공청회에 댓글로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가, 공무원 등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분석되

어 정책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모바일의 편재성, 즉시성, 편리성, 개인화 등의 장점을 이용

한 모바일 앱의 서비스가 많아짐과 동시에 그 서비스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2. 공공앱

(1) 공공앱의 개념 및 기술적 유형

먼저 모바일 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 모바일 기기에 설

치하여 사용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공공앱은 모바일 앱의 하위

개념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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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방식

하이브리드 앱 네이티브 앱

구축비용 낮음 중간 높음

호환성
하나의 소스로

대응 가능

웹 부분은 공통,

앱 부분은 OS

버전 별 적용

단말기 OS 버전

별 적용

서비스 재활용 높음 높음 낮음

사용자 화면 낮음 보통 높음

배포
단말기 배포 없이

가능

단말기 배포 없이

사용 가능

(최초 1회는

다운)

앱 스토어 통해

배포

응답 및 반응속도
네트워크에 따라

상이
중간 빠름

관리
하나의 소스로

관리

APP 구현 부분

관리
OS 별 버전별

관리

가 되어 내부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수준 제고를 목적

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

라고 Eom and Kim(2014)의 연구에서 그 정의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

다.

이러한 공공앱은 모바일 앱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유형, 즉 플랫폼의

형태에 따라 네이티브 앱, 웹 앱, 하이브리드 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다(김형찬 외, 2011). 먼저, 네이티브 앱은 Native API를 사용하여 디바이

스 운영체제에 직접 설치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다. 둘째, 웹 앱은 웹 표준기술인 HTML, CSS, Javascript를 통해 제작

되며, Safari, IE Mobile 등과 같은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 구동된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앱은 네이티브 앱과 같이 설치형 앱이지만 웹 표

준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앱이다. 이렇게 구분된 앱은 서비스 기능 및

데이터 양에 따라 선택되어 제공되고 각 기술별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앱의 기술적 특징

출처: 2013 안정행정부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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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앱의 서비스 제공 모델

또한 모바일 기술은 시민과 기업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

량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공공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4 가지 모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정부 대 시민

(G2C), ②정부 대 정부(G2C), ③정부 대 기업(G2B), ④정부 대 직원(G2E)

로 나눌 수 있다(OECD, 2012). 모바일 공공앱의 서비스는 4 가지 모델

중 대부분이 정부 대 시민(G2C)에 속하고 G2C 서비스를 다시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인터렉티브 서비스, 거래 서비스, 거버

넌스 및 시민 참여 서비스 분류할 수 있고 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례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보 및 교육 서비스는 정부가 시민에게 SMS를 전송하거나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푸쉬알림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산림

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앱을 보면 산사태 예측정보 상황별로 행동

강령을 알려주고 대기화면에 알림신청을 해놓으면 전국 또는 위치기반 정

보를 토대로 실시간 산사태 예측 정보를 푸쉬알림으로 제공해준다.

둘째, 인터렉티브 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특

정 기관에 요청, 민원, 코멘트를 보내거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

민들이 각종 민원서류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인터렉티브 서비스의

대표적인 공공앱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민원 24’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민원24’ 앱은 민원사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열람에서부터 발

급신청까지 할 수 있으며, 현재 자신이 신청한 민원사무의 처리현황까지

열람할 수 있다.

셋째, 거래 서비스는 정부와 시민 간 양방향 인터랙션을 새로운 차원

으로 확대함으로써 행정적 거래 업무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수행할 수 있

는데 세금납부, 세금신고, 서비스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거래서비스의 대표적인

공공앱은 행정자치부의 ‘스마트위택스’ 앱이다. 이 앱은 스마트 폰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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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 하면 본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환급금

의 경우에도 진행내용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 서비스 유형으로는 거버넌스와 시민참여가 있다. 모바일 가술

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 참여가 가능하여

민주적 프로세스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정부의 국정 추진과

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창구로서 정부기관의

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에 관련된 전자공청회와 정책포럼에 참여가 가

능하여 각 안건마다 토론이 개설되면 댓글을 달고 찬반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의견과 함께 수렴

되어 정책에 반영된다.

이 밖에도 정부 대 정부(G2C) 서비스인 ‘국민 신문고2.0’3) 앱, 정부

대 기업(G2B) 서비스인 ‘워크넷(기업용)’4) 앱, 정부 대 직원(G2E) 서비스

기능을 하는 ‘국가공무원 사이버어학센터’5) 앱이 제공되고 있다.

3. 정보시스템 성숙도 수준과 결정요인

(1) 정보시스템 성숙도 수준

성숙도에 대한 논의는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에서 조직의 정보시스템

프로세스 역량을 단계로 구분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핵심 프로세스를 제시

3) 국민신문고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앱으로 정부에 대한 모든 민

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

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국민이 신청한

민원을 각 담당 정부기관 민원으로 전달해서 해결해준다. 출처: 구글 플레이 스토어

4) 워크넷(기업용): 워크넷의 구인공고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기업회원 전용 앱으로 현재

진행중인 구인정보 열람, 내가 입사지원 제의한 인재 목록, 구인공고 거부이력 및 마감

이력 확인, 구인공고와 관련한 구직자의 질문글 확인 및 답변쓰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기업 사진정보 등록 및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출처: 구글 플레이 스토어

5) 국가공무원 사이버어학센터: 국가공무원 사이버어학센터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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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원래 사용 목

적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현재는 정보시스템

기술 전반에 걸쳐 목표달성을 위한 수준측정 도구로 쓰인다(오승운 외,

2005).

정보시스템 성숙도 수준을 프로세스의 역량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핵심프로세스를 정의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보시스템 또는 전자

정부의 발전단계에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보시스템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Nolan(1973)이 처음으로 컴퓨터

활용에 대해, 정보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지는 착수(initiation)단계, 정보기

술 적용이 확대되는 전파(contagion)단계, 정보의 시스템의 운영 기준 및

활용의 제약조건이 생기는 통제(control)단계, 정보시스템 활용이 이루어

지는 통합(intergration)의 4단계로 정의한 것에서 시작한다. 그 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통제(control)와 여유(slack)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입, 전파,

통제, 통합, 데이터 관리, 성숙의 정보시스템 6단계 성장모형을 만들었다

(Nolan, 1979). 6단계 수정모형에서는 통제와 통합 단계에서 변이점이 나

타나는데 통제 단계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가 필요하고 통합단계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으로 Gartner Group(2000)은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를 기술의 복잡성과 고객만족의 관점에서 1단계: 정보제공, 2단계: 상

호작용, 3단계: 업무처리, 4단계: 혁신의 단계로 구분하였고, DESA(2012)

에서는 전자정부의 변화단계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통합처리형 거버넌스

(connected governance)로 설정하여 5가지 단계를 도출하였다. 단계의 구

분은 국민과의 상호작용 정도와, 업무처리 수준으로 설정하여 국민과의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1단계: 착수(emerging), 정보

제공 채널 및 자료의 다양성으로 발전하는 2단계: 발전(enhanced), 상호작

용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3단계:

상호작용(interactive),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상호작용으로 문서 요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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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서비스 내용

1단계

착수

온라인에 존재, 정적인 일방향 정보, 시민과의

상호작용 거의 없음

2단계

발전

좀 더 많은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정보, 시민들이

웹 엑세스를 통해 문서, 양식, 보고서 등에

용이하게 접근, 기본정보 배포에 사용되는 채널이

좀 더 다양

3단계

업무처리

인터랙티브 웹 포털 및 신규 온라인 서비스 시작,

시민의 편리함에 중점, 멀티미디어(동영상, 지도)

및 소셜 네트워크 이용 시작

4단계

발전

변형적, 시민과 정부 간 양방향 상호작용,

지급·등록·문서·서비스 요청 등이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제공, Web·SMS·IVR·IVVR(동영상),

WAP-장착 전화 이용 시작

5단계

통합처리

연결체로서의 정부, 시민의 니즈에 기민하게 대응,

데이터 접근성 및 백오피스 인프라 통합, 가장

발전된 단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

비스 요청 등이 가능한 4단계: 전자거래(transaction), 마지막으로 연결체

로서의 업무처리를 넘어 정부 의사결정에 국민의 전자참여가 가능한 5단

계: 통합처리(connectd)로 구분된다. 상위 단계로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는 콘텐츠 제공,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고객 관리

등의 요인이 있다.

<표 4> 통합처리형 정부의 5단계 모델

출처: DESA (2010), E. Government survey 2010, United Nations, New York.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

지만 정보시스템의 초기 단계인 공공앱 연구에서는 각 기능별로 단계를

구분하고 상위수준의 단계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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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 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모델로, 정보기술아키텍처 성

숙도 모델이 있다. 정보화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자 규모와 체계적인 정

보시스템관리를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EA)6)가 정부의 정보화시스템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자체 정보화사업 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유관 정보자원 통합과 연계를 수

행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정보시스템

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기관은 EA를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고 그 추진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EA성숙도모델은 위 법률에서 정한 추진성과의 객관적 분석을 위한 기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기관에서는 성숙도 모델을 활용하여 기관의

EA 도입, 활용 및 성과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고 고도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갑승·김용민, 2011)

<그림 1> EA 성숙도 모델

출처: 고갑승·김용민(2011)

6) 전자정부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

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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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명칭 세부 속성

수립
성과체계, 업무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이행전략

활용 전략연계, 업무향상, 기술통합, 정보화사업 향상

관리
아키텍처 통합,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기반

예산 및 집행·형상관리·전개·교육훈련

오승운(2005)의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범정부 EA성숙도 모델 v3.1

의 측정영역과 고시 및 지침, 범정부성과모형(PRM) 등의 고려사항을 참

조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역량으로 수립, 활용, 관리

의 3가지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역량을 대표하는 세부 속성을

제시하였다.

<표 5>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결정 역량별 세부 속성

출처: 오승운(2005)

(2)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DeLone과 McLean 모형(이하 D&M

모형)이 있다. DeLone과 McLean는 이전까지 제시된 정보시스템 관련 문

헌연구를 통해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을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사

용, 사용자 만족도, 개인성과, 조직성과의 6개의 성과변수로 1992년 처음

으로 IS 성공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정보시스템 성공에 대한 측정

지표를 비롯하여 정보시스템 성공의 이해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모델을 제공한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공헌점을 가지고 있으며(전현재

외, 2014), 다양한 분야의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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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하지만 이후 D&M 모형에 대한 유효성 검증과 전자상거래의 확

산으로 인해 DeLone & McLean(2003)은 서비스의 질을 추가하고 개인성

과와 조직성과를 통합하여 순편익으로 나타낸 진화된 D&M모형을 선보였

고 정보시스템의 질, 정보의 질, 서비스의 질, 시스템 활용, 이용자 만족,

순편익의 새로운 6가지 성공차원을 제시하였다. 진화된 D&M모형에서는

요인 간 화살표를 통해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2> 진화된 D&M 모델

(DeLone & McLean, 2003)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또 다른 이론은 정보시스템 자

체에 중요성을 둔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다.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외부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은 정보기술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쳐 실제 정보기술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Davis, 1989). 기술수용이론을 통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인

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은 모두 실제 기술 도입과 사용에 상

관관계가 있으며 인지된 유용성이 기술사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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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Gil-Garcia & Pardo(2005)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 행정학

유력 학술지와 서적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공과 장애요인을 통해

메타분석을 한 결과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을 ①정보 및 데이터, ②

정보기술, ③조직적·관리적, ④법과 규제, ⑤제도 및 환경 5가지로 정의하

였다.

제 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앱 선행연구 검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앱 연구에 관하여 분류를 해보면 먼저 사용자 관점에서 애플리

케이션의 수용의도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가 많은 디자인학회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사용자의

만족도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심수인, 2014; 주

예군 외, 2014; 이재희 외, 2014; 이전미 외, 2013, 강미정, 2011). 경영학회

에서도 송재기 외(2012), 윤중현(2014) 등이 사용자 입장에서 애플리케이

션의 만족도 및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모바일 기술과 관련하여 다룬 학회의 논문으로는 모바일 앱의

보안에 관한 연구(조득연, 2014; 윤진수, 2014; 임준호 외, 2013)가 많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앱의 개발에 관한 연구(도상미 외, 2014; 김사랑 외,

2014), 모바일 호환성에 관한 플랫폼 연구(권오철 외, 2013)가 최근 진행

되고 있었다. 그 밖에 개인화 서비스의 일환인 모바일 라이프로그 기반의

사용자 행동 예측 기법(방재근 외, 2014)도 있다.

셋째로, SNS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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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관련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트위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엄석진 외, 2014)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신소연 외,

2012), 트위터 공간의 한국정치(장덕진, 2011) 등의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의 대부분이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서비스 개

선방안에 대한 연구(정수희 외, 2013; 경태원, 2012; 김윤회, 2014; 장선영,

2012; 신동희 외, 2014)가 많았다. 대부분 논문에서 모바일 앱 제공 현황

을 분석하고 서비스의 개선점을 제언하는 연구였다. 이 중 정수희 외(

2013)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연

구하였는데 부산시를 사례로 앱의 제공자, 개발자, 사용자 그룹을 나누어

인터뷰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

공 제작의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공공앱의 전문적 관리체계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선영·문형남(2012)의 연구에는 모바일 기

기의 보급 증가로 공공부문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앱을 보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중복 콘텐츠 등으로 인해 공공앱의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정부의 공공앱 현황을 보여주고 해외 공공

모바일 서비스 현황을 비교하며 모바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앱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윤희 외(2014)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재난안전분야의 공공앱의 기능과 활용도를 분석하는

데, 현재 재난안전분야의 공공앱 현황을 제시하고 그 기능 설명과 함께

결론에서는 공공앱의 개발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하며 공공앱의 적절한 홍보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공공분야에서도 보안성 문제에 관한 연구(방지호 외, 2012)와 모

바일 서비스의 호환문제(임수정 외, 2010)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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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스템 성숙도 수준 및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먼저 정보시스템 성공 및 효과성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D&M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김용련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성과요인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잠재변

수를 시스템의 편리성, 시스템의 유용성, 행정업무의 감소, 조직의 의사소

통 문화 개선, 교수활동 향상으로 두고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조작

적 정의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유소영·이홍재(2011)의 논문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온나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공정보시스템 사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상관관계 구성 개념을 정보품질, 시스

템 품질, 인지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 사용을 통해 분석을 진행

하였다. 박흔동 외(2009)는 D&M 모형을 순편익을 생략하고 수정하여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과정중심 모형에서는 Gil-Garcia & Pardo(2005)의 연구에서 메타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된 정보시스템의 성숙도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실증분석

한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윤성식(2007), 김성철(2001), 강인재(2005), 용홍중

외(2011)의 연구를 보면 사용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같은 재정정보시스템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윤성식(2007)과 김성철(2001)의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이 결정요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강인재(2005), 용홍중 외(2011)의 연구에서

는 정보기술이 결정요인에 포함되었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정보시스템 성숙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정보시스템의 이용목적에 따라 결정요인의 변

수를 다르게 두고 측정하였고, 비슷한 이용목적의 정보시스템이라 할지라

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정보시스템 성숙도 수준의 결정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D&M 모형의 6가지 요인이나

Gil-Garcia & Pardo(2005)의 5가지 요인을 모두 변수로 두고 측정하기에

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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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정요인을 선별하고 조절변수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3. 비판적 검토

모바일 기기 보급과 함께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도 2010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분야에서는 아직 공공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앱의 양적 증가와 함께 많은 기관에서 앱

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앱이 많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에서 공공앱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연구는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앱에 대한

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앱의 전체 구축현황을 보여주는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적다. 개별 자치단체의 사례나 재난관리 앱처럼 특정기능을 담당

하는 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Eom and Kim(2014)의 연구가 정부기관 전체를 대상

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앱 구축현황과 성숙도 수준을 제시하였지

만 그 후에 진행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공공앱에 관한 연구는 현황분석과 개선방향을 언급하는 논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의 현황분석 역시 제작기관, 서

비스 유형, 다운로드 건수 등에 그친 연구가 많다. 각각의 앱이 구체적으

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웹에서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의 앱의 질적인 현황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앞으로 모바일 앱을 제공

하는데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앱 개별의 심층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앱의 성숙도 수준이 높은 앱과 그렇지 않은 앱를 구체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Gil-Garcia & Pardo(2005)의 연구에서 언급한 정보시스템 구

축의 성공 및 장애요인을 따져보고 어떠한 요소가 공공앱의 성숙도 수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이 되어야 향후 공공앱을 개발하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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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의미 있는 정책적인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경일(2014)의 연구에서 역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정보시스템마다 처리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는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와 조직의 업무상 필요한 요소를 파악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

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Eom and Kim(2014)의 후속연구로서

도 의미가 있다. 또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모바일 앱 환경에서 이전 연

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 공공앱 정책의 방향 설정도 예측

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서비스 현황과 공공앱 성숙도를 측정

함으로써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고 비교사례분석을 통해서는

공공앱 구축과정에서 공공앱 성숙도의 결정요인을 밝혀 향후 공공앱 구축

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 3장 연구의 설계

제 1절 중앙행정기관 공공앱 전수조사 및 성숙도 수준 측정

1. 전수조사의 목적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인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필요에 따라 2010년부터 정부와 정

부기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공앱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제공된 공공앱 중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나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과 같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과 같이 초기 서비스 단계부터 미흡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앱, 혹은 민간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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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출처

제작기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건수

앱 크기

최근 업데이트 날짜

평점

등록연도 제작기관 정보공개 청구

앱 수준
Eom and Kim(2014) 공공앱 성숙모형을 통한

단계 부여

존재하는 등 문제도 많아 공공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앱

구축현황과 서비스 수준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

해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앱의 전체적인 구축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앱에 대한 기초데이터 수집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6> 공공앱 기초데이터 수집항목

기초데이터 수집을 끝낸 후에는 각각의 공공앱을 다운받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조사하여 Eom and Kim(2014)의 공공앱 성숙모형에 근거

해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단계를 부여한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 기초데이터 수집과 수

준측정이 끝나면 제작기관, 등록시기, 서비스 유형, 다운로드 건수, 성숙도

수준에 따른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공공앱 구축현황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분석과 특이점을 기술한다.

이와 같이 전수조사를 통하여 첫째, 어떤 기관에서 공공앱을 많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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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둘째, 어떤 서비스 유형의 공공앱이 배

포되는지를 알 수 있다. 셋째, 등록연도와 다운로드 건수를 통해서는 사용

자 관점에서 공공앱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고

넷째, 최근 업데이트 날짜를 통해 공공앱 서비스의 사후관리 여부를 유추

해볼 수 있다. 또한 공공앱 성숙도 단계를 부여하여 현 모바일 행정서비

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공공앱 수준 측정 모형

Eom and Kim(2014)은 모바일 정부 시대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시스템으로서 공공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공공앱 발달의 이

해 및 예측을 위하여 공공앱 성숙모형을 구성하였다. 공공앱 성숙모형은

정부와 국민의 상호작용 정도와 기술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각 단계를 구

성하였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공

공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텍스트, 그림 등 정

부가 공급자가 되어 단순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다.

2단계는 모바일 기술인 LBS, QR코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편

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정보가 웹북, 파일 등의 다양한 형태

로 제시되지만, 국민과의 소통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일방향적 소통만 가

능한 단계이다.

3단계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간단한 소통이 시작되는 단계로 단순한

상호작용 이루어진다. 공급자와 묻고 답하기, 채팅, 건의사항, 별점주기 등

이 그 예이다. 이러한 소통은 대부분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4단계부터는 정부와 사용자의 앱을 통한 상호작용 수준이 고도화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쌍방향 소통

이 가능하다. 또한 공급자가 푸쉬알림을 통해 긴급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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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정의 측정지표

1단계

(단순제시)

공공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단계

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

단순 정보 제공

2단계

(복합제시)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기술적 편리성을

제공하는 단계

검색

분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예: 개인정보 입력을 통한 서비스)

LBS, QR코드, 로고 인식 등

모바일 기술과 결부된 서비스 제공

E-book, 웹 페이지, 다른 App 등으로

직접 연동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3단계

(단순상호작용)

공급자와 사용자

및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이 가능한

단계

묻고 답하기, 상담 등

상호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사용자 의견 반응이 가능한

별점 주기 등의 기능 제공

신고, 건의사항 등 공급자와

업무상 소통이 가능한 기능 제공

4단계

(복합상호작용)

정보이용에 대한

상호소통이

고도화되는 단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급자 또한 먼저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기능 제공

5단계는 공공앱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 예약, 세금납부 등 행정 업무처

리를 하고 정보의 가공이 가능한 단계이다. 기존에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

해 제공하던 행정업무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실현시켰다. 따라서 국민

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다부처가 연계되어 앱을 통한 원스톱, 논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된다. 정부 간 협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의 앱을 다운

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기관의 업무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진

다. 특히 정부기관 간 연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이루어져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 <표 7>은 공공앱 성숙모형을 구성하는

단계와 각 단계의 정의 및 측정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표 7> 공공앱 성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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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알림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능 제공

5단계

(업무처리)

공공 앱을 통해

전자결제,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정보의 가공이

가능해지는 단계

상품 구매 대금, 세금 등을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지불하는 기능

제공

택배, 입찰, 민원서류 발급, 예약 등

단순 상호소통을 넘은 공공업무 처리

서비스 제공

6단계

(통합)

공공 앱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연동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되는

단계

다부처 업무의 일괄적 처리를 통한

전자결재, 업무처리, 정보 가공 등의

기능 제공

출처: Eom and Kim(2014)

지금까지 정부의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는 공공앱의 기초 데이터의 일

부를 바탕으로 구축현황과 서비스현황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와 같이 공공앱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여 공공앱의 질적 측면을 파악

함으로써 단계를 부여하여 접근하는 것은 공공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전자정부에서 모바일정부로의 변화 과

정에서 어떠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는지 보여주는 초석이 된다.

3. 전수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1) 전수조사 대상

본 전수조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2원·17부·5

실·5위원회·5처·16청과 법률상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정부조직법,

2015)가 제작자 또는 제작기관으로 되어있는 공공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공공 앱 제작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로 한정하여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앱 마켓을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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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토어에 한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하여 공공앱을 제공하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공

공앱은 다운로드 건수와 평점이 정확하지 않아 기술통계가 결과가 분명하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공공앱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앱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개발자나 제작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문의를 하여 공공앱의 제작기관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공앱 리스트를 작성한다.

(2) 전수조사 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 연구는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두 명의 코더를 설정하여 각각의 코더가 전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앱

에 대한 코딩작업을 실시한 후, 각자 작성한 기관별 앱 리스트와 기초데

이터, 그리고 앱 성숙도 단계 등을 교차 검사함으로써 예비검사(pretest)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측 데이터나 오류 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공공앱 성숙도 측정

및 코딩과정에서 발생하는 코더 간의 의견 불일치는 제3의 코더가 해당

공공앱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성숙도 수준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 2절 공공앱 성숙도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사례분석

1. 사례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와 분석틀

(1) 사례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공공앱 성숙도 수준 및 결정요인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l-Garcia & Pardo(2005)의 연구에서 전자정부의 장애요인 및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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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Gil-Garcia & Pardo(2005)가 제시한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

은 정보와 자료, 정보기술, 조직과 관리, 법률 및 규제, 제도 및 환경의 5

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와 자료, 정보기술, 조직과 관리, 제도 및 환

경의 4가지를 주요 변수로 사용한다. 법률 및 규제 요인은 제도 및 환경

요인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정보와 자료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수요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요청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 정보에 대한 구

체적인 콘텐츠 조사 및 서비스유형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 및 관련 제품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Wang, 1998).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에 맞는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질에 대한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

영하여 정보 및 자료에 대한(Keil, 1995)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여 정보

의 협력과 공유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불일치, 부정확한 정보를 제거하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데이터의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

을 받는 것 역시 공급자가 간과하고 있던 점을 발견함으로써 데이터의 품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둘째, 정보기술 요인에 관하여는 시스템의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afferey, 1998;

Davis, 1989). 정보시스템이 조직에 도입되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어야 하며, 새롭게 도입된 기술은 사용하기가 쉬어 구성원이 그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가능성이 있어

야 업무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 또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가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있는지와 팀 구성원의 기술적 전문성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Barki et al., 1993).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험이 풍부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에서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

하다(Garson, 2003). 만약 IT프로젝트의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규모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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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크다면 이해관계자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조직과 이해

관계자들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의견충돌과 부처이기주

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IT프로젝트의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프로

젝트 진행과정에서도 조직 내는 물론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상 협업은 계속해서 정보시스템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된

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계획 방법으로써 확실하게 프로젝트 단계를 구분

하고 결과를 측정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Flowers,

1996). 그리고 조직 및 관리 요인에서 역시 조직의 전문성과 능력 및 경

험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프로젝트에 대한 담당자의 열정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예산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프로

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Barret and Green,

2001). 충분한 예산은 더 좋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더 좋은 정보를 구

할 수 있게 하며 조직 구성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환경 요인에서의 성공적인 전략에는 행정부와 입법

부의지지(Barki et al, 1993)와 외주의 전략적인 활용이 있다(Chen·Perry,

2003). 만약 행정부의 지도자가 정보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면 그 정보시스템 도입이 성공적일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스마트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오픈플랫폼

구축, 모바일서비스 등 다양한 IT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도입의 프라이버시 문

제를 일으키는지도 살펴보아야한다. 또한 기관의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거

부감이 있는지, 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과 규제에 관한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IT정책

이나 전자정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Andersen &

Dawes, 1991).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관

리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었다. 이로써 정보기술의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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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유지 및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더욱 성공

적으로 이루어졌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공공앱 성숙도 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비교사례연구를 채택한 이유는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그 사례의 전반적인 측면을 있는 깊이 있게 연구하여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병섭, 2010). 특히 양적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없던 구축

과정의 상황을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다.

비교사례분석으로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공공 앱 성숙도 수

준의 결정요인 탐색에 관한 구조화 면접을 진행한다. 구조화 면접은 표준

화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순서와 어조로 사전에 만들어 놓

은 질문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의 신뢰도가 크며 반복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앱의 비교분석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면접자는 공공앱 개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

로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석틀에 근거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가 행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1차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설문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2차 인터뷰를 실시한다.

(3) 분석틀

먼저 Gil-Garcia & Pardo(2005)가 제시한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

인7)을 측정하기 위해 각 요인별로 구체적인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와 데이터, 정보기술, 조직과 관리, 제도

7) Gil-Garcia & Pardo(2005)의 논문에서 제시된 정보시스템의 5가지 요인 중 ‘법과 규제’

요인은 ‘제도 및 환경’ 요인에 ‘법과 제도의 제약’이라는 세부 지표로 넣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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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결정요인 세부 지표

정보 및 자료

국민의 앱 제작 요청

전반적인 계획

콘텐츠 수요조사

서비스 유형 고려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충분성

사용자 평점과 리뷰에 반응한 정보 업데이트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정보기술

기술의 복잡성

기술의 호환가능성

레거시 시스템 사용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

보안에 대한 피드백

조직 및 관리

앱 서비스 경험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양한 부서의 참여

충분한 예산

담당자의 열의와 능력

앱 구축에 관한 교육

프로젝트 팀의 전문성과 능력

부서 간 다툼

팀 내 원활한 소통

팀 외부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

구축과정에서 성과 측정

제도 및 환경

법 규제의 제약

기관 특성 반영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행정부의 후원 및 관심

입법부의 예산 배정

기관의 자율성

및 환경의 4가지 요인을 변수로 두어 측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공공앱 구축과정인 계획(plan)단계, 실행

(do)단계, 종료(see)단계에 넣어 정리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틀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표 8> 정보시스템 결정요인 세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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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틀

·국민의 앱 제
작 요청
·전반적인 계획
·콘텐츠 수요조
사
·서비스 유형 
고려

·자료의 정확
성
·자료의 충분
성

·사용자 평점
과 리뷰에 반
응한 정보 업
데이트
·정보의 주기
적 업데이트

·기술의 복잡성
·기술의 호환가
능성

·레거시 시스
템 사용
·능력 있는 외
주 업체 선정

·사용의 용이
성에 대한 피
드백
·기술적 문제
에 대한 피드
백
·기술의 유용
성에 대한 피
드백
·보안에 대한 
피드백

·앱 서비스 경
험
·명확하고 현실
적인 목표
·프로젝트 규모
의 적절성
·이해관계자 참
여
·다양한 부서 
참여
·충분한 예산
·담당자의 열의
와 능력

·앱 구축에 관
한 교육
·프로젝트 팀의 
전문성과 능력
·부서 간 다툼
·팀 내 원활한 
소통
·팀 외부 관계
자와 원활한 
소통

·구축과정에
서 성과측정

·법 규제의 제
약
·기관 특성 반
영
·모바일 서비스
에 대한 거부감
·행정부의 후원 
및 관심
·입법부의 예산 
배정

·기관의 자율
성

기획(plan) 실행(do) 종료(see)

정보 및 
자료

정보기술

조직 및 
관리

제도 및 
환경

결정요인 세부 측정 지표 구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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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사례

본 연구에서는 6단계 앱인 국민안전처의 ‘안전디딤돌’ 앱, 문화재청에

서 제공하는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과 2단계 앱인 해양수산부의 ‘알

기 쉬운 수산용어’ 앱, 농촌진흥청의 ‘매일매일 건강게임’ 앱을 대상으로

비교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중앙행정기관 172개 전체 앱 수준의 평균이 3.8

단계였으므로 평균 단계보다 높은 앱을 6단계 앱과 평균보다 낮은 2단계

앱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공공앱을 대상으로 앱의 성공적인 구축에 어떠한 요인

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앱 개발자 및 관리자와의 인터뷰와 설문조

사를 통해 분석한다.

(1) 앱 기초데이터

비교사례분석에 선정된 4가지 앱의 단계, 명칭, 제작기관, 서비스 유형,

등록연도, 최근 업데이트 날짜, 앱 크기, 다운로드 건수, 평점, 업데이트

횟수에 해당하는 기초데이터는 <표 9>에 자세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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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단계 2단계

명칭 안전디딤돌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매일매일

건강게임

제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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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날짜

2014년

11월 18일

2015년

1월 7일

2014년

10월 22일

2014년

12월 22일

앱 크기 1.3MB 2.9MB 11.8MB 44.3MB

다운로드

건수

1,000,000

-5,000,000
10,000-50,000 100-500 100-500

평점 3.7 4.3 4.6 5

측정 날짜
2015년

1월 20일

2015년

1월 21일

2015년

1월 22일

2015년

1월 21일

특이사항

기관별

운영했던

재난안전정보

앱 통합

다국어음성해

설,LBS,

국민신문고로

문화재 건의

및 신고

업데이트

횟수

19회

(2015년

5월 8일)

4회

(2015년

5월 31일)

1회

(2015년

4월 20일)

1회

(2015년

5월 13일)

<표 9> 선정 사례 앱 기초데이터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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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 설명

① 안전디딤돌

‘안전디딤돌’ 앱은 ‘재난안전알리미’를 기반으로 기관별 운영 중인 재난

안전정보 앱을 통합·연계하고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 재난안

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18일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6단계 수준의 공공앱이다. 앱 크기는

1.3MB로 작은 편에 속하였다. 앱 자체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보다는

신고와 연계를 하는 기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운로드 건수는 측정 날짜인 2015년 1월 20일 기준으로

1,000,000-5,000,000건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 중 상위 5%에 속

하는 수준이었다. 앱의 평점은 3.7점으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었다. 리뷰

를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활동을 할 때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권장하였다는 댓글이 많

았다. 이 앱은 2014년 4월 18일에 등록하였고 2015년 5월 8일까지 총 19

번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와 더

불어 정보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보완과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재난문자, 재난뉴스, 국민행동요령, 재난신고

등이 있다.

재난문자는 재난발생정보, 기상특보 등을 푸쉬알림을 통해 수신 받을

수 있는데 재난정보와 함께 상황에 맞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GPS를

기반으로 가까운 거리의 대피소, 병원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정보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재난신고는 전화신고와 문자신고로 나뉜다. 먼저 긴급전화는 119 소방

신고, 112 경찰신고, 122 해양신고, 080 산불신고를 앱을 통해 바로 연결

이 가능하다. 기존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운영했던 신고 기능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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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정부대표 포털 앱으로서 단일화된 서비스 채널을 만들었다. 문자신

고는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119 신고 앱, 유해화학물질 유출신고가 있는데

119 신고 앱은 추가로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고 나머지 앱의 경

우엔 이 앱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 밖에 시설물 정보조회(민방위 대피소, 응급의료센터, 약국, 소방서,

경찰서)가 GIS를 기반으로 가능하고, 지자체 재난관리용 CCTV 조회, 다

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안전디딤돌 앱 화면

②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2014년 12월 7일부터 문화재청에서 제

공하는 ‘교육’ 유형에 속하는 문화재 해설 기능의 6단계 앱이다. 앱 크기

는 2.9MB로 다른 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운로드 건수는

2015년 1월 21일 측정 날짜를 기준으로 10,000-50,000건으로 평균보다 조

금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앱 평점은 4.3점으로 높았고 리뷰 몇 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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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15. 4. 8.

역사탐방 좋은앱이네요 , 상상도못했던 좋은 역사탐방 않아서

할수있다니....

조○○ ★★★★★ 2015. 2. 1.

좋아요! 여행에 참고가 많이 될 듯해요>< 다만 문화유산 지

역별 보기에서 기초단위까지 분류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

단위로 나오니 너무 많고 보기가 불편하네요

앱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한 피드백

또한 리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앱 제공 후 2015년 5월 31일까지

총 4번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

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정보나 기술적 부분의 업데

이트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앱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문화유산 탐방설계, 문화유산 해설안내, 문화유산

건의신고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문화유산 탐방설계는

본인인증을 한 후 GPS를 이용하여 문화재를 검색하고 직접 문화재 탐방

코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다. 문화재까지 길안내 기능도 있는데, 추가

로 ‘국민내비 김기사’를 설치하여야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문화재는 다

양한 사진과 영상과 함께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음성 해설이 제공

된다. 이 외에도 다큐 설명도 제공되면 다큐는 문화유산채널 웹페이지로

연동되고 그 내용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 건의·신고는 문화재 안전 제보, 문화재 방재 시민모니

터링, 문화재 안내판 오류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사이트로 연동되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해당 민원을 사진을 첨부하여 신

고·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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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 화면

③ 알기 쉬운 수산 용어

‘알기 쉬운 수산용어’ 앱은 2014년 8월 11일 등록된 앱으로 ‘교육’ 유형

의 서비스로 해양수산부에서 어려운 수산용어를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단계 앱이다. 앱의 크기는 11.8MB로 조금 큰

편에 속하였고, 다운로드 건수는 100-500건으로 적었다. 평점은 5명 미만

이 투표하였고 4.6점으로 높았다. 다운로드 건수는 작았지만 앱을 사용하

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업데이트는 앱이 등록된 후

로 2015년 4월 20일 까지 1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앱의 주된 기능은 수산용어 풀이이다. 많은 수산용어가 한자, 일본

어로 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기능

을 한다.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유통·가공’, ‘위생·검사’, ‘어식백세’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와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수산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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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알기 쉬운 수산용어 앱 화면

④매일매일 건강게임

‘매일매일 건강게임’ 앱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건강 및 피트니스’

유형의 2단계 앱으로 2014년 3월 3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의 크기는

44.3MB로 큰 편에 속하였다. 측정날짜인 2015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다

운로드 건수는 100-500건, 평점은 5점으로 앱의 이용률은 낮았지만 만족

도는 높았다. 앱에 대한 리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 ★★★★★ 2014. 5. 20.

게임재미써요!! 아이들이조아해요ㅋㅋ 굳!!

S○○ ★★★★★ 2014. 5. 22.

건강상식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좋네요~~!!

김○○ ★★★★★ 2014. 11. 20.

정말 쪼아 강추 건강의 대해서도 배우고 재미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재밌게 식품의 칼로리, 나트륨, 콜레스테롤, 칼슘 등을 학습할 수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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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의 관리를 위한 식습관 안내, 주의사항, 음식 조리법, 상차림 등의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7> 매일매일 건강게임 앱 화면

3.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검증8)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공공앱 수준의 결정요인이 파악되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고자 한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속변수인 공공

앱 수준이 단계별로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범주형 변수로 측정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Eom and

Kim(2014)에서 공공앱 수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분

석틀에 크게 의거한다. 위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그림8>과 같다.

8) 본 연구에서는 순서로지스틱회귀분석은 비교사례연구의 검증으로써 실시하며 Eom 
and Kim(2014)인 논문인 The adoption of public smartphone applications in 
Korea: Empirical analysis on maturity level and influential actor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에서 사용했던 분석틀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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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om and Kim(2014)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자료․정보 요인
- 정보의 용량
- 정보의 유형

조직 요인
- 정보화 역량
- 민원만족도

제도 요인
- 기관의 위계
- 기관의 기능
- 기관의 규모

종속변수

- 공공 앱 수준

통제변수

환경 요인
- 경제적 여건

또한 위 연구에서 순서로지스틱회귀분석에 넣은 변수와 출처는 <표

10>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는 공공 앱의 수준, 즉

앱의 단계이다. Eom and Kim(201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공앱 발전단계 모형에 근거하여 앱 수준을 측정하여 1단계에서부터 6단

계까지 단계를 각각의 앱에 부여하였다.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앱 크

기, 세출예산, 국내총생산을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로는 공공앱의 유형,

정보화 수준, 민원만족도, 기관유형, 기능에 따른 기관유형을 사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료·정보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정보의 용량과 정보의 유형을 각각 변수로 두었다. 정보의 용량은

앱의 크기(MB)를 조사하였고 정보의 유형은 앱의 서비스유형을 조사하였

다. 둘째, 조직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역량과 민원만족도를 조

사하였다. 정보화역량은 정보화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의 역량을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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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2005년 정보화평가위원회에서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을 A, B, C 등

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민원만족도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기관의 반응정도로서 2012년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셋째, 제도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유형과 기관

규모를 조사하였는데 기관유형은 다시 위계에 따른 분류와 기능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위계에 따른 기관분류는 부·처·청 그리고 기타

단위 기관으로 구분하였고 기능에 따른 기관분류로는 국가·사회 영역 기

관, 경제·산업 영역 기관, 사회·복지 영역 기관으로 나누었다. 기관의 규모

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환경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앱 제작 시기의 경제적인 여건, 즉 경제상황으

로 두었는데, 측정은 앱 제작 시기의 GDP로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Eom and Kim(2014)의 연구에서도 독립변수

를 자료 및 정보 요인, 조직 요인, 제도 요인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공

공앱의 수준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분석틀에 본 연구의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밝혀낸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본 비교사례연구

의 결과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양적 분석의 변수 범위를 넓히는데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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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Eom and Kim(2014)연구의 변수와 출처

변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출처

종속변수
공공앱
수준

공공 앱 발전단계
모형의 적용에 따라
각각의 앱이 도달하는

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앱=1,
2단계에 해당하는 앱=2,
3단계에 해당하는 앱=3,
4단계에 해당하는 앱=4,
5단계에 해당하는 앱=5,
6단계에 해당하는 앱=6

Eom et
al.(2012)

독
립
변
수

자료
·
정보
요인

정보의
용량

앱에 포함된 자료 및
정보의 크기

앱 크기
(단위: MB)

구글 플레이
웹사이트

정보의
유형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이 제공하는 각
공공 앱의 유형

라이프스타일=1
여행 및 지역정보=2
비즈니스=3
교육=4

건강 및 운동=5
기타=6

구글 플레이
웹사이트

조직
요인

정보화
역량

정보화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기관 역량

등급 A=1
등급 B=2
등급 C=3

정보화평가
위원회
(2005)

민원
만족도

고객의 요구에 대한
기관의 반응 정도

우수=1
보통=2
미흡=3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

실
(2012)

제도
요인

기관
유형

위계에 따른
기관 분류

부 단위 기관 앱=1,
처․청 단위 기관 앱=2,
기타 단위 기관 앱=3

행정자치부
2003년

조직기능분류

기능에 따른
기관 분류

국가․사회 영역 기관
앱=1,

경제․산업 영역 기관
앱=2,

사회․복지 영역 기관
앱=3

Hood and
Schuppert
(1990)

기관
규모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

앱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2010년 세출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 원)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통
제
변
수

환경
요인

경제
상황

앱 제작 시기의
경제적 여건

앱 제작 시기의 GDP
(단위: 10억 달러)

국제통화기금
(IMF)
웹사이트

출처: Eom and Ki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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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측정 기관
개수

(개)

비율

(%)

청와대 국가정보원(1) 1 0.6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1)

19 11.0국민안전처(3), 익사혁신처(3), 법제처(2),

국가보훈처(3), 식품의약품안전처(7)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1),

국가인원위원회(3),

공정거래위원회(3),

국민권익위원회(6),

13 7.6

기획재정부

부 기획재정부(2)

10 5.8
처

청
국세청(6), 관세청(2), 조달청(0),

통계청(0)

미래창조과학부

부 미래창조과학부(3)

3 1.7처

청

교육부

부 교육부(0)

0 0.0처

청

외교부

부 외교부(1)

1 0.6처

청

통일부 부 통일부(2) 2 1.2

제 4장 중앙행정기관 공공앱 구축현황

제 1절 공공앱 구축현황

1. 기관에 따른 구축현황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172개의 공공앱을 제작기관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공공앱 기관별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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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청

법무부

부 법무부(4)

4 2.3처

청 검찰청(0)

국방부

부 국방부(1)

3 1.7처

청 병무청(1), 방위사업청(1)

행정자치부

부 행정자치부(16)

30 17.4처

청 경찰청(14)

문화체육관광부

부 문화체육관광부(2)

10 5.8처

청 문화재청(8)

농림축산식품부

부 농림축산식품부(2)

21 12.2처

청 농촌진흥청(13), 산림청(6)

산업통상자원부

부 산업통상자원부(0)

5 2.9처

청 중소기업청(3), 특허청(2)

보건복지부

부 보건복지부(9)

9 5.2처

청

환경부

부 환경부(4)

10 5.8처

청 기상청(6)

고용노동부

부 고용노동부(10)

10 5.8처

청

여성가족부

부 여성가족부(2)

2 1.2처

청

국토교통부

부 국토교통부(11)

11 6.4
처

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

새만큼개발청(0)

해양수산부

부 해양수산부(8)

8 4.7처

청

합계 1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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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관별로 공공앱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가 총 30개의

공공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

개, 국무총리실에서 19개, 각종 위원회에서 13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이

한 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제공하는 공공 앱은 없었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등 산하기관에서 교육에 관한 앱

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 단위의 기관에서 77개, ‘처’ 단위

의 기관에서 18개, ‘청’ 단위 기관에서 62개, ‘위원회’에서 13개, ‘원’과 ‘실’

단위의 기관에서 각각 1개의 공공앱을 제공하는 곳으로 파악되어 기관별

로는 ‘부’ 단위에서 가장 많은 공공앱을 제공하고 ‘청’, ‘처’ 단위의 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부’ 단위의 기관 중 가장 많은 공공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행정자

치부로 소속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서 각각 16개, 14개의 앱을 제

공하여 총 30개의 앱이 서비스되고 있다. ‘청’ 단위의 기관에서는 경찰청

이 14개, 농촌진흥청이 13개, 그리고 문화재청이 8개 순으로 많은 공공앱

을 제공하였다. ‘처’ 단위로는 식품의약안전처가 7개의 앱을 제공하는 것

으로 밝혀져 가장 많았다.

2. 서비스 유형에 따른 구축현황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모바일 앱 서비스 유형 분류기준을 통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공공 앱 구축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표 12>로 나타내었다.

공공 앱의 서비스유형은 총 25개로 자세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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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개수(개) 비율(%)

건강 및 피트니스 17 9.9

교육 19 11.0

교통 3 1.7

금융 8 4.7

날씨 7 4.1

뉴스 및 잡지 5 2.9

도구 9 5.2

도서 및 참고자료 7 4.1

라이프 스타일 42 24.4

만화 1 0.6

미디어 및 비디오 2 1.2

비즈니스 21 12.2

생산성 4 2.3

소셜 5 2.9

여행 및 지역정보 17 9.9

커뮤니케이션 5 2.9

합계 172 100.0

<표 12> 공공앱 서비스 유형별 구축현황

첫째, 생활밀접형 서비스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속하는 공공앱은 24

개로 전체 공공 앱의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속하는 앱으로는 안전디딤돌, 국민신문고2.0, 스마트안전귀가, 여

성, 아동용 112 긴급신고, 법아! 알려줘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유

형의 공공앱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앱은 신고, 민원신청, 법률정보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많았다.

두 번째로 많았던 서비스 유형은 ‘비즈니스’로 총 21개, 12.2%의 비율

을 보였다. ‘비즈니스’ 유형에 속하는 앱으로는 제대군인희망스타트, 워크

넷, 인허가 자가진단, 중소기업정책 가이드북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

았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앱이 ‘비즈니스’ 유형에 속

하였는데 일자리정보와 관련한 앱이 많았다. ‘워크넷’ 앱의 경우 취업정보

제공과 이력서 등록을 통해 구직신청이 가능하고 일자리 알선, 입사제의

등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보

훈처의 ‘제대군인희망스타트’ 앱 역시 제대군인의 취업·창업·교육을 위한

- 46 -

전문가 온라인 상담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의 서비스 유형은 ‘교육’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로 주로 다루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공 앱에 담아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예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해설 기능의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 농촌진흥청의 ‘스마트농업기술교육’, 환경부

의 ‘어린이와 함께 하는 생태친구 이야기’ 등이 있다. 그 밖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어학센터 앱도 ‘교육’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앱이다.

다음으로는 ‘여행 및 지역정보’, ‘건강 및 피트니스’ 유형이 그 뒤를 잇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운로드 건수에 따른 구축현황

공공 앱의 실제 이용률을 파악할 수 있는 다운로드 건수에 따른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이하인 앱은 27개로 전체 비율의 15.8%

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3일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

선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앱은 향후 폐지가

되거나 통폐합이 된다. 특히 환경부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생태친구 이야

기’ 앱의 경우에는 등록연도가 2012년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지 3년이 지

났지만 다운로드는 10-50건에 그쳐 공공앱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000건 이상의 높은 다운로드 건수를 보인 공공앱도 8개나 있

었다. ‘기상청 날씨’ 앱이 5,000,000건 이상을 기록하여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다운로드 건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000,000건 이상의 다운로

드 건수를 기록한 ‘안전디딤돌’, ‘국세청 모바일 통합’, ‘통합 교통정보’ 앱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높은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한 공공앱은 날씨정보

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이거나 신고기능이나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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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체 공공앱 약 80%의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에서

500,000건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앱 대부분이 일정수준 국민의

호응을 얻으며 실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

글 플레이 스토어의 다운로드 건수 분류 기준으로 1,000-5,000건,

10,000-50,000건에 속하는 앱이 각각 38개, 46개로 가장 많았다.

<그림 9> 공공앱 다운로드 건수별 구축현황

4. 등록연도에 따른 구축현황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172개의 앱을 등록연도로 분류하면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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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공앱 등록연도별 구축현황

공공앱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2010년부터 구축되고 서비스되기 시

작했다. 201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2010년에 구축되었던 공공앱은 총

14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민원24’, ‘응급의료정보제공’, ‘국가법령

정보’, ‘관세청 YES-FTA’, ‘중소기업청 입찰정보’ 앱을 포함한 8개의 앱은

최근까지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담당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허청 모바일 홈페이지’, ‘자연휴양림수목

원’ 앱의 경우에는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0년으로 파악되어 공공앱

구축 후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정보 업데이트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2010년 공공앱이 제공되기 시작한 후 2011년, 2012년, 2013년엔 각각

30개, 31개, 50개씩 계속 추가적으로 공공앱이 구축되었고 그 수도 지속적

으로 늘어났다. 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앱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초기 8개에 불과했던 공공앱의 서비스 유형도 2013년에는 생산성, 도구,

미디어 및 비디오 등이 추가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공앱이 제공되었

다.

2014년은 공공앱이 제공된 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감소한 해이다.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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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의 스파이앱을 제거해주는 ‘폴-안티스파이’앱, 지방세 납부 기능을 가

진 ‘스마트위택스’ 앱 등 사회상을 반영한 행정서비스의 앱이 새롭게 등장

하기도 하였고, 모바일을 통한 행정업무처리의 확대가 반영된 앱 등이 나

왔지만 이용률이 적은 앱을 없애고 비슷한 기능의 앱은 통폐합을 시킨 사

례가 많아 전체적인 증가폭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파악된다.

5. 앱 크기에 따른 구축현황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의 크기는 최소 0.021MB(경찰박물관 앱)에서

최대 568MB(주요경제지표 앱)까지 다양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 크

기별 구축현황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공공앱 앱 크기별 구축현황

공공앱의 크기는 대부분 50MB 미만으로 민간앱과 비교하였을 때 평

균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1.1-5.0MB 사이에 있는 앱이

5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앱인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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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20.65MB), NAVER(9.53MB), Facebook(32.67MB), Smarter

Subway(12.21MB), NH뱅킹(33.14MB) 또한 대부분 50MB 미만으로 오히

려 공공앱의 크기가 더 작은 경우가 많았다.

먼저 1MB 이하인 크기가 작은 앱으로는 ‘국가인원위원회 인권교육센

터’, ‘국세청 모바일 뉴스레터’ 등이 있었고, 크기가 213MB로 가장 컸던

앱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걸음길도우미’ 앱이 있었다. 이 앱은

보행자 내비게이션 앱으로 보행자용 도로망도 DB가 탑재되어 있어 앱의

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안전디딤돌(1.3MB), 워크넷(1.8MB), 민원

24(8.4MB), 통합 교통정보(7.3MB) 등은 크기가 비교적 작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제 2절 수준별 구축현황

1. 중앙행정기관 공공앱 단계 현황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 단계를 조사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되

는 공공앱은 4단계 앱이 54개로 가장 많았다. 공공앱 단계 현황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면 정보제공 기능만 있는 1단계 앱은 0개, 2단계 앱은 44개로

전체의 25.6%에 불과하였고 소통이 가능한 3단계 이상의 앱은 총 128개

로 전체 공공앱의 74.4%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앱 모

바일 서비스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공급자의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며, 업무처리 기능, 전자결제 기능, 더 나아가 다부처 업무

의 원스톱·논스톱 행정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12>는 중앙행정

기관 공공앱 성숙 단계별 구축현황을 나타낸 표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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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앙행정기관 공공앱 성숙 단계별 구축현황

먼저 단순 정보제공, 단순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3단계 이하의 앱은

총 60개로 전체의 34.9%였다. 특이한 점은 묻고 답하기, 공급자와 업무상

소통이 가능한 단계의 3단계 앱은 16개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

상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SNS 이용이 활발해져 대부분 앱에서 트위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이용한 소통 또한 가능해져 단순히 전화나 문자

로만 소통하는 기능을 가진 앱은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

단계 앱은 44개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법제처의 ‘스마트 생활법

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예방홍보’, 기획재정부의 ‘주요경제지표’,

경찰청의 ‘교통경찰법규집’ 등 단순하지만 정보의 검색과 안내는 각 행정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앱의

수준이 높아져도 2단계 앱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둘째, 4단계 앱은 54개로 전체 공공앱의 31.4%에 해당하며 6개의 단계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함

께 SNS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고, SNS를 이용한 홍보 및 마케

팅의 효과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앱을 제작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 공유 기능을 추가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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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공공 앱을 사용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SNS 공유를 통해 친구나 가

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를 알리고 공공 앱을 알리는 수단으

로 사용한다. 또한 SNS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공급자와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유선(wired) 인터넷 시대와 더욱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능이 더욱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

된다. 행정자치부의 ‘착한가격업소’ 앱과 같은 경우에도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한 후 SNS를 통해 친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 많이 쓰이고 그

밖에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의약품속보’ 앱도 의약품에 대한 최신 정보, 긴

급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공앱 활용의 의미가 커진다.

셋째, 5단계 앱은 총 45개로 2번째로 많았다. 5단계 앱의 가장 큰 특징

은 공공앱을 통한 전자결제 및 업무처리 가능 여부인데, 공공앱의 전수조

사를 통하여 많은 공공앱이 세금납부, 민원신청, 예약, 신고 기능을 제공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단계 앱은 행정기관의 특성상 국민과의 직접적인

업무처리(민원신청, 세금납부 신고)가 많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 그 예로는 ‘국민신문고 2.0’, ‘생활불편

스마트신고’, ‘여성, 아동용 112 긴급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스마트위택

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6단계 앱은 13개로 1단계의 0개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비중을 보였다. 6단계 앱은 단순 정보제공은 물론 업무처리, 그리고 공공

앱을 통해 다부처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하나의 앱으로도 다른 기관의 앱

을 따로 다운받거나 접속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6단계

의 가장 대표적인 앱은 국민안전처의 ‘안전디딤돌’ 앱이다. 이 앱은 11개

기관, 15개 앱을 통합·연계·공유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신고를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경찰청의 ‘117 chat’ 앱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학생이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게 만든 앱

으로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24시간 채팅 상

담을 할 수 있고 익명 채팅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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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공 앱 단계
공공

앱

개수

평균

앱

단계

1단

계

2단

계

3단

계

4단

계

5단

계

6단

계

청와대 1 1 3

국무총리실 5 2 3 7 2 19 3.9

위원회 2 1 5 5 13 4

기획재정부 5 1 1 2 1 10 3.3

미래창조과학부 1 2 3 3.3

교육부 0 0

외교부 1 1 6

통일부 2 2 4

법무부 2 2 4 4.5

국방부 1 2 3 4.7

행정자치부 9 1 4 13 3 30 4

문화체육관광부 2 2 5 0 1 10 3.6

농림축산식품부 4 10 6 1 21 4

산업통상자원부 2 1 2 5 3

보건복지부 3 0 1 2 3 9 4.2

환경부 1 1 8 10 3.7

고용노동부 3 2 5 10 4.2

여성가족부 1 1 2 3.5

국토교통부 2 2 5 1 1 11 3.7

해양수산부 8 8 2

총합 0 44 16 54 45 13 172 3.8

2.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공공앱 단계 현황

중앙행정기관의 각 기관별로 공공앱의 질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관별 공공앱 수준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공공앱 성숙 단계 구축현황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4단계의 공공앱이 전체 172개의 앱 중 54개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단계 앱이 45개, 2단계 앱이 44개로 그 뒤를 이

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기관도 1단계의 앱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전체 공공앱의 평균 단계는 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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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2단계 앱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관은 행정

자치부로 총 9개 앱을 서비스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8개의 앱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행정자치부에서는 2단계 앱뿐

만 아니라 다른 단계의 앱도 많이 제공하고 있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체 8개의 앱이 모두 2단계로 낮은 수준이었다.

두 번째로 3단계 앱은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3개로 가장

많았다. 국무총리실에서 제공하는 3단계 앱은 ‘보훈수혜 안내’, ‘국민신문

고 실시간 공청회 mobile’, ‘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 앱이 있고 고용노

동부에서는 ‘임금근로시간’, ‘고용안정지원제도’, ‘무대리 일찾기’ 앱이 있

다.

세 번째로, 4단계 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개, 환경부에서 8개, 국

무총리실에서 7개 순으로 많이 제공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에서

는 국민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보다는 농업기술, 귀농정보,

날씨정보 등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보제공과 동

시에 공유를 통해 정보 확산을 목적으로 4단계의 주요기능인 SNS 기능

과 푸쉬알림 기능을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

네 번째로 5단계 앱은 행정자치부 13개, 국무총리실 11개, 농림축산

식품부 6개 순으로 5단계 앱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원업

무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속한 국

무총리실, 산불신고, 산림훼손신고, 휴양림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기관의 주요 업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행정

자치부의 민원신고와 경찰청의 신고를 다루는 앱이 많아 타기관보다 5단

계 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6단계 앱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3개씩 제공

하고 있었고 국무총리실에서는 2개,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1개의 6단계 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부처 연계기능 중 가장 많은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였다. 모든 민원을 단일 창구인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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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

건복지부에서 6단계 앱을 3개나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사랑

보육포털’ 앱은 앱을 통해 기관에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었다.

제 5장 성공요인 비교사례 분석

제 1절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 비교

6단계 앱인 ‘안전디딤돌’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와 2단계 앱인 ‘알

기 쉬운 수산용어’와 ‘매일매일 건강게임’의 설문결과를 같은 수준의 앱으

로 묶어 분류하여 산술평균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획(plan)-실행

(do)-종료(see)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각 단계별로 방사형 표를

작성하였다. 각 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1. 기획(Plan)단계

6단계 앱의 기획단계 변수를 평균한 결과 3.78점이 나왔고 2단계 앱은

3.36점으로 나타났다. 기획단계에서 상위수준의 앱과 하위수준의 앱을 각

각 평균하여 방사형 표로 다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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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획단계에서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 비교

먼저 단계별로 공통적인 결과를 얻은 변수를 살펴보면 ‘국민의 앱 제

작 요청’.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충분한 예산배정’에서 각 단계

의 평균 점수는 같은 값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단계 앱과 2단

계 앱 모두 ‘국민의 앱 제작 요청’ 변수가 3점(보통이다)인 것으로 보아

공공앱은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 공무원, 즉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인터뷰 결과에서도 선행 수요조사나 기

능 등의 사전조사는 잘 이루어지 않고 담당행정관의 주관적인 예측수요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서비스 수준과 다운로

드 건수가 가장 높은 ‘안전디딤돌’ 앱의 경우도 이 항목에서 담당관은 2점

을 주어 국민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을 나타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에서도 각각의 단계에서 모두 평균 2.5점인 것으로 파악되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산과 관련된 항

목에서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 평균이 모두 3.5점인 것으로 보아 예

산도 공공앱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 결과 6단계 앱과 2단계 앱 사이에 차이가 나는 변수도 발

견되었다. 그 세부 변수로는 첫째, ‘다양한 부서 참여’와 ‘법과 규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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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여부로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은 1.5점의 차이를 보였다. 6단계

앱의 경우 6단계 앱의 가장 큰 특성인 ‘다부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앱 기획 단계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앱을 어떻게 기획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각 부처의 정보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반면 2단계 앱의 경우 해당기

관의 업무에 관련한 내용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 참여 여부에

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공공앱을 구축과정에 있어 법 또는 규제

로 인한 제약 여부를 묻는 항목에 6단계 앱은 평균 2점으로 법이나 규제

로 인한 제약이 없었지만 2단계 앱은 평균 3.5점으로 구축과정에서 법·규

제로 인한 약간의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콘텐츠 수요조사’, ‘서비스유형 고려’,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 ‘행정기관 특성 반영 여부’, ‘앱 서비스 경험’,

‘행정부의 후원 및 관심’으로 1점의 차이를 보였다. 위 변수들로 유추하여

보면, 6단계 앱은 과거 공공앱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앱 구축에 있어

철저한 구체적인 사전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6단계

앱인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슷한 문화해설 기능

의 ‘왕릉이야기’ 앱과 ‘문화재대관 국보 스마트앱’ 앱이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의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이 앱은 기존 문화유산 해설 앱을 바탕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의 다국어

해설기능, GIS를 이용한 내 주변 문화재 검색, 내비게이션 앱을 연동한

길찾기 기능, 문화재 신고·건의 기능이 추가시키고 명칭을 바꾸어 만든

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단계 앱의 제작기관인 국민안전처와 문화재

청의 기관 특성과 행정서비스 내용도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보다 국민

과의 교류가 더 많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 반영’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

은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부의 후원 및 관심’은 특히 ‘안전디딤돌’ 앱에서

5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앱이 제작될 시기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재난안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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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앱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파악되고 그로 인해 입법

부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술의 복잡성’, ‘기술의 호환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와 관련

한 변수에서는 6단계와 2단계 앱 모두 비슷한 점수로 파악되어 공공앱 기

술 자체는 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행(do)단계

실행단계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6단계 앱과 2단계 앱은 각각 평균

4.03점, 3.4점으로 앱 수준과 상관없이 기획-실행-종료 단계 중 평균 점수

가 가장 높았다. 실행단계의 변수와 결과를 보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실행단계에서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 비교

실행단계에서 가장 특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4가지 앱 모두 ‘자료의 정

확성’은 5점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앱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앱에서 자료

의 정확성은 높은 것으로 보아 공공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충분성’은 6단계 앱이 2단계

앱이 비하여 0.5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 59 -

앱의 기술과 관련한 변수를 살펴보면 레거시 시스템 사용에서는 6단계

앱은 4.5점, 2단계 앱은 3점으로 1.5점의 큰 차이를 보였는데 6단계 앱에

서는 기존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더 좋은 기술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에서

도 6단계 앱은 4.75점, 2단계 앱은 3.5점으로 1.25점이 차이가 있었다. 즉,

6단계 앱은 외주업체 선정에서 과거 앱을 만든 경험 여부와 기술력도 중

요한 요소로 인식하였기 평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과거 앱 제작 경험과, 기술력 평가는 공공앱 수준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또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차이가 큰 변수는 ‘부서 간 다툼’이었다. 이

항목에 대한 6단계 앱의 평균 점수는 2.5점, 2단계 앱은 1점이었다. 모든

단계의 앱에서 부서 간 다툼은 거의 없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6단계 앱인 ‘안전디딤돌’ 앱의 담당자는 부서 간 다툼

정도가 보통(3점)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앱의 경우 하나의 기관에서 단독

구축하여 제공하거나 혹은 1-2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만들었지만 ‘안전디

딤돌’앱의 경우에는 11개 기관의 15개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합·연계하여

하나의 앱만 다운받으면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협업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 항목 역시 6단계 앱(3.5점)이 2단계 앱(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관 내 팀에서는 모든 앱이 4점으로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6단계와 2단계 앱에서 각각 1점의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프로젝트 팀의 전문성’과 능력이다. 이 항목에서 6단계 앱은 4.5점, 2단계

앱은 3.5점으로 나타났는데 6단계 앱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리더의 통

솔 능력,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이 모두 높다

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 60 -

마지막으로 앱 구축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별로 산술통계

를 낸 표에서는 6단계와 2단계 앱에서의 차이가 0.5점에 불과했지만, 분석

에 사용된 4가지 앱 중 가장 서비스 수준이 높고 다운로드 건수가 많은

앱인 ‘안전디딤돌’과 단순 정보제공을 하고 다운로드 건수도 적었던 ‘알기

쉬운 수산용어’ 앱의 결과를 비교하면 각각 5점과 2점으로 담당자들이 앱

구축에 있어 교육 여부도 결과적으로는 공공앱 수준과 이용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제도 및 환경 요인인 ‘기관의 자율성’ 변수는 모든 단계에서

다 높게 나타났지만 6단계 앱(4.5점)이 2단계 앱(4점)보다 조금 높은 점수

를 받았다.

3. 종료(see)단계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항목 간 차이가 크게 났던 단계는 종료(see)

단계였다. 6단계 앱의 평균은 3.79점, 2단계 앱의 평균은 2.75점으로 나타

났고 각각의 변수들과 그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종료단계에서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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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plan)단계와 실행(do) 단계에서는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점수 차

이가 각각 0.42점, 0.63점이었지만 종료 단계에서는 항목 간 차이가 1.04점

으로 1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용자 평점과 리뷰에 반응한 업데

이트’에서는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차이가 2.5점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났

다. 또 다른 업데이트에 관련한 항목인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에서는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차이는 각각 2점이

었다. 조사결과 6단계 앱인 ‘안전디딤돌’ 앱은 2014년 4월 18일 서비스 시

작 후 2015년 5월 8일까지 총 19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지만 2단계 앱

인 ‘매일매일 건강게임’과 ‘알기 쉬운 수산용어’ 서비스가 시작되고 불과 1

회의 업데이트만 이루어졌다.

‘구축과정에서의 성과측정’도 2단계 앱(2.5점)보다는 6단계 앱(3.5점)에

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안에 대한 피드백’ 역시 6단계 앱은 3점, 2단

계 앱은 2.25점으로 상위수준 앱에서 0.75점 높았지만 보안에 관련한 문제

대부분은 앱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보안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피드백’과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

백’ 변수에서는 2단계 앱이 6단계 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용의

용의성에 대한 피드백’에서 6단계 앱과 2단계 앱은 각각 3.5점, 4점을 받

았고,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에서는 6단계 앱과 2단계 앱이 각각

2.5점, 3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상위수준의 앱에 비해

하위수준 앱의 서비스 내용이 간단하여 메뉴도 간단하고 특별한 프로그램

을 설치하거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기 쉽고 따라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오류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기획-실행-종료 단계 중 2단계 앱과 6단계 앱에서 변수 간 가장

큰 차이가 난 단계는 종료 단계였고 그 중에서도 업데이트와 관련한 항목

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앱을 제공하고 앱 사용자의 의견 반

응과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의 사후관리는 앱 서

비스 내용 및 수준과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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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상위수준 앱 비교 ( 안전디딤돌 vs.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의 수준은 모두 6단계로 동일하지만, 다운로드 건수는 ‘안전디딤돌’

앱은 1,000,000-5,000,000건,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10,000-50,000

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같은 단계의 앱이지만 다운로드 건수에

서는 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구축과정을 기획

-실행-종료 단계로 나누어 방사형 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단계마다 차이

가 큰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획(plan)단계

설문조사 결과, ‘안전디딤돌’ 앱은 평균 4.04점,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

사’ 앱은 평균 3.51점으로 0.53점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안전디딤

돌’앱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단계의 두 앱의 자세한 변수에 대한

내용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기획단계에서 상위수준 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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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기 기획단계에서 ‘안전디딤돌’ 앱은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에 비해 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계획을 비

롯하여 콘텐츠 수요조사,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이해관계자 파악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여 앱 기획을 면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앱의 담당자 역시 공공앱 서비스에 대한 열의가 더 높았다.

하지만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을 만든 문화재청은 과거 공공앱을

제작했던 경험이 더 많았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 앱은 기존에 제공하던 앱을 바탕으로 정보와 기술

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여 명칭을 바꾸어 다시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기존에 제공되던 앱 역시 20번이 넘는 업데이트를 거치며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과거 공공앱 제작과 서비스가 바탕이 되어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앱은 문화재청의 특성과 기관의

고유 업무를 충분히 잘 반영하여 만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앱의 주된

기능이 문화재 해설 기능이기 때문에 법 규제의 제약도 거의 없었다.

앱의 이용률과 관련하여 두 앱을 살펴보면,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국민의 앱 제작 요청이 ‘안전디딤돌’ 앱에 비해 더 많았으나 실제 다

운로드 건수는 더 낮았다. 그 이유는 ‘안전디딤돌’ 앱의 주된 기능이 신고

이고 이러한 서비스는 문화재 해설기능에 비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접히 관련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건수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실행(do)단계

실행단계에서 ‘안전디딤돌’ 앱은 평균 4.35점,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평균 3.7점을 부여받아 0.65점의 차이를 보였다. 실행단계의 변수와

각 앱의 점수와 그 차이는 다음 <그림 17>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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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실행단계에서 상위수준 앱 비교

‘안전디딤돌’ 앱은 ‘부서 간 다툼’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앱 구축에 관한 교육’에 대한 응답에서는 ‘나만

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과 3점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안전디딤돌’ 앱은

실행 단계에서 충분한 교육을 바탕으로 공공앱 프로젝트 팀의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의 충분성’, ‘레거시 시스템 사용’, ‘팀 외부 관계자

와 원활한 소통’의 변수에서 ‘안전디딤돌’ 앱이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에 비해 1점씩 높았다. ‘안전디딤돌’ 앱은 많은 기관을 연계하여 만든

앱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정보를 모두 취합하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더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15개의 많은 재난 앱을 통합

하였기 때문에 레거시 시스템도 더 많이 사용하여 앱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팀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도 ‘안전디딤돌’ 앱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의 담당자와 인터뷰 결

과, 팀 외부 관계자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의 연계 업무가 있었지

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 이전 등의 이유로 그 당시 업무처리가 빨리 되

지 않았고 메일과 전화를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위 항목

에 3점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반면 ‘팀 내 원활한 소통’은 두 앱 모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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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부서 간 다툼’에서는 ‘안전디딤돌’ 앱이 3점,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이 2점을 받아 ‘안전디딤돌’ 앱이 공공앱 구축과정에서 부서간

협업이 더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안전디딤돌’ 앱은 ‘나만

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부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간 앱인 ‘김기사’ 앱과의 연계만 있었지만, ‘안전디딤돌’ 앱은 총 11개

기관과 연계되어 부처 간 정보공유 문제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고 응답했다.

그 밖에 ‘기관의 자율성’과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에서는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이 각각 1점, 0.5점씩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두 앱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종료(see)단계

기획-실행-종료의 구축과정에서 단계별 비교를 하는데 ‘안전디딤돌’

앱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의 가장 큰 차이가 보였던 부분은 종료

단계이다. 종료단계에서 ‘안전디딤돌’ 앱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각각 4.57점과 3점으로 1.57점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안전디딤돌’ 앱은

기획-실행-종료의 단계 중 변수의 평균이 종료단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파악되어 공공앱 구축과정 후 사후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료단계에 대한 두 앱의 비교는 <그림 18>에 자세

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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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종료단계에서 상위수준 앱 비교

두 앱 모두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

은 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체로 상위수준의 앱은 공급자가 정보나

기술적 관리 등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사용자 평점과

리뷰에 반응한 정보 업데이트’는 ‘안전디딤돌’ 앱은 5점을 받은 반면 ‘나만

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3점을 받았다. ‘안전디딤돌’ 앱은 마켓에서 앱

사용자가 부여한 평점과 리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상호소통으로 국민들의 요구사항 혹은 개선사항을 향후 앱의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반면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구축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였으나 구축 후에는 국민들의 요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과 기술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앱 이용률, 즉 다운로드 건수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

‘보안에 대한 피드백’에서 모두 1점을 받은 반면 ‘안전디딤돌 앱은 각각 4

점, 5점을 받아 위 변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4점의 가장 큰 점수 차이

를 보였던 ‘보안에 대한 피드백’은 앱 서비스 유형과 기능의 특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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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라고도 파악할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의 주요 기능은 신고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나만의 문화유산 해

설사’ 앱은 문화재 해설기능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도 비슷

한 이유로 ‘안전디딤돌’ 앱은 신고절차의 간편함과 편리성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한 기술이 중요한 항목이나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적을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해보면 앱의 고유 서비스 기능, 기관의 특성

을 고려하더라도 ‘안전디딤돌’ 앱이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에 비해

사후관리가 월등히 잘 되고 있었다. 서비스 시작 후 업데이트 횟수를 조

사한 결과 ‘안전디딤돌’ 앱은 2014년 4월 18일 앱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5

년 5월까지 18회,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2014년 12월 7일 앱 서

비스를 시작한 후 2015년 5월까지 업데이트가 4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를 통해 구축 후 지속적인 관리가 앱의 이용률에 영향을 줄 수

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절 분석결과

1. 비교사례분석 결과

기획-실행-종료 단계별로 정보시스템의 결정요의 세부 변수 중 상위

수준 앱과 하위수준에 점수의 차이가 큰 변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

(1) 기획(plan)단계

기획단계에서 각 결정요인 별로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의 점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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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plan)

단계

정보 및

자료

콘텐츠 수요조사(1)

프로젝트 크기의 적절성(1)

정보기술
기술의 복잡성(0.5),

기술의 호환가능성(0.5)

조직 및

관리

다양한 부서 참여(1.5)

앱 서비스 경험(1)

제도 및

환경
법 규제의 제약(1.5)

이가 컸던 변수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기획단계에서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앱 결정요인 변수

첫째, ‘정보 및 자료’ 요인에서는 앱의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유형

고려’, ‘전반적인 계획’,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의 변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기획단계에서 초기 공공앱 제작 목표와 계획은 모든 앱에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상위 수준 앱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변수

로는 추가적으로 ‘콘텐츠 수요조사’와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의 변수였

다. ‘콘텐츠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6단계 앱인 ‘나만의 문화유

산 해설사’ 앱의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3.0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하는데, 작년의 경우... 2014년도에 의견이 들어온 게 문화유산

탐방 같은 것을 할 때 ‘어디를 가면 좋을지...’, ‘어떻게 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설계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또 현장에 갔을 때 ‘혹시 문화재 관련된 신고를 하

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국민신문고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보

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 에 대한 의견이 당선되어 이 의

견들이 앱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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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상위 수준의 6단계 앱인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기획단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앱의 기술적

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기능을 연계

하여 문화재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였다. 이와 같이 구축과정

에서 사전 콘텐츠 수요조사는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앱에서 차이가 나타

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요를 반영한 기획단계에서의

차이는 다음 프로젝트 단계에도 영향을 주어 앱 수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정보기술’ 요인에서는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앱 사이에 큰 차이

를 발견하지 못했다. 6단계 앱과 2단계 앱 모두 기술의 복잡성은 각각 1.5

점, 2점으로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의 호환가능성도 6단계

앱이 5점, 2단계 앱이 4.5점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 기획단계의 ‘정보기술’

요인은 앱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에서는 ‘다양한 부서 참여’ 여부에서 상위수

준과 하위수준 앱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6단계 앱은 다부처 업무처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앱 기획 단계에서 역시 다양한 부서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많은 기관과 연계와 협업이 이루어졌던 ‘안전디딤돌’ 앱의 경우 이

항목에서 5점을 부여받았다. 반면 같은 6단계 앱인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

사’ 앱은 이 항목에서 2점으로 ‘그렇지 않다’를 얻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

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국민권익위원회와만 업무 연계가 있어서 다부처가 아닌 단일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

사’ 앱 또한 다른 기관과 업무의 연계가 있었고 민간업체인 ‘김기사’ 앱

개발사와도 내비게이션 기능과 관련하여 업무 연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되었다. ‘앱 서비스 경험’ 또한 앱 수준 간 차이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

데 이와 관련하여 ‘앱 서비스 경험’에 5점을 부여한 ‘나만의 문화유산 해

설사’ 담당자는 이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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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전에는 ‘문화와 문화유산’

앱으로 처음 시작했구요, 그때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를 모바일로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교육목적으로 최초로

시도를 한거죠. 처음에 시작한 후로 조금씩 명칭을 바꾸면서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처럼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에도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앱을 제공하

고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점차 더 발전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였

고 다른 6단계 앱인 ‘안전디딤돌’ 역시 기존 15개의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

합하여 만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단계 앱은 과

거 공공앱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앱에서 부족했던 부분

을 보완하거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수준을 높여간 것으로 파

악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및 환경’ 요인에서는 ‘법 규제의 제약’이 1.5점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하위수준의 앱에서는 3.5점 상위수준에서는 법·규제가 적

을수록 앱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는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의 변수가 차이가

가장 컸던 요인은 ‘조직 및 관리’이었고, 이는 앱 단계의 특성과 관련이

깊었다. 공공앱 제작과 관련하여 처음 부처 간 정보의 교류나 업무의 조

율이 중요했다. 또한 ‘조직 및 관리’ 요인에서 과거 공공앱 서비스 경험도

중요한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2) 실행(do)단계

실행단계에서 결정요인별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의 점수 차이가

컸던 변수는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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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do)

단계

정보 및

자료
자료의 충분성(0.5)

정보기술
레거시 시스템 사용(1.5),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1.25)

조직 및

관리

부서 간 다툼(1.5),

프로젝트팀의 전문성과 능력(1)

제도 및

환경
기관의 자율성(0.5)

<표 15> 실행단계에서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앱 결정요인 변수

먼저 ‘정보 및 자료’ 요인에서는 ‘자료의 충분성’에서 0.5점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6단계 앱과 2단계 앱은 각각 3.5점, 3점으로 큰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4점으로 자료가

충분하다는 응답을 얻었고,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알기 쉬운 수산용

어’, ‘매일매일 건강게임’ 앱은 모두 3점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정보기술’ 요인에서는 ‘레거시 시스템 사용’(1.5점),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1.25점) 변수에서 수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수준의

앱은 대부분 과거 공공앱 제작의 경험이 있어 레거시 시스템(기존 시스

템)을 사용하여 앱을 제작하여 추가적으로 부족한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

만 더 보완하면 되었다. 또한 ‘능력 있는 외주업체’ 선정도 6단계 앱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앱 조사 결과 단계는 2단계지

만 다운로드 건수가 월등히 높았던 경찰청의 ‘폴-안티스파이’ 앱의 사례에

서도 인터뷰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외주업체에 앱 개발

을 맡기지 않고 경찰청 내에서 직접 공공앱 개발팀을 만들어 앱을 개발하

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앱의 제작과 개발은 앱 수준

인 단계뿐만 아니라 제작 후 활용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에서는 ‘부서 간 다툼’과 ‘프로젝트팀의 전문

성과 능력’에서 1.5점과 1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기획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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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급했듯이 6단계 앱은 다부처 업무처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공

공앱 제작에서도 업무에 관해 기관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안전디딤돌’ 앱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전디딤돌 앱은 11개 기관 15개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

합․연계하여 하나의 앱만 다운받으면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 연계

하는 부분에 상호 협력이 수반되고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구축

의 목적성을 상호 동감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로 통합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기

관 간 상호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업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서로가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프로젝트 팀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술적인 지식이나 과거 경험을 묻는

설문항목에서 6단계 앱은 4.5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고 2단계 앱은

3.5점을 받아 프로젝트 팀의 능력 역시 공공앱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및 환경’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기관의 자

율성’ 이었는데 앱 수준 간 0.5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수준에서 4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결론으로 볼 때, 실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보기

술’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레거시 시스템’의 사용과 ‘능력 있는 외주

업체 선정은 공공앱 기술의 핵심으로 공공앱의 향후 수준과 서비스 내용,

앱의 사용의 용이성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단계

앱에서는 ‘조직 및 관리’의 다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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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see)

단계

정보 및

자료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2),

사용자 평점과 리뷰에 반응한 정보 업데이트(2)

정보기술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2)

조직 및

관리
구축과정에서 성과평가(1)

제도 및

환경
(측정항목 없음)

수 있다.

(3) 종료(see)단계

종료단계에서 앱 수준 간 결정요인 변수의 점수 차이가 가장 컸다. 구

체적인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종료단계에서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앱 결정요인 변수

첫째, ‘정보 및 자료’ 요인에서는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2점)’와 ‘사

용자 평점과 리뷰에 반응한 정보 업데이트(2점)’가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앱 사이에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실제 2단계 앱 개발자와의 인터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공공앱·웹 서비스 구축, 제작 프로젝트를 몇 번 참여해본

경험으로 조금 말씀해드리면, 솔직히 행정부에서는 선행사용

수요조사나 기능 등의 사전조사는 잘 하지 않고 하더군요. ‘이

렇게 이렇게 만들어 높으면 쓸 사람은 쓰겠지’ 와 함께 공무

원 개인의 실적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즉 수요는 담당행정관의 주관적인 예측수요(예측수요라고

하기에도 민망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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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실적 중심의 앱 서비스가 많으니 실적 등록 후 사

용자들의 리뷰나 정보업데이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개발사 측에서도 정보 업데이트 등에 관해 질문을 했지

만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등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앱·웹 서비스의 특징인 정보사용 방법이 전혀 고려 안 되

는 상태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며, 그 결과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나 다운로드, 사용률은 오르거나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입니다.”

반면 6단계 앱의 담당 공무원은 이와 상반된 내용을 전해주었다. 인터

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앱 다운로드 수준이 앱 품질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으

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 사용자가 마켓에서 주는 의

견과 만족도도 중요한 측정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운로드 건수, 정보의 현행화 여부, 사용자 만족도 측정

값 등이 앱 품질 수준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

다.”

이와 같이 수준이 높은 단계의 앱은 정보의 현행화와 더불어 마켓에서

주는 사용자 만족도나 의견도 향후 앱의 업데이트에 적극 고려하며 중요

한 요소로 보았다. 이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아닌 수요자

의 요구에 맞추어 상호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

다.

둘째, ‘정보기술’ 요인에서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백’에서 2점의

차이가 있었다. 상위 단계의 앱은 앱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면 빠른 시

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반해 하위 단계 앱은 대체로 서비스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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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앱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도 방치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조직 및 관리’ 요인에서는 ‘구축과정에서 성과측정’에서 6단계

앱이 3.5점, 2단계 앱이 2.5점으로 파악되었다. 앱 수준 간 0.5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수준에서 공공앱 구축과정에서 성과측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종료단계에서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변수 간 차이가 가장

컸다. 특히 ‘정보 및 자료’, ‘정보기술’ 요인에서 정보의 업데이트와 기술적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앱 제작 후에 어

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는

지의 여부는 공공앱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앱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공공앱 수준뿐만 아

니라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2. 순서로지스틱회귀분석 적용

지금까지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설문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

로 양적분석에서도 앱 수준 결정에 앱의 사후관리인 ‘업데이트 여부’가 중

요한 변수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실시하고자

한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Eom&Kim(2014)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

던 분석틀에 의거하여 ‘2013년도 정보화 예산’, ‘트윗수’, ‘업데이트연도’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0.565로 p값이

0.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0.05보다 훨씬 크게 나타

났으므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9) Eom and Kim(2014)의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결정요인 5

가지의 세부항목으로 앱 크기, 세출예산, 국내총생산, 트윗수, 앱 유형, 정보화 수준, 민

원만족도, 기관유형 등을 변수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공공앱 수준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결정요인을 밝혀냄.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 분석틀에 근거하

여 ‘트윗수’, ‘업데이트 시기’, ‘2013 정보화예산’ 변수만 추가해서 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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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모형 적합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피어슨 646.420 653 0.565

편차 466.143 653 1.000

또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R²은 Cox

and Snell, Nagelkerke, McFadden 값이 각각 0.199, 0.210, 0.075로 나타났

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Nagelkerke 값이 0.210으로 설명력이 21%

정도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Pseudo R2

Cox and Snell 0.199

Nagelkerke 0.210

McFadden 0.075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9>와 같이 나왔다. 종속변수

는 앱의 단계이고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기존 변수인 앱 크기, 세출

예산, 국내총생산과 새로 추가한 변수인 트윗수와 정보화 예산(2013)을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로는 공공앱의 유형, 정보화 수준, 민원만족도,

기관유형, 기능에 따른 기관유형 그리고 새로 추가된 변수인 업데이트

시기를 넣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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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한계치

2단계=2 -1.413 1.382 1.046

3단계=3 -1.036 1.379 0.564

4단계=4 0.004 1.376 0.000

5단계=5 1.100 1.378 0.637

위치

앱 크기 -0.005* 0.002 5.935

세출예산(2010) -4.916E-009
1.060E-00
8 0.215

국내총생산 -0.001 0.001 0.878

트윗수 7.995E-005** 3.090E-00
5

6.693

정보화 예산
(2013)

1.600E-006 3.309E-00
6

0.234

앱 유형 라이프스타일=1 0.136 0.258 0.279

여행 및 지역정보
=2

0.270 0.337 0.641

비즈니스=3 0.205 0.316 0.421

교육=4 0.514 0.341 2.270

건강 및 운동=5 0.287 0.366 0.616

기타=6 0 . .

정보화 수준
(2005)

등급 A=1 0.921* 0.470 3.833

등급 B=2 1.093** 0.425 6.619

등급 C=3 0 . .

민원만족도 우수=1 0.031 0.341 0.008

보통=2 0.221 0.241 0.840

미흡=3 0 . .

기관유형1 부=1 -0.425 0.444 0.920

처․청=2 -0.029 0.409 0.005

기타=3 0 . .

기관유형2 국가․관리=1 0.361 0.267 1.834

경제․산업=2 -0.184 0.272 0.456

사회․복지=3 0 . .

업데이트 시기 2010년=1 -1.765 0.918 3.692

2011년=2 -0.896 0.552 2.638

2012년=3 0.066 0.563 0.014

2013년=4 -0.989** 0.369 7.171

2014년=5 -0.531 0.329 2.598

2015년=6 0 . .

<표 19>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 *p<0.05, **p<0.01, ***p<0.001
- 연결함수: 보완 log-log 함수
- 정보화 예산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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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속형 변수 중에는 앱 크기와 트윗수가 공공앱 수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크기는 Eom and Kim(2014)의

연구에서도 유의미했던 변수로 앱의 크기가 클수록 앱 수준이 낮은 단계

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시 말해 앱의 단계가 낮을수록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많으므로 앱의 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트윗수 역시

공공앱 단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트윗수가

많을수록 공공앱이 높은 단계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4단계

앱의 특성 중 하나가 SNS 연계를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소통여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세출예산, 국내총생산은 공공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새로 추가한 변수인 2013년 정보화예산

또한 공공앱 단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범주형 변수로는 앱 유형, 정보화수준, 민원만족도, 기관유

형1(위계에 따른 기관 유형), 기관유형2(기능에 따른 기관 유형)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가로 넣은 변수인 업데이트 시기가 있었다. 이 중 유의미

한 변수는 정보화 수준과, 업데이트 시기였다. 정보화 수준이 A, B인 기

관에서 제공하는 앱은 높은 단계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Eom and

Kim(2014)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2015년에 새롭게

조사된 공공앱 수준으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새롭게 추가한 업데이트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부(-)의 방향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되었다. 마지막 업데이트가 2013년도에 이루어진 공

공앱의 경우 낮은 단계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 밖에 변수인 앱 유형,

민원만족도, 기관유형1, 기관유형2는 공공앱 수준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앱을 비교사례분석을 한 결과 공공 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공공앱 구축단계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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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Eom and Kim(2014)의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분석틀에 의거하여 새로운 변수인 ‘업데이트 시기’, ‘트윗수’,

‘2013년 정보화 예산’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사례연

구의 결과와 공통된 점을 발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의 앱에서 점수 차이가

큰 변수가 종료단계의 업데이트와 관련한 항목이었다. 따라서 순서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이러한 결과에 착안하여 최종업데이트 날짜를 참고

하여 연도를 ‘업데이트 시기’를 넣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분석에서

업데이트 시기는 부(-)의 방향으로 공공앱 수준에 유의미하였다. 이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2013년도에 이루어진 앱의 경우 낮은 단계에 속할 확

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공앱의 마지막 업데이트가

2013년도에 이루어진 경우는 조사 시점인 2015년 1월 말까지 약 1-2년

간 정보의 업데이트, 기술적 문제의 업데이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을 의미한다. 즉 앱을 제공한 후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지 않

은 것이 공공앱의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증

명되었고 공공앱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둘째, 새로 추가한 변수인 ‘트윗수’에서도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

과를 얻었다. ‘트윗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앱의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국민과의 쌍방향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상위수준 앱과 하위수준 앱과 차이를 보

였던 변수로 ‘콘텐츠 수요조사’와 ‘사용자 평점과 리뷰에 반응한 정보 업

데이트’ 변수가 있었다. 이것 역시 국민과의 쌍방향소통을 통해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상호 의사소통 여부는 공

공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석결과로는 ‘앱 크기’가 앱 단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의 크기가 클수록 공공앱은

더 낮은 단계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 이유는 앱의 크기가 클수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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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주요경제지

표’ 앱의 경우 앱의 크기가 586MB로 172개의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앱 중

가장 컸다. 조사결과 이 앱 역시 2단계 앱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데 그쳐 정보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앱 크기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새로 추가한 변수인 ‘2013년 정보

화 예산’은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예산

과 관련된 항목인 ‘예산은 충분하였는가?’ 라는 항목에 6단계 앱과 2단계

앱 모두 평균 3.5점을 받아 앱의 수준 간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보화 수준10)의 등급이

높을수록 공공 앱 수준도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본 연구의 사례연

구 결과에서도 과거 공공앱 제작 경험이 많은 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앱

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례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해석된

다.

제 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6단계 앱 설문지 2개와 2단계 앱 설문지 2개를 기획(plan)-실행(do)-

종료(see) 단계로 분석한 결과 4개의 앱의 단계별 평균은 각각 3.57점,

3.71점, 3.27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처음 기획단계에서 공공앱 구

축의 명확한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단계에서 정확하고 충분

한 자료를 가지고 능력 있는 외주업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담당자가 좋은

앱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마지막 종료단계에서 정보업데

10) 정보화 수준은 정보화평가위원회가 2005년에 실시한 정보화수준 평가 지표를 활용하

였고 정보화수준 평가는 크게 정보화기반역량, 지식정보자원역량, 혁신역량, 인적 역량,

서비스 역량으로 구성됨(Eom and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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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기술적 문제의 보완, 이용자들의 피드백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단계도 종료단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계

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단계에서 앱 수준 간 가장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다양한 부

서 참여’와 ‘법·규제의 제약’이었다. 6단계 앱과 2단계 앱의 단계를 구분하

는 가장 큰 변수는 다부처 업무처리 기능이다. 6단계 앱은 모바일에서도

원스톱, 논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6단계 앱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여 논의하지만 2단계 앱은 해당 기

관의 업무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할 필요가 없어 변수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법·규제의 제약’ 변수에서 6단계와 2단계 앱

은 각각 2점, 3.5점으로 두 단계에서 모두 큰 제약은 없던 것으로 보이나

6단계 앱은 규제의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워 더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구

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6단계 앱의 제작기관에서는 과

거 공공앱을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정보 추가, 새로운 기술 도입 등 피드

백을 통한 보완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실행단계에서는 ‘자료의 정확성’, ‘기술의 호환가능성’이 모든 단

계의 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실제 설문지를 통한 분석결과에서도

6단계의 앱의 정보 및 자료 요인의 평균 점수는 4.3점인 반면 2단계 앱은

3.4점으로 ‘정보 및 자료’ 자료가 앱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개의 앱 담당자 모두 공통적으로 ‘정보 및 자료’가 중

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료의 출처, 정합성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획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6단계 앱은 다부처 업무처리로

인해 부서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안전디딤돌’ 앱의 담당자는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공

앱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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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나 정보시스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

다. 즉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논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종료단계에서는 공공앱 서비스 제공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여부

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종료단계에서 6단계 앱은 평균 3.79점이었

지만 2단계 앱은 2.75점으로 다른 단계에 비해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

타났다. 2단계 앱의 개발업체와의 인터뷰에서 개발자는 공무원 실적 중심

의 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등록 후 사용자들의 리뷰를 통한 피드

백, 정보의 업데이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발자 측에서 문의를 해

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앱을 구축한 후

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공공앱의 수준과

이용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업데이트 시

기’가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실제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앱 구축과정에 중요하

게 고려된 사항들에 대해 공공앱의 담당 공무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인

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다.

첫째, 공공앱의 보안성,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이다. 최근 이러한 이

슈가 중요하게 언급되며 공공기관에서도 보안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를 공공앱 구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둘째, 정보 현행화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

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연계의 안정성, 부처 간

정보 교류 등의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보의 추가적 보완,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 시스템 확장성, 용량증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고 구축 후에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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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앱에 대한 홍보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앱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해 쓰지 못한다면 구축의 의미가 없다. 지하철, 전광판,

버스 광고판, TV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중

앙,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교육 등을

통해 앱 홍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앱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여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알려주는 홍보 전략도

필수적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무선(wireless)을 기반

으로 한 모바일 정부의 핵심 서비스인 공공앱에 대해 양적연구와 질적연

구를 모두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공공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서비스현황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 23일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

하는 공공앱을 전수조사하여 구축현황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서비

스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앱의 서비스 수준, 즉 단계를 파악하여 공공

앱의 서비스 수준과 기관별 공공앱 서비스 수준을 계량화하여 제시하였

다. 특히 Eom and Kim(2014)의 연구에서는 2012년 조사결과 중앙행정기

관 공공앱 수준이 1단계는 3.3%, 2단계는 62.7%로 앱이 대체로 낮은 수

준에 머물렀으나 본 연구에서 2015년을 조사한 결과 1단계는 0%, 2단계

는 44%로 낮은 단계에 속하는 앱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어 낮은

단계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단계를 강구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

해 본 연구를 통해 실시했던 공공앱 수준의 측정을 발판으로 앞으로 정

부의 앱 서비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수준의 앱 2개와 하위수준의 앱 2개를

선정하여 공공앱의 구축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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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과 다운로드 건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사례분석

을 실시한 것도 의미가 있는 연구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존

‘공공앱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양적분석에 추가할 새로운 변수를 찾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변수모델

을 확장할 수 있는 지평을 열 수 있었다. 단순히 사례연구에만 그치지 않

고 양적 연구로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3.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는 비교사례 연구에서 4개의 앱 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공공앱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다면 앱

수준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4개의 앱이 모두 기관과 서비스 유형이 달랐기 때문에 기관과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서

비스 목적으로 제공하지만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공공앱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한다면 다른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여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뷰 대상자가 공공앱 담당 공무원 1명 혹은 담당 개발자 1명

이었기 때문에 담당자의 편견이나 편의가 설문지 내용 및 인터뷰 내용에

반영될 수 있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앱 담당 공무원과

개발자 및 공공앱 구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를 추가로 인터뷰하면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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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앱 소속기관 직책

안전디딤돌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전산주사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알기쉬운 수산용어 ㈜씨앤닷컴 개발팀 과장

매일매일 건강게임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폴 안티스파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원

부 록

<부록 1> 설문 및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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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스마트폰앱 성숙도 수준 및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서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은 공공앱 구축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과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의 목적은 공공앱 구축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이나 다운로드 건 수 등이 높은 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공앱의 구축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파

악하여 향후 공공앱 제작에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기존 문헌연구 조

사 결과, 성공적인 공공앱 구축요인으로 정보 및 자료, 정보기술, 조직 및 관리, 법률

및 규제, 제도 및 환경의 5가지 요인이 정보시스템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설문항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내용과 같으며 담당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히 들어 좋은

연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2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교리

지도교수: 엄석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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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자료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국민들의 앱 제작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가?

공공 앱 구축에 앞서 정보를 어떻

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

인 계획을 있었는가?

앱을 제작하기 전에 콘텐츠에 대

한 수요조사가 있었는가?

공공앱 서비스유형(예: 라이프스타

일, 교육, 뉴스 및 잡지 등)에 대해

고려한 후 앱을 제작하였나?

공공앱의 서비스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앱 제작 후 서비스 내용

에 따라 유형을 정의하였나?

공공 앱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료

의 출처는 정확한가?

1. 귀하가 앱을 제작할 당시 담당하신 업무가 무엇입니까?
(                                        )

2. 그 업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                                         )

3. 앱이 제공된 후 총 몇 번의 업데이트가 이루어 졌습니까?
(       회 )

4-1. 앱 구축과정의 정부 및 자료 요인 설문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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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되

는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사용자의 평점과 리뷰에 반응하여

정보를 수정하고 업데이트 하는

가?

정보기

술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공공앱 구축에 사용되는 기술이

복잡한가?

공공앱 구축에 사용하는 기술이

다른 기기와도 호환 가능한가?

레거시시스템(기존시스템)을 사용

하였나?

공공앱 구축에 외주업체를 선정

하였다면 선정과정에서 과거 앱

을 만든 경험을 고려했는가?

외주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나?

공공앱 기술적 문제에 대한 피드

백을 받았다면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했는가?

공공앱 사용이 용이하다는 피드

백을 받았는가?

기술의 유용성(LBS, 증강현실, 업

4-2. 앱 구축과정의 정보기술 요인 설문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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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

나?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면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

하였는가?

공공앱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대

한 피드백을 받았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피드

백을 받았다면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했는가?

조직 및

관리

전 혀

그 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공공앱 프로젝트가 팀 수준에서 담

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였나?

제작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

나?

프로젝트 목표가 확실하였나?

프로젝트 목표가 현실적인가?

예산은 충분히 하였나?

앱 구축과정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

하였나?

다양한 부서가 참여했다면 부서 간

다툼이 있었나?

4-3. 앱 구축과정의 조직 및 관리 요인 설문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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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담당자가 공공앱 구축에 대

한 열의가 있었나?

담당자가 기술적 지식이 있었나?

담당부서의 리더의 조직 통솔 능력

이 있었나?

조직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관한 이

해가 높았나?

조직 구성원이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었나?

팀 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었나?

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

사소통이 있었나?

앱 구축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목표

달성 또는 성과측정을 하였나?

제도 및

환경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공공앱 구축과정에 있어 법 또는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었나?

공공앱이 기관(예: 행정자치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특성 및

행정서비스 내용을 반영하였나?

귀하 기관의 공공앱 서비스 경험

이 풍부한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귀하의 기

4-4. 앱 구축과정의 제도 및 환경 요인 설문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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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자율성은 충분 확보되었는

가?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부

감이 있었는가?

공공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

부 후원 및 관심이 있었나?

입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

해주었나?

※ 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                                                               )

※ 담당자님께서 업무진행과정에 있어 위 다섯 가지 (정보 및 자료, 정보기술, 조직 
및 관리, 법률 및 규제, 제도 및 환경) 중 공공앱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                                                               )

※ 설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 중, 실제 공공앱 구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
었던 점은 더 있으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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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Smart Phone App Maturity and

Exploring the Determinants

o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eo, Kyo R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obile-government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of

government.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m-government service, especially public smart

phone app, the author conduct research into all public smart phone

apps provided by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measure the

maturity of public apps based on the public application development

stage model. In addition, to find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public

application maturity, the author conduct a comparative case study.

This study compare high level apps and low level app by doing a

structured interview intended for public officials and developer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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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in charge of public app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re providing 172 public app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has the most public apps. The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State Prime

Minister chamber followed. In additio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rovide public apps with various types of services. The most common

type of service is ‘lifestyle’ that provides the everyday life-oriented

services. Through the download count and user’s reviews, a fair

proportion of people use public apps and respond positively. Also,

maturity of public apps is quite high stage. The public apps of forth

stage which provid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providers and

consumers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entire public apps.

To conduct comparative case study, the author classify public

app implementation progress into three step(plan-do-see) for

syst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research,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factor for public app maturity level is follow-up service on

see-step such as periodic update of information, feedback by updating,

feedback to the technical problem. The high level app has updated

regularly and well maintained. However, the low level app hardly

updated even malfunctioned. Also, update period was significant

variable on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supports and verify

the comparative study’s result.

This study broadens the understanding of public app service

which is the core service of m-government. In addition, through the

comparative case study, new determinants of public app maturity level

which could not be found in a quantitative study was found.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public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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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vides guideline of future public apps policies and services.

Keyword: mobile government, public app, maturity level of public app,

determinant of public app maturity. information System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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