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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역사뒤에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01

불과 60여년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로,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세계언론은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불가능한 나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강의 기적’을 일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며, 지구촌 국가중엔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우수상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치르며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서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역사뒤에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가 어려
울 때 앞장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왔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누구보다도 적극
적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무원

중앙부처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탁상행정, 철밥통, 복지부동인 것처럼 무사안일이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것처럼 인식되

법제처 I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 민원 처리제도
합리화 방안

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과 눈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06

지자체

인사혁신처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금년 1월에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한 공무원헌장에 ‘창의성과

경기도 I 행복을 공유합니다

10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징계관련 법령 및 행
정규칙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하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

공공기관

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적

한국소비자원 I 당신들의 전화위복

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16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은 금번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27건의 우수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또한 국민들이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있음
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우수사례집을 배포하여 정부부
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에 참여해주신 각 기관 담당자와 물심양
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 12.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정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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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I 법제처

않는 신고’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신고가 본래적 의미의 신고에 해당한다. 즉, 행정청에 신고서와 첨부서
류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우수상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 민원 처리제도 합리화 방안

반면에 행정청에서 신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검토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신고를 ‘수리를 요
하는 신고’라고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해서 수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통령 표창)

I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비교 I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례 1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 발생
•법령에서 신고의 요건으로 형식적 요건(신고서, 첨부서류)뿐만 아니
라 실질적 요건(인적기준, 물적기준 등)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 실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없고 통지만으로 효력 발생
•법령에서 신고의 요건으로 형식적 요건만을 규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해 허가나 등록과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A씨는 마음에 꼭 드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축신고를 했는데요.

생긴 새로운 유형의 신고다. 다만, 허가에 비해서 요건이나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어 ‘완화된

어떻게 된 건지 한 달이 지나도록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

허가제’로 불리기도 한다.

습니다. 시청에 문의하자 그제야 수리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례 2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어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영업장
소로 기재된 건물이 주택이라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신고를 수리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법령의 문안만으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구분하
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운영하거나, 법령에서 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늑장처리, 접수거부와 같이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두 가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
다. 법제처는 신고제를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

사례 3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 C씨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불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하면서 신고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아 쇼핑몰 창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다. 현행 법령에는 약 1,300개의 신고규정이 있는데, 모든 신고규정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
지 않는 신고인지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리거나 처리기간을 연장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한다. 즉, 건축신고의 처리기간인 5일이 지나도록 행정청에서

신고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건축신고가 수리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앞

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법령에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전입신고와 같이 신고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는 신

의 사례에서 A씨는 30일이 지나도록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

고도 있고, 건축신고, 옥외광고물신고, 산지전용신고 등과 같이 일정한 처리기간 동안 행정청에서 신고의 요

었지만, 앞으로는 5일이 지나도록 신고수리 여부 알려주지 않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

건을 검토해 처리하는 신고도 있다.

된 것으로 보고 바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그런데 법령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일선 행정
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처리되는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0 6 ㅣ 2016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거나 처리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에 대한 예측가능
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우수상 (대통령 표창)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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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건축법」의 건축신고 규정 개선방안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통신판매업 신고 규정 개선방안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재 법제처는 영업신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고제도 300여 개(157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우선적으로
또한, B씨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았지만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신고규정도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인지 판단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신고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우선 정비 추진현황 I
수리가 필요한 신고 (141개)
합계
예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 간주규정

수리필요 명시

접수 의무규정

139개

2개

16개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정 개선방안
157개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 15개 부처 소관 31개 법률 141개(총 157개 규정) 일괄정비 추진

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신고의 유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신고 법령을 개선하면 국민들 누구나 신고를 하고 수리를 기다려
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사라질 것이고,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발생했던 늑장처
리, 접수거부와 같은 비정상적 업무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록 등의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극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하
는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서류(구매안전)만 적법하게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수리를 요하지 않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부당한 업무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유도
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합리적
개선

는 신고이다. 그런데 C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행정청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소극
적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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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경제 대두

지자체 I 경기도

기존 사고방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등의 부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최근

최우수상
(대통령 표창)

행복을 공유합니다

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로 커져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행복카셰어(공용차량 무상공유)를 통한
도민행복가치 실현 및 따뜻한 사회 구현

공유”로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개념이다. 경기도는 공유경제를 행정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공유경제’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신 “소유가 아닌
서비스와 접목시켜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 자원인 공용차량을 도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행복카셰어 사
업을 시행하였다.

❸ 공공자산을 관청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관행적 사고 타파
공용차량은 경기도가 소유한 공공자산으로써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반인
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공용차량은 공무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과정이 필요하였
다. 경기도는 도 공공자산은 도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라는, 일반적으
로 간과하기 쉬운 행정의 기본 철학에 기반하여 관행적 사고를 타파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의 개선 과정
을 통하여 행복카셰어 사업을 실현하였다.

1. 추진배경 :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 사회문제 해결 노력
2. 추진내용 : 도민 행복가치 실현 및 공유경제 정책 실현

❶ 복지에 대한 수요 대비 행정을 통한 공급의 불일치 심화 우려
우리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요구에 맞는 각종 복지 혜택 마련 및 복지 예산 증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발전
을 위한 투자와 복지 예산 확대의 균형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예산 투입 중

❶ 도민 행복가치 실현 및 사회 격차 해소
“도민 행복가치 실현”은 경기도 도정목표 중의 하나이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를 통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
지만 자기 차량을 소유하기 힘든 도민들에게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공유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편리

심의 행정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점차 심화될 수 있다.

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고향방문이나 가족여행을 못하고 있던 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여가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을 추가로 지원하여 문화갈증을 해소시킴으로써
경기도 복지예산

단위 : 조

복지예산
전체예산

12.9

12.5

15.6

14.8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행복카셰어는 법률 및 조례상 생활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그 이용대상
으로 함으로써 차를 소유하지 못해 느꼈던 사회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❷ 공유경제 정책의 실현
3.5

4.5

5

5.1

행정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사용을 수반하므로 점차 증대되는 도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예산의 증액 역시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예산 투입 없이 도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위한 다양한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비예산 또는 저예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행복카셰어는 기존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유경제 정책의 실
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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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이용대상

3. 추진내용 :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들과 공유하여 이용

행복카셰어는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활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
체적인 대상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❶ 사업 개요
행복카셰어는 경기도가 소유한 공용차량을 도민들과 공유하여 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
기도의 공용차량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아 공유가 가능한 105대의 차량을 생활 지원 대상 도민들
과 무상으로 공유한다. 사업 근거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2016년 7월 19일에 제정하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였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❷ 이용기간 및 절차
행복카셰어는 공용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매 주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첫날 08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이다. 이용 신
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이용일(휴일 첫날)로부터 3주 전 ~ 4
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이용신청이 마감되면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및 각 시·군 복지과 협조를
통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한다. 이용일 4일 전 신청마감 직후 가용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예비 승

❹ 지원규모

인 통보를 하며, 이용일 2일 전 자격 확인이 종료되면 확정 승인 통보를 하게 된다. 확정 승인 통보를 받은 신

행복카셰어에는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12인승 이하 공용차량 105대가 투입된다. 경기도 본청 60대,

청자는 이용일 08시 ~ 12시에 본인이 신청한 기관으로 가서 차량을 인수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한 후 이용

북부청 15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30대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행복카셰어 기관별 차량 분포 현황

마지막 날 18시까지 차량을 반납하게 된다. 차량 이용료는 무료이며 그 외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등 기타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류는 만충 상태로 인수하고
만충 상태로 반납함으로써 정확한 유류비 부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차량 이용자는 「경기도 공용차

연번

기관명

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동 조례 제
10조의 이용 패널티(일정 기간 이용자격 정지 등)를 부여받게 된다.

ㅣ 행복카셰어 이용절차 ㅣ
01

02

03

신청

자격 확인

선정 및 통보

경기넷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및 각
시군 복지과 협조를 통한 자격확인

이용자 선정 및 통보

05

04

12

ㅣ

총계

승합

승용

총계

24

81

105

5

55

60

의정부시

4

11

15

농업기술원

화성시

2

2

4

소득자원연구소

연천군

1

0

1

5

버섯연구소

광주시

0

1

1

6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고양시

1

1

2

7

인재개발원

수원시

0

3

3

8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시

3

0

3

9

기술학교

화성시

1

2

3

10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양주시

0

1

1

11

산림환경연구소

가평군

1

1

2

광주시

2

0

2

경기도청

2

경기도 북부청사

3
4

차량 출고

12

수자원본부

차량 반납
(신분확인 → 차량 상태 및 특이사항 확인 → 입고)

차량출고(신분 확인 → 주의사항 설명 및 확약서 작성
→ 차량상태 확인 → 출고)

13

건설본부

14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15

여성비전센터

16

북부여성비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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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현황

수원시

1

이용 후 반납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신청 접수 : 이용일 3주 전 ~ 4일 전
※ 자격확인 후 이용 승인 통보 : 이용일 4일 전 예비승인 → 2일 전 확정 통보
※ 이용 및 반납 :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상태 상호확인 철저

소재지

수원시

3

0

3

의정부시

0

1

1

수원시

1

2

3

의정부시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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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문화·관광지 무료 이용권

하였다. 생소한 사업이어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가족 전원 100% 만족을 표시하

경기도는 행복카셰어를 통하여 차량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관광지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행

였으며, 그 중 18가족은 주말·공휴일 확대 시 이용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복카셰어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원 대상 도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내 12개 시설과 협약을 통하여 무료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 기관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지
 원기관 및 업체명 : 한국민속촌, 양평세미원,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시설(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전곡선사박

❸ 2016년 5월 본 사업 개시
이후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청과 북부청 차량을 늘리고,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을 추가하

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남한산성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 광명동굴, 의왕레일바이크

여 총 105대의 차량을 지원하였다.
5월 5일~10일 연휴 64가족의 이용을 시작으로 매 주말 및 공휴일마다 차량 공유를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관광지와의 협약을 통하여 무료 이용권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4. 추진과정 :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❹ 2016년 7월 19일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 제정 전 행복카셰어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용대상

❶ 2015년 12월 경기도 영 아이디어 오디션
경기도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키
는 ‘영 아이디어 오디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행복카셰어는 평소 주말에 운행
되지 않는 공용차량의 활용방법을 고민하던 경기도청 공무원이 위 오디션에 제

을 확대하고 이용절차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7월 19일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로 기존 이용대상에 한부모·다문화·다자녀·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추가되었다.

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활용된 사례이다.

❺ 2016년 9월 추석연휴 시범사업 시행
경기도는 향후 본 사업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전에 추석연휴를 맞
아 가능한 시·군과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부천시·오산시·시흥시가 함께 참여하였다.
참여한 3개 시 외에도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시·군도 있어, 2017년 5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❷ 2016년 2월 설 연휴 시범사업 실시
영 아이디어 오디션에 선정된 행복카셰어 사업은 우선 설 연휴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책 발전 가능성을 가

행복카셰어를 진행한다는 계획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늠하였다. 경기도 본청과 북부청 차량 60대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21가족이 이를 이용
행복카셰어 차량
•사업 만족도

차키 전달

차량 인계

•주말·공휴일 확대시행 이용의사

25

20
18
16

20

매우만족

15

만족
보통

10

불만
매우불만

5

14

있다

12

없다

10

기타

8
6
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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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업무의 복잡성 및 차량·행정관리 업무 가중

5.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행복카셰어의 업무는 하나의 부서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차량
을 지원하게 되므로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민 서비스를 수행할 공무원이 필요했다. 전자의 문제 해결

❶ 원거리 차량 수령 문제

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행복카셰어 사업 추진 TF팀을 결성하였으며 추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주된 업

현재 행복카셰어는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만 투입하고 있으므로,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차량 분포가
불균형한 실정이다. 최초 시범사업에서는 수원과 의정부에서만 차량을 수령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점이 문
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5월 본 사업 시행에서는 차량 수를 늘리고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가용 차량
을 추가 투입하여 총 8개 시·군 16개 기관에서 차량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무 처리 부서인 차량지원팀에 배치하였다. 주말 업무 수행의 경우 지원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당직자 교
육을 통하여 당직자가 차량 입출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본청과 북부청은 차량 지원 규
모가 크므로 추가적인 행정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행정업무 부
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수령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가 많으므로 2017년 경기도 시·군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
여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❷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사고처리문제
사업 시작 시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현재까지 총 7건의

6. 주요성과 및 향후전망 : 적극행정을 통한 도민 신뢰도 상승 및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인명피해 없는 경미한 사고였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이용일로부터 2년 내 11대 중과실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이용을 제외하고 차량

❶ 이용자 현황
2016년 5월 본 사업 개시 후 10월까지 6개월 간 총 813가족 3,630명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하였다. 월평균

인계 시마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 결과이다.
또한 차량 고장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정기 차량 점검 및 주말 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보험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였다.

124가족 560명 규모이며, 2월 시범사업 대비 9월 추석연휴에는 약 5배 이상 이용자가 증가하여 이용 만족도
및 사업의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다.

행복카세어 이용자격별 통계

ㅣ 행복카셰어 TF팀 운영체계 ㅣ

명절이용자 증가 비교

0%
3%

신청사건립추진단
▶ 추진계획수립
▶ 이벤트계획수립

9%

114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회계과

서비스위원회

▶ 차량지원 및 사업운영
▶ 조례제정

행정1부지사(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소통기획관
정보화기획관
건설본부장

무한돌봄복지과

총괄
차량지원팀장

▶ 지원대상자 선정

정보화기획관
▶ 통합시스템구축
▶ 서버 운영관리

홍보미디어담당관
▶ 사업홍보
    (G버스뉴스, 언론 등)

22%

58%

다문화가족

22

다자녀가정
북한 이탈주민가정
2016년 2월 설연휴

2016년 9월 추석연휴

❷ 적극행정을 통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 발굴 및 도민 신뢰도 상승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직접 대면함으
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다. 또한 도민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도민의 필요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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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2017년 내 경기도 전역 시행 추진

공공기관 I 한국소비자원

앞에서 언급했던 장애요인의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도내 각 시·군의 조례제정 및 사업 준비를 적극

당신들의 전화위복

원조하여 2017년 내 경기도 전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말부터 시·군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조례 제정을 독려하며, 2017년 1월 ~ 4월에는 행복카셰어 운
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와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17년 5월에 시·군
참여 행복카셰어를 시작하고 점차 참여 시·군과 이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TE 무한 요금제 부당 광고 시정

최우수상
(대통령 표창)

❹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
현재 경기도 내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행복카셰어를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명절이나 연휴에는 인근 시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본 사업은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차량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생활 지원 대상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추진배경

원하고 있어 행복카셰어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현황
유선문의 및 자료제공

대구광역시(7월)

직접방문

문경시(8월)

제주도(6월, 9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가 사는 정보 사회는
서대문구(9월)

인천광역시(10월)

‘모든 길은 전화로(電話路)’ 통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016년 10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5,485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4,612만여 명으로 가입자의 84%를 차지한다.지하철 승

전라북도(10월)

객 중 십중팔구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거나 영상을 즐긴다. 카페에서도, 친구와 대화 중에도 스마
트폰으로 세상을 만나는 호모 모빌리언스가 많아지고 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불과 함께 스마트폰을 챙

❺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발굴 노력

기는 시대다.

행복카셰어는 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유경제를 적용하여 예산 투입 없이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 6,200원으로 소비

서비스를 발굴한 결과이다.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이른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
이와 같이 경기도는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행정과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으로 실천해내

된 이후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해 4월 3.5GB에서 올해 3월 기준 4.6GB로 약 32% 늘었다.

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거듭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
굴해 나갈 것이다.
ㅣ 연도별 월평균 가계 통신비 현황 ㅣ

행복카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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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LTE(Long Term Evolution) 서비스1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음성 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인터

수 있는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급증했다. 이동통신사는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와 음성통

넷 통화는 별도 제공량 50분 ~ 300분으로 제한되었다. 영

화를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광고하나 실제로 초과 요금 부담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상 통화나 15**, 050*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는 통화

났다.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시

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TE 무한 요금제 제한사항 인지 여부

작한 것이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LTE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119만 1,000명으로 5.3%에 불과했으나 한국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57.3%

42.7%

소비자원이 스마트폰 LTE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즈음인 2014년 5월에는 3,189만 6,000명으로
82.4%를 차지해 영상시대가 대세로 자리잡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 가입자는 2,257만 8,000명에
서 3,868만 2,000명으로 71% 늘었다.

I 이동통신 3사 LTE 사용자 비율 I

이름만 무한 요금제?

구분

2011.12월

2012.12월

2013.12월

2014.5월

LTE(A)

1,191,334명

15,811,360명

28,449,437명

31,896,245명

스마트폰(B)

22,578,408명

32,727,249명

37,516,572명

38,682,464명

① 일일 데이터 제공량 1~2GB로 제한

① 휴대전화 통화만 무한이거나

비율(A/B)

5.3%

48.3%

75.8%

82.4%

② 제공량 소진 후 데이터 속도 느려져

② 영상통화, 15**, 050*등 전국대표번호는 통화량 제한

추진 내용 및 과정

•데이터가 무한?

•음성통화가 무한?

장애 요인 및 극복 방법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이동통신 3사 181개, 알뜰폰 3사 42개)를 분석하고, 소비자(1,054
명)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요금은 일반 요금제 114개, 무한 요금제 109개 전부와 요금제 구간별 특성 및 통신
사 간 비교, 정보제공 실태(맞춤형 요금제, 데이터 안심 옵션 서비스 등)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대상 소비자 중 LTE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응답자(428명)의 57.3%는 부가통화, 데이터 제공량
등 무한 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했으며, 무한 요금제 사용자의 4명 중 1명꼴(24%)은 이러한 조건을

이동통신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통신 사업자
는 요금제 명칭과 조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승인 받은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
고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와 사업

ㅣ 이동통신 사업자 간담회 ㅣ

자의 허위·과대 광고 행태를 보고 물러설 수가 없었다.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 요금을 냈다고 답변했다. 당시 이동통신사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되던 LTE 무한 요금제

우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LTE 무한 요금제가 명칭

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 ~ 2GB로 제한되

과 달리 제한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 이 마저도 소진된 뒤에는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정보포털 ‘스마트컨슈머’, 소비자문제 정보지
‘소비자시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을 시행했다.

1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보급 증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양을 통화 끊김 현상이나 무선 인터넷 접속 불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킨 4세대 통신 규격을 말한다.

2 0 ㅣ 2016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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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주요 언론보도내용 ㅣ

NEWS

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허위·과대 광고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정 감
사 때 이상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LTE 실태조사가 시의 적절하다고 힘을 실어주었으며, 김기준 의원은
●●●

무제한 표기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밀조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이 조사결과와 세부조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성과 및 기대 효과
가장 중요한 성과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약 3,200
만 명의 소비자에게 총 2,700억 원 상당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의결3 제도를 최초 적용하여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I 이동통신 3사 과장 광고 및 보상 내역 I
과장 광고 내용

보상 방법

보상 대상(금액)

무제한 데이터

LTE 데이터 제공(1~2GB)

736만 명(1,309억 원)

음성·문자 무제한

추가 부과 요금 전액 환불

미확인(8억 원)

음성 무제한

부가 및 영상  통화 서비스 추가 제공(30 ~ 60분)

2,508만 명(1,362억 원)

피해 소비자의 보상과는 별도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요금제 명칭이 개선되고 표시와 광고가 개선된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이동통신 사업자 LTE 무한 요금제 부당 광고 시정 결정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로 시작되어 공정거래
위원회 등 유관 기관 간 협업으로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을 증대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업을 통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

Commission, FTC) 등 해외 유사 사례를 수집해 입증 자료를 축적했다. 오리발을 내미는 사업자로부터 소비

는 시정 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로 소비자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과

자 권익을 찾기 위해 정보의 바다에서 밤을 새운 직원들의 노력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보도자료2에서 유

장광고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

사사례를 찾는 성과를 올렸다. 유사사례를 찾았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공정거

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여 피해보상 제공 사실과 제공량, 사용기간 등을 안내했다.

2 AT&T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는 거짓말(FTC Says AT&T Has Millions of Consumers with 'Unlimited' Data Promises, 2014.10.28)

3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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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I 경찰청

02
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상습 정체교차로 차량소통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운영

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중앙부처
경찰청ㅣ상습 정체교차로 차량소통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운영
관세청ㅣ8억 원으로 5,000만 국민을 감동시키다!
농촌진흥청ㅣ농식품 수출 ‘현장형 협업’으로 해결한다
지자체
전라북도ㅣ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국 최초 지원으로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다
강원도 속초시ㅣ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서울특별시ㅣ재개발·재건축 분쟁·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
건설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공공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ㅣ민·관·공 협업행정을 통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
국민건강보험공단ㅣ치매노인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질 강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ㅣ보이는 ARS

Ⅰ. 추진배경

25
29
34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어지는 교차로의 경우, 이동 위주의 도로인 간선도로(주도로)는 지·정체가 상습적으
로 이루어지나 주도로와 교차되는 보조간선 이하 도로(부도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특성을 가진다. 이러
한 교차로는 주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신호시간에 맞춰 부도로 차량신호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제공됨으로
써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의 상습정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처럼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통신
호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로확장 등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물리적 해결책 외에 기존도로

38

를 활용하는 신규 신호체계를 연구·도입하게 되었다.

41
47

2. 추진내용 및 과정
51
56
61

기존신호체계는 부도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차량과 보행자신호가 맞물려 운영된다. 이와 달리 신규
신호체계인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는 차량과 보행자 신호시간을 분리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신호 운영이 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된 신호체계다.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는 차량과 보행자 신호를 분리하여 차량 신호시간은 차량대수 만큼 제공한 후 보행자
신호보다 먼저 종료되고, 반대편 보행자 신호시간을 등화시켜 보행신호를 중첩운영 한다. 즉, 보행신호시간
이 30초라면 차량신호시간은 차량대수 만큼 20초로 감소시키고, 반대 방향도 역시 이와 같이 조정한
후 보행시간 10초를 중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보행자 신호시간을 중첩하여 확보한 여유시간은
차량 정체방향 및 보행자 신호시간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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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대상교차로 I

I 보행자 중첩신호 운영안도 I
보행신호 차량신호 보행신호

보행신호 차량신호 보행신호

보행신호 차량신호 보행신호
ⓐ (20초)

ⓐ (20초)
ⓑ (30초) ⓐ (20초)

ⓑ (30초)

ⓓ (20초) ⓒ (30초)

ⓑ (30초)

ⓓ (20초) ⓒ (30초)

중첩
(10초)

ⓒ (30초)
ⓓ (20초)
중첩시간(10초)

ⓑ 보행신호


-주
 도로 폭이 넓어 충분한 보행신호시간(ⓑ) 부여 필요

- 주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부도로는 교통량이 적어 편차가 심한 교차로

- 함께 운영되는 부도로 교통량 적어 차량신호(ⓐ) 단축 가능

ⓐ 차량신호

* 주도로 소통시간으로 활용

개념안도를 보면 ⓐ차량신호와 ⓑ보행신호는 동시에 시작되어 운영하다 차량대수 만큼 제공한 후 ⓐ차량
신호가 먼저 종료되고 ⓒ보행신호가 시작, ⓑ·ⓒ 양방향 보행신호가 중첩 운영된다.
ⓑ보행신호 종료와 함께 ⓓ차량신호가 시작되고, ⓒ·ⓓ신호가 동시에 종료되며, 중첩으로 발생하는 여유

3.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시간은 주도로 통행 및 보행시간에 활용된다.

기존 신호체계와 다른 신호체계 도입에 따른 담당자 부담 해소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자료제공·설명 등으
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본 신호체계의 신규 적용 시 신호운영 담당자, 교통정보
개념안도

보행자 중첩신호 운영원리

센터, 경찰서 등 시설담당자와 대상지를 직접 견학 및 설명함으로써 교차로 정체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 신호체계가 모든 교차로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의 적용 조건을 설명하며,

ⓓ 차량신호

ⓑ 보행신호

(1) ⓐ,ⓑ 신호 동시 시작 → 교통량이 작아 짧은 ⓐ신호 먼저 종료

필요 시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신호체계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2) ⓒ보행신호 시작, ⓑ·ⓒ 양방향 보행신호 중첩 운영
(3) ⓑ보행신호 종료와 함께 ⓓ차량신호 시작
(4) ⓒ·ⓓ 신호 동시 종료

ⓒ 보행신호

ⓐ 차량신호

(5) 중첩으로 발생하는 여유시간, 주도로 통행 및 보행시간에 활용

4. 주요성과
신규 개발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의 효과분석을 위해 상습정체 교차로 중 주도로와 부도로의 교통
량 편차가 높고 비효율적인 신호체계로 국민 불편이 심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대동우물사거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가 적용 가능한 교차로는 주도로와 부도로 교통량 편차가 심한 교차로, 주도로
폭이 넓어 충분한 보행신호시간이 필요한 교차로, 부도로 교통량이 적어 차량신호 단축이 가능한 교차로
등이다.

리, 파장천사거리 등 2개소를 선정하였다. 약 10일간의 현장조사(’16. 5. 16. ~ 5. 26.) 후 2개 교차로
에 대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적용 결과(’16. 5. 27.) 통행속도가 15% 이상 증가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2개소 최대 연간 약 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동우물사거리 통행속도: 35km/h→40km/h(15.6%↑)
- 파장천사거리 통행속도: 25km/h→30km/h(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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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경수대로, 1번국도)

개선 전(km/h)

개선 후(km/h)

속도 증감(km/h)

경제적 효과

대동우물사거리

35.1

40.6

5.5↑

3.4억원/年

파장천사거리

25.8

30.4

4.6↑

16.7억원/年

신호개선 前

중앙부처 I 관세청

8억 원으로 5,000만 국민을
감동시키다!

신호개선 後

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대동우물

해외직구 환급대상 확대로 국민만족도 제고

사거리

파장천
사거리

Ⅰ. 추진배경
최근 젊은 층의 능동적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新유통 형태인 해외 인터

ㅣ 해외직구 수입 추이 ㅣ

넷 구매(해외직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2011년 572만 건에서

5. 홍보상황

2015년에는 1,584만 건으로 증가하는 등 연간 약 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

국민들이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의 내용, 취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자원 봉사단체) 및 SNS·BAND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단계부터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하였다. 또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운영 및 효과에 대해 연합뉴스 등 언론에 8회 보
도된 바 있으며,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가 운영 중인 교차로는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 방지 및

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와 맞물려 불만사항도 함께 증가하고 있

+277%⇡

는데, 대표적인 불만 유형으로는 배송지연, 취소·환불 거부, 제품불량 및

572
(만건)

AS불만 등이 있으며, 관세청과 관련해서는 색상·사이즈 등에 의한 단순변

11년

1,584
(만건)

15년

심 반품 시 관세환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직구물품을 일반 수입화물처럼 환급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환급을 불허함으로써 낡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규정, 고지식한 세관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 환급 여부에 대해 민원인과의 마찰도 빈번하였습니다.
※ 계약상이 환급요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14. 4. 28., “말도 안되는 관세환급 거부”)

내가 관세를 내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그만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건을 돌려보냈을 때에는 제가 세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건을 소유
하는 입장에서 관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제가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다시 해외에 내보내는 상황에서
왜 관세환급을 못 받는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시비가 계속되면서 관세청 내부에서는 그동안 관세환급 규정이 기업 간 무역거래에 맞춰 운영된 측면이 강
SNS 홍보

2 8 ㅣ 2016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클럽 홍보

언론보도

플래카드

해 개인의 해외직구 반품 증가에 따른 관세환급 규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ㅣ   

29

그러나, 관세청장 지침으로 환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였고, 이에 법적인 불안
정성을 극복하고자 관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l 관세환급 불가 사례 l

화면

실물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설명 및 개정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하여 ’16.1.1.자로 관세법을 개정·시행하게 되었습
니다.(관세법 제106조의2)

< 관세법 개인환급 규정 >



※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대로 배송되었으나, 화면상 색상과 실물 색상 차이에 따른 불만으로 반품 ⇨ 관세법상 계약상이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
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급 불가

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2. 추진내용 및 과정

[본조신설 2015.12.15.]

〔인식 전환하기〕 해외직구 물품 환급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개인에게 별도의 환급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내부 인식

새로운 시각 갖추기

•단순변심까지 환급해주라고 만들어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급규정 필요하다.

   규정이 아니다!

•일반 국민(개인)을 탈루업체 보듯이 대해서는 안

•세관이 왜 그런 것까지 해주어야 하나?

된다!

3.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장애요인〕 그동안 관세법상 계약상이에 따른 관세환급에 대해 관세청은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
에 따라 ‘하자 반품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세관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지적을 우려하여 정책수요
자인 납세자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하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단순변심 환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가장 확
실한 방법은 관세법을 개정하여 환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나 이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관세청 내부 지침을 통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도 환급이 가능’토록 내부규정으로 즉시 시행하였습니다.(’14.6.16)

〔극복방법〕 관세청이 직접 나서 일선세관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기업 간 무역에 대한 행정에서 개인무역을 관세행정의 고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민원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명으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장 지침으로 즉시 시행하였으며, 셋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에 대해서도 환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하고 관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설명하는 등 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계약상이 환급대상 확대 지침 >
ㅇ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 수출
    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
    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제1항의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
ㅇ 시행일 : 2014. 6. 16. 환급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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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관세환급 포기 및 국민신문고 불만 Zero l

4. 주요성과
〔환급대상 확대〕 ‘단순변심 반품 환급 허용’으로 환급금액 증가

변화된
색상 차이로 반품 수출 시 환급불가
③환급신청

Before

①수입

하자 반품

모 습

각종 증빙

환급 O

해외 직구
②수출

단순 반품

환급 X

〔적극행정 완성〕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
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였으며, 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

구매취소 반품 시 환급 가능

습니다.
③환급신청

After

①수입

하자 반품

해외 직구
②수출

단순 반품

증빙 감축

앞으로도 규정에만 매몰되어 무조건 안 된다고 눈 감을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환급 O
증빙 감축

통해 5,000만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급 O

개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까지 환급을 허용함으로써 환급규모는 관세청장 지침 시행이전인 ’13년도

NEWS

●●●

643건, 6,400만 원에서 ’15년도 6,220건, 8억 1,600만 원으로 각각 867%(건수), 1,175%(금액) 증가하였
습니다.

l 전자상거래물품 관세환급 현황 l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환급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2

36

643

64

1,391

213

6,220

816

5,350

620

〔납세협력비용 절감〕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준비 및 제출 등을 생
략함으로써 ’15년 기준 약 1.1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증빙자료 제출 등)을 동시에 절감하였습니다.
※ 자료제출 및 세관 방문비용 1건당 2만 원 × 6,220건(’15년도 환급신청 건수)

〔국민만족 제고〕 환급허용으로 민원불만이 해소되고, 환급여부에 대한 세관직원과 민원인과의 마찰도 사라
지는 등 대내외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 2 ㅣ 2016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ㅣ   

33

중앙부처 I 농촌진흥청

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농식품 수출 ‘현장형 협업’으로
해결한다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으로 기관 협력

수출농산물 안전성 위반 현황
’16.8.27. 기준
년도

합계(건)

2013

8

2014

25

2015

47

수출국

위반건수

품목

일본

6

들깻잎, 고춧가루, 벌꿀

대만

2

건대추, 사과

일본

18

들깻잎, 고춧가루, 꽈리고추, 풋고추, 토마토

대만

7

사과, 배, 배추, 딸기, 고춧가루

일본

6

토마토, 고춧가루

대만

41

사과, 배, 상추, 파프리카, 멜론, 고춧가루, 배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각자
의 업무영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농업인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농사만 짓기에도 바쁜 농업인들이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지 등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수입대응’이 아닌 ‘수출확대’로 난관 돌파
전 세계는 개방화와 국제화 파고 속에 경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역시장에서

뭉치면 흥하고 흩어지면 망한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의 수입증가로 우리 농
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수입대응’이라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관점이 아닌 ‘수출확대’라는 능동
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범부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
출정체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농식품 수출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출과정에선 검역 및 안전·위생 기준, 통관절차, 각종 인증요건 및 법령·제도 등 이른바
‘비관세장벽’의 강화와 잦은 변경으로 농산물 수출확대에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을 위해 갖추어야할 조건도 많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도 가
지고 있어야 하는 반면, 이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농업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간 농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부
처, 공공기관마다 각자 추진하고 있는 업무영역으로 인해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 ‘농식품 수출확대’
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업의 부재로 인해 저마다의 바쁜 행보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예방하지 못하고 사후대처에 급급한 경
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수출한 농산물이 잔류농약기준을 위반하여 수출상대국의 제재조치가 취해
진 후에야 상황을 수습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다른 기관의 문제로 귀속시키면서 본질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했다.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농산물이 수출대상국 기준에는 부적합하여 통관과정에서 폐기처분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농촌진흥청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별 농업인의 제한된 정보력으로 인하여 수출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등 농식품 수출 유관기관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경우도 발생한다.

공감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현장 속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기관별로 가장 강점이 있는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또는 분산된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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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진흥기관

각 기관 지역본부

(도·특광역시·시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aT)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라
① 현장애로발굴

② 협력

수출
경영체

현장지원단
※ 농식품부 총괄조정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지난 5월 11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 회에 걸쳐 기관합동으로 매주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수출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예방적으로 해결하는 데 공
공기관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서로 앞 다투어 나서는 모습에서 농식품 수출의 희망과 도전을 볼 수 있다.

재배, 수확후 관리

③ 합동컨설팅

수출검역

또한, 재배, 병해충, 수확 후 관리, 안전성, 검역, 마케팅 등 수출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다 보니
농식품 수출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현장에 피드백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서로

농관원

잔류농약, 안전성

aT

해외정보, 마케팅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책기관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연

농협

수출금융, 조직화

구기관은 수출상품화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을, 현장기관은 안전성관리와 농가조직화를, 지원기관은 시장분
④ 컨설팅 이력관리

+α(산·학·민·연 전문가)

석과 현지마케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뜻이 모였으면 다음은 행동으로 옮길 차례. 협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매주 수요일을 ‘수출현장의 날’로 정하

기 존 (As-Is)

개 선 (To-Be)

분산·처방·개별·전달의 수동적 행정

공유·예방·협력·소통의 적극적 서비스

고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수출 경영체들을 현장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책 제도
재배
수확후관리

•부처·기관별 분산된 행정처리

•고객·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

•요구가 있어야 처방적·임시적 상황대응

•미리찾는 예방적·지속적 현장문제 해결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지식·정보 제공

•고질적 문제의 해결적 지식·정보 공동 대응

해외정보

▶수출애로 One-stop 해결
▶핵심현안해결 역량 강화
•수출농산물 안전성문제 해소

유관기관
협업

농업의 수출산업화
신성장동력화 촉진

안전성
검역

조직화

농진청
생산 및 상품화

농식품부
생산농가

농관원

통관 및 물류

수출유통업체

aT

마케팅

<불편, 혼란스런 농식품 수출지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농산물 재배관리부터 수출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 현장 맞춤형의 종합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여건과 작목 특성 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종류

농진청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aT, 농협

도원, 센터

농협

품질 및 안전성

검역본부

정보 및 마케팅

생산 및 상품화

정보 및 마케팅

품질 및 안전성

통관 및 물류

생산농가

수출유통업체

<수출 全과정 One-Stop 문제해결>

▶ ‘기관합동 종합컨설팅’으로 수출 全과정 문제해결 및 실질적 생산성 향상 도모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안전성 등 현장문제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 서비스 행정

의 컨설팅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물론, 현장요구에 따라 집합교육, 간담회 등도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컨설팅(토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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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I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우수상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국 최초
지원으로 조기정상화에 기여하다

(국무총리 표창)

2. 추진 내용
전라북도는 2016년 3월 22일 최초 애로사항을 파악 후 법령 검토와 산업부 협의를 거쳐 전주시에 전주1일반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도지사 승인사항)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섬유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시책임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
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2016년 4월 1일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대표와 실무진 면담을 통해 입주환경 해결 방안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일괄 제시한 후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행정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라북도는 2016년 4월 7일 산업부와 전주시의 협업을 통해 법정처리기한이 20일인 일반산업단지 관리계
획 변경을 4일만에 섬유업종을 추가 허용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이후 2016년 5월 10일 기업
체와 전북도, 전주시가 MOU 협약체결을 통해 투자를 확정하였고, 동년 5월 11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 ⇒ 시 ⇒ 전북도 ⇒ 산업부)과 6월 17일 산업부 중앙심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을 전국
최초로 결정하였다.
㈜에스케이어페럴은 2016년 6월 2일. 부지면적 1만 788㎡(3,263평), 건축연면적 8,040㎡(2,432평), 층수

1. 추진 배경

지상 5층의 착공신고 이후 공장 건축을 시작하여 2016년 10월말 현재 공정률 80%로 순항 중이다.

㈜에스케이어페럴*은 2011년 개성공단에 진출한 후 내의 및 잠옷을 생산하여 2015년 말 1,205명의 고용과

공사 중 사진

조감도

연 매출 95억 원을 달성하던 안정적인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동년 2월 12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그간 투자비 회수와 완제품 미반출로 약 141억원의 추
정 손실이 발생하였고, 백화점 등 주요 거래처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 업체 현황 >

< 입주 전 사진 >

• 업 체 명 : ㈜에스케이어페럴 대표이사 이운영(62년, 만 54세)
    - 본사 (서울시 강남구)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94-2,3번지
• 설립일자 : 1999. 6. 23.(법인번호 210111-*******)
• 매 출 액 : 2013년 29억, 2014년 75억, 2015년 95억

3. 장애요인 극복방법

• 생 산 품 : 내의 및 잠옷 제조업(14120)
• 개성공단 입주 : 2011년 제1공장,  2012년 제2공장 설립
   - 대지면적 22,424㎡, 공장연면적 13,200㎡, 고용인원 1,205명

정부시책으로 생산 활동이 중단된 섬유업종 기업이 대체투자를 위한 최적 산업단지를 발굴하였으나 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허용한 업종이 아니므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마음으로 서
로 손을 맞잡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산업부 및 전주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

이에 빠른 대체투자의 필요성에 따라 전북 전주, 경기 군포, 충남 공주 지역을 대상지로 물색한 후, 해당
기업은 모 기업인 코튼클럽(주)의 섬유업종 물류기지가 있는 전북 전주1일반산업단지의 입주를 강력 희망하
였으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섬유업종 기업이 입주가 불가능하고, 다른 기업과 입주계약이 체결(′
07.3.)된 상태로 현행 법령상 입주가 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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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성과

지방자치단체 I 강원도 속초시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북(전주) 투자확정으로 2016년까지 91억 원
을 투자(부지 42, 시설 49)하여 신규 인력 50명을 고용하고, 2017년부터 연 매출 90억 원과 추가 고용이 예상
되며, 공장 준공 이후 서울 본사 전북(전주) 이전으로 세외 수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 수립, 검토, 승인 등 통상 20일 소요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

우수상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국무총리 표창)

해 4일만에 승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또한, 국가시책 사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6억 6,800만 원을 전국
최초 지원하여 기업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였고, 2016년 6월 건축물 착공 이후 올 연말 공장 가동 예정(현
공정률 80%)으로 기업의 조기 정상화 및 정부시책에 대한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 기업 의견 >

1. 추진 배경

일반 산업단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 공무원들이 있어
모기업인 코튼클럽(주)의 물류기지가 있는 전북(전주) 투자를 확정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주) 에스케이어페럴 대표이사 이운영>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는 정부3.0이라는 신 개념의 행정패러다임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구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거동불편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가
주민센터나 감면사업기관을 직접 내방해서 신청해야 하는 고충 및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서비
스 방식을 개선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여준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기존 공공요금 감면신청 서비스는 해당 감면사업기관 방문 전 주민센터나 민원 창구에 방문하여 대상자 증
명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구비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가 직접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
하여 왔다. 이 후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대행이 이루어졌으나 차상위계층 감면
서비스 신청기능 미비 및 지역난방공사의 가스요금 감면서비스는 신청 기능이 미비하였다.

투자하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기!!

2015년 4월부터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고려한 장애인 1~3
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공요금 감면신청 서비스 활성화로 감면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요금 감면 일괄 대행 신청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감면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차
상위계층 신청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이 추가되는 등 신청기능의 확대, 감면서비스 신청자 제출 증빙서류 간
소화, 주민센터 및 감면사업기관 양방향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한 감면서비스 신청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각의 기관을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 없
이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5종의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은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접근이 이루어낸
혁신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통합제공시스템 개시 이후에도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시는 2013년부터 공공요금 복지할인제도 안내문을 제작하여 단계별로 신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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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정·변경 통지시 감면제도 안내문 발송, 기초생활수급자 전수 우편발송, 주민센터나 사례관리 상담시 복

특히, 사업 시행 초기인 2016년 4~6월에는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감면서비스 누락가구를 방문하

지할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 항목 추가, 주민센터 사회단체 월례회의시 공공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하는

여 신청 건을 취합 후 주민센터에 일별 전달 접수토록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를 집중 운영

등 홍보의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하였다.

이처럼 감면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거동불편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2016년 7월부터는 관렵부서 협조체계 및 소통으로 신청경로를 추가로 확대하였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사

다수가 안내문을 받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공공요금 감면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회보장급여 조사단계에서 가구 방문시 원스톱으로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기존 대상자의 경우 의료

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한번은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상자의 권리

급여관리사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기초생활수급자 가구방문 상담)과 맞춤형복지팀(차상위

를 적극적으로 찾아주고자 시작된 숙제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가 추진되었다.

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담시), 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이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정보를 공
유하여 협업하였다.
l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방문 현장 l

의료급여관리사 가구 방문

2. 추진내용 및 과정

통합조사팀 신청조사 가구 방문

우리시는 먼저 기존의 정부 3.0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합제공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대한 부
분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찾아가는 공공요
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라는 확고한 의지로 지방 차원에서의 원스톱맞춤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주민센터 간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협업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업 실시 전
2016년 1월부터 3개월 간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명단을 발굴(830가구) 확보하였고, 2016년 4월 미신
청가구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가 시행되었다.

l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추진 경과 l
일 시

추진 내역

2016년 1~3월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명단 발굴 : 830가구

2016년 4월

2016년 9월 감면 신청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센터 민원창구 대민업무나 유선 통화시에도 감면신청 대
행서비스 신청 확인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취약계층 현황 대비 월별 감면 신청현황을 주민
센터별로 모니터링하여 부진사유 확인 및 신청을 독려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사업 시행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미신청가구 안내문 발송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집중 운영

2016년 4~6월

미신청가구 주소지 방문 →1회 신청서 작성 및 고지서 징구
일별 신청 건 취합 주민센터 전달 →감면사업기관 전산송부)
관련부서 협조체계로 신청경로 추가 확대

2016년 7월~연중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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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신규대상자 : 통합조사팀
기존대상자 : 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팀, 맞춤형복지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가구 방문 신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 미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미신청가구 지속적 발굴 및 월별 신청현황 모니터링 실시

이에 업무 추진팀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소수 인력으로 감면신청 대행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던 중,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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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긴밀한 문제의식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강원도에서 2016년 정부3.0 역점 추진과제

4.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300선)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 행정 마인드를 펼치기 위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실시 전에는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개인이 알

해서는 색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우리시는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의 사업 메

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정부3.0시대 현재는 개인이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대상자

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걱정말아요, 아바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우리시 전체

를 발굴하여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방문조차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가구방문하는 행정서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고, 여러 행사에 초청되어 직접 출연함으로써 큰 박수와 감동의 세레머니를

스를 제공하였다.

이어 나갔다.
l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체계도 l

지난 5월 강원도와 행정자치부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우수사례 공연을 시작으로
6월에는 행정자치부 정부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 공연과 강원도 2016년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

신청 한 번으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OK

감콘서트 공연, 대통령 주재·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가하여 아마추어 답지
않은 훌륭한 공연을 선보였다.
사례의 확산·전파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와 병행하며 매 공연시마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직접
연극을 연출·출연하여 이를 홍보장치로 이용한 점은 다른 어떤 설명이나 교육보다도 명확하고 강렬하게 호
소되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 홍보 수단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홍보 역할극 공연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속초시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본 사업이 실시된 상반기에는 수차례에 걸친 연극 홍보로 주목을 받으면서 보다
쉽게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마인드를 환기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으나,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기존에 누락예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정부3.0으로 개선된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

상 대상자로 파악된 명단 외 미신청 가구 명단의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층에 대한 배려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공유한 후 공동의 노력으로

겪었다.

보다 편리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비예산으로 기존의 행정절차를 진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16

정부3.0 관련부서에서 외부인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시 정부3.0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년 11월말 현재 1,252건의 신청 성과로 기존에 파악된 목표건수인 830가구를 초과 달성하는 결과물을 안겨주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에 대한 솔루션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

었다. 또한 궁극적인 성과로는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거동불편 노약자 등 생활 불편을 해

여 감면대상자의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명단을 정례적으

소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9,350원, 차상위계층 최소 24,500원이라는 경제적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로 생성·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자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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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상세내용 l

지방자치단체 I 서울특별시

감면서비스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장애인

차상위계층

TV수신료

2,500

해당없음

2,500

해당없음

전기요금

최대 8,000원

최대 4,000원

최대 8,000원

최대 2,000원

전화요금(휴대)

최대 22,500원

최대 10,500원

장애인전용 요금제

최대 10,500원

전화요금(일반)

취사용

기본료 4,000원,
시내외통화 225분

1,680원

해당없음

기초주거 840원,
기초교육 420원

시내외통화 50%
(3만원 한도)

우수상

재개발·재건축 분쟁·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 건설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국무총리 표창)
해당없음

1,680원

840원

24,000원

12,000원

6,600원

3,300원

도시
가스
요금

24,000원

취사,
난방용
6,600원

기초주거 12,000원
기초교육 6,000원
기초주거 3,300원
기초교육 1,650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
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의 시범사업(’15.08.~12.)을 마치고 2016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하였다.

상하수도요금

1종 의료급여 8,350원
2종 의료급여 3,34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추진예정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
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 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
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가구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신청을 도와 처리한 대상자들의 현장 만족도는 결
국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발굴이 시급하다는 현
장의 목소리들이 중앙부처로 전달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관계기간 회의를 거쳐 감면서비스
누락방지 및 대상자 명단 파악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안내한 바 있다. 향후
2017년부터 누락예상대상자 발굴을 연 2회 정례화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은 공사원가의 공정성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있고, 적정 공사원가에 대한 검증을 원하고   
있으나 설계내역 검증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함으로써 추후 공사비 증감에 따른 조합-시공사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 민간 적산업체의 설계원가 검증비용은 3.3㎡당 400 ~ 500원으로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 전기, 통신, 토목 등 
여러 분야 설계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비용은 4~5,000만 원이 소요된다.

민간 건설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는 지난 200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야에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
입해 연 2,478억 원(’15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13년간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
하우를 민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34곳 주거재생사업지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 34곳은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2016년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가 예정인 조합들이다.
※ 공공지원제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자치구청장)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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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경우 l

시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4개 조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6년 2월 사업설명회 개최 및 언
론보도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였다. 또, 서비스 시행 안내문을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

정비업체
정비업체, 설계업체
(구청장 선정) (추진위 선정/구청장 지원)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실시설계완료
시공자
(설계업체) (조합 선정/구청장 지원)

시업
시행
인가

조합
설립

원가자문
서비스

관리처분
인가

seoul.go.kr)에 게재하고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였다.
철거 및
착공

준공

공공관리 업무기간
(공공관리자 : 구청장)

NEWS

●●●

< 언론보도 >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
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주요 검토 내용은 설계서에서 누락 · 중복여부가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 · 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이다.

< 사업설명회 >

또,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심사담당자, 공공관리자
가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된다.(자료보완기간 제외)
※ 서비스 절차 : 5단계 처리(15일 내외)

설계 검토
설계도서
사전검토

합동 회의

⇨

검토결과
보완요청

원가조정
거버넌스

설계 검토

⇨

설계도서
세부검토

⇨

외부전문가 및
조합관계자 참여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외

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34곳 주거재생사업지 중 조합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사업추진
정도, 자문결과 활용계획, 사업시기, 자치구(공공관리부서)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2015년 하반기 시범서비스 시 조합에서 제출한 실시설계도서는 개략적인 설계도서로 예정공사비를 산출
하여 산출근거 및 설계기준이 미흡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곤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2016년부터는 원가자
문 서비스 절차를 보완하여 정확한 예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시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가자문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원가자문 서비스 대상 사업은 원가자문 종료 후에 이를 활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도록 조합과 협의하게 보완하였다.
또한, 설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 요구 시 조합은 설계비용 증가,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보완서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내실 있는 원가 자문서비스가 곤란하여 2016년에는 합리적 원가자문을 위
해 최대한 설계보완을 요구하되 사업기간 단축 필요 등 조합 사정상 설계 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SH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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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비 유사사례가격을 조사하여 안내하는 등으로 보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I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성과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올 10월까지 5곳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총 공사비 1조 1,802억 원에 대
해 자문결과 총 1,173억 원, 조합당 평균 235억 원(평균 절감률 9.9%)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l 원가자문 시범서비스 자문 결과 l
                                                                            (단위 : 억원)

구분

서비스 대상사업지

설계금액

원가자문

절감액

절감률

계

5곳

1조1,802억원

10,628억원

1,173억원

9.9%

4,531억원

4,007억원

524억원

11.5%

434억원

408억원

26억원

6.0%

2,270억원

2,025억원

245억원

10.8%

4,160억원

3,850억원

309억원

7.4%

407억원

338억원

69억원

17.0%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1,481 세대)
미아3-111구역
(162세대)

재개발

중랑 중화1구역
(999 세대)
강동 천호1구역

도시
환경정비

(1,055 세대)
강동 천호1 정비기반시설
(공공청사,주차장,소공원 등)

우수상

민·관·공 협업행정을 통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

(국무총리 표창)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제도

원가자문(설계검토)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하였으며 주
요 조정 사례로는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욕조, 가스관, 화재수신반 등) ▲시장거래 가격
과 차이가 큰 건설자재가격(철근, 레미콘, 전선관 등) ▲자재 구매 시 시공비가 포함돼 있으나 시공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화강석 포장, 고무칩 포장, 난방급수관 등) ▲효율적 공법 제안(토사 운반 장비 변경) 등이 있다.
서비스를 받은 5개 조합 모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 사유로는 ①조합원 갈등해소 ②공
사비 절감 ③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 발전설비 등을 가동하여 전국의 약 139만 세대에 지역 냉·난방 공급 및 전력



• 중화1 주택재개발조합 황병수 조합장은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원에게 그 

을 생산·판매하는 집단에너지 공기업으로, 2016년 기준 약 2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내용을 공개해 사업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1987년 여의도 인근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0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사업범위
를 확장시켜 왔다. 현재는 전국 1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 에너지사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 투자·출연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간공사원가자문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공사 원가를 다년간의 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제도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한 능동적·보편적 복

하우를 축적한 서울시가 무료로 자문해 줌으로써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게 공

지 실현의 일환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최초로 저소득층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열요금 기본요금 감

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으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

면제도(2006년)와 개별세대 단위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2010년)를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에

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은 현재 약 17만 7,000세대, 약 6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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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도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현황 l

을 작년처럼 보내다간 늙어죽기 전에 먼저 얼어 죽겠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난방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래서 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세대수 및 지원액
(단위 : 개소, 호, 백만원)

’14년

’15년

ㅣ 발상의 전환 1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 ㅣ

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요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할머니는 그냥 지원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

’16년

지원대상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감면

75

150

77

153

81

161

임대주택 감면

105,030

2,822

114,219

3,045

122,305

3,187

개인별 지원

51,939

2,651

53,650

2,746

55,234

2,824

총계

157,044

5,623

167,869

5,944

177,539

6,172

이렇듯, 이 제도는 ‘신청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몰라서’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을 도와줄 수 없었다. 즉, 고령·장애 등의 수급자는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정보를 제공해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요금을 지원받
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발생하는 시점
에 동 제도를 적기에 안내하고 정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복지요금 제도를 ‘선제적, 적극적’서비
스 제공방식의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제도로 혁신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부처와 정보를 공유하

l 지원 기준 l
지원대상

감면액

여, 미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요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소형임대주택
기본요금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10,000원/월

차상위계층

7,000원/월

경영자 의지로 내부추진동력 확보 - 소통과 협업으로 길을 만들다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5,000원/월
5.18민주유공자

대상
다자녀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다)’라는 말이 있다.
야심차게 시작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은 곧 내부 협의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전기, 가스도 신청주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4,000원/월

의를 고수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왜 굳이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하느냐는 것, 에너지복지요금이
증가하면 공사 손익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 주된 반대의견이었다.
공사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부서 간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을 거쳤다. 그 결과, 미수혜자 자동 신청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복지요금 수급자는 점점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모든 수혜 자격자에게 혜택이 돌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난방 공사에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찾은 이유이다.
홀로 사시는 추OO(91세,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매달마
다 주는 생계급여로 생활을 영위해왔다. 다리가 좋지 않아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낸다. 오늘도 할머니
는 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한파가 작년보다 더욱 강력할 전망입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 작년에 난방요금이

고객과 공사의 행정력을 동시에 절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에
너지복지요금 자격요건 검증을 간소화하는 방향이 도출되고 나자, 실무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직원 협업 과정에서 부
서 간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공기업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고, 사회적 배려 대
상자를 돕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부담스러워 냉방에서 이불을 겹쳐서 생활하며 겨울을 났던 기억이 떠올라 몸이 저절로 움츠려든다. 올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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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민·관·공 협업행정을 통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 l

발상의 전환 2 - ‘민·관·공 협업행정을 통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
① 통합감면신청

l 내·외부 장애요인 극복 l

내부 장애요인 극복

외부 장애요인 극복

•극복방안 : 시스템 통합을 통한 행정력 감소 및 고객

•극복방안 : 행복e음 시스템 및 새올 시스템을 연계하

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들어 내부 의견 일치를 이

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단체 연계를 통하여 미

끌어 냈다.

수혜자 신청 대행을 추진했다.

② 민·관·공 협업을 통한
미수혜자 발굴

③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고객 중심 서비스 실현
그러나,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과제는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정보공유의 근거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미수혜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현존하는 복지사각 지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손익 악화를 이유로 요금 감면에 반대하는 목소리
도 있었다.

‘민·관·공 협업행정을 통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의 추진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에너지복지 지원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신청
주의가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

하지만 공사는 ‘민·관·공 협업행정’을 통하여 난관을 돌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첫째, ‘행복e음 시스템’

했다는 점이다.

과 연계하여, 복지요금 미수혜자들이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요금감면을 신청(통합감면신청) 하는 방법. 둘
째, ‘새올’시스템과 공사 시스템을 연계하는 ‘One-stop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하여 다자녀 가구들의 요금감
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셋째, 공사와 민간단체와의 직접 협력을 통해 미수혜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그
것이다.

이렇듯, ‘민·관·공 협업행정을 통한 One-stop 에너지 복지요금’
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런 성과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최고의 고객가치 제공’을 꼽는다.

현재 공사는 2016년 3월부터 ‘One-stop 행복출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지난 10월 10일에는 성남시와
협업하여 주민센터에서도 동 제도를 적극 안내 중이다. 보건복지부와도 ‘행복e음 시스템’연계가 2017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선제적·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이러한 경
영방침 아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늘도 적극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로써,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은 미수혜자의 신청절차 간소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여, 공
사 공급권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에너지 복지요금을 약 2만 5,000세대, 14억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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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및 과정

공공기관 I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노인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질 강화

우수상

❶ 경증 치매자 장기요양 보장성(수혜자) 확대
예

경증 치매자를 위한 5등급(치매등급) 신설(’14.7.1) 등 제도 정착 노력

-
장기요양 5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노인에게도 혜택을

(국무총리 표창)

제공하기 위해 1~2차(ʼ13.~ʼ14.)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매월 수급자
증가 추이를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제도를 내실화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걷기대회 등 지역행사를 통해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 
하여 75세 이상의 치매노인(20만 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하였다.
또한 건강검진 수검자 중 2차 건강검진 KDSQ-C(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문진 결과 인지저하가 있는
-
6~30점 해당자(만 66세, 70세, 74세)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신청 안내 및 홍보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1. 추진 배경

한편, 치매 수급자 증가로 전문화된 서비스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보호사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전담형(입소시설·공동생활

게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

가정·주야간보호)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체계 세분화 및 내용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적용대상을 시행초기 충분한 시설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제도

수정 ·보완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 안정적 출발과 운영을 위해 중증 이상 노인으로 시행하였다.



-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노인인구가 2008년 508만 6,000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686만 4,000명으로 2008년
대비 34.9%(178만 2,000명) 증가하고,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은 2008년 42만 1,000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68만
6,000명으로 2008년 대비 62.3%(26만 5,000명) 급증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보호 필요성과 수급자 맞춤형

예

「인지활동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및 인지훈련도구 개발·보급

-
장기요양 5등급 대상으로 제공하던 인지활동 프로그램 대상을
2016년 9월 치매진료내역 있는 1∼4등급까지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였다.

-치
 매수급자의 인지자극·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훈련 도구 및
• 노인인구

• 치매노인

6,864천명
34.9%
5,086천명

매뉴얼 총 10종을 개발·보급하였고, 협회 등에서 자체 개발하여
62.3%

686천명

활용 중인 인지훈련 도구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1천명

예
2008년

2016년

2008년

힘뇌체조·치매예방체조 3개 버전 개발 및 보급(’15)

2016년

치매어르신에게 적용할 수 치매예방운동법을 제작하여 입소시설
-
특히 치매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은 동일한 공간에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
자별 서비스 제공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매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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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l 기관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l

치매 진단 보완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로 신청 편의 제공(’15.11)

건강보험 DB(치매진료이력)와 연계하여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치매소견서
제출건수

‘치매소견서’제출을 생략하여, 기존 소견서 발급을 위해 치매보완
서류 발급 가능 의사를 방문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치매진단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14,143건
감소

19,196건

22,812건

’15.3~10월

’15.11~’16.6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수급자 : 요양보호사

2.5:1 → 2:1

3:1 → 2:1

7:1 → 4:1

-치
 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보호는 치매수급자만 입소시켜 치매노인 특성에 맞게 인지기능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장 및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❷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예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14.7)

-
가정에서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 및 휴식(휴가)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확대(’16.9)

-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여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
사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중증치매 수급자(이용가능자: 1~2등급 약 2만 3,000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24시간 동안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용 중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수급자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3.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❶ 치매질환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장기요양 신청 기피현상 발생
-
가족 중에 치매질환자가 있음에도 치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장기요양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극복의 날 홍보부스 운영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힘뇌체조 개발 보급,
-
치매 3.3.3 운동 홍보, 치매예방수칙 및 치매이해 책자(34만 부)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치
 매질환자 중 치매 약제 투약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타깃으로 하여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제도

예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6.5)

-
재가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하여 재가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다고 인정
되는 969명을 선정하여 공단에서 개발한 상담지원 매뉴얼(돌봄여정 나침반 7종)을 적용 2015년 10월에서
2016년 5월까지 8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가족상담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 사업 참여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의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감이 감소되었고, 부양
-
긍정감 및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상담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홍보 및 인정신청 안내를 추진하였다.

❷ 전문 인재 육성 인프라 부족
-
치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중앙치매센터와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단이 치매 교육장 제공, 교육운영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❸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형 설치 운영에 참여 의지 낮음
예

맞춤형 케어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54.3%가 치매노인으로, 인지기능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노인을 위한 기관 시설·인력·서비스 기준 연구」를 수행하여
-보
 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거실 및 옥외 공간 확보와 요양보호사의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록이 저조하고 일부지역은 아예 신청이 없어,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간담
회를 통해 참여를 설득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 대상 안내문 발송 및 운영센터별 설명회를 개최하였
으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가 보상 등 제도를 보완하였고,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치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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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공공기관 I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콜센터

보이는 ARS

❶ 지속적 장기요양 수혜자 확대로 보장성 강화
-전
 체 수급자 및 치매 수급자가 2016년 8월 현재 2014년 대비 약 20% 가량 증가하였으며, 특히 5등급
자가 149% 증가하여 치매질환자에 대한 수혜자 확대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구분

추진성과

증가수(율)

전체 수급자

425천명(ʼ14) → 500천명(ʼ16.8)

75천명( 18%↑)

5등급자

10천명(ʼ14) →  25천명(ʼ16.8)

15천명(149%↑)

치매수급자

213천명(ʼ14) → 267천명(ʼ16.8)

54천명( 25%↑)

• 수혜대상 증가

• 치매 수급자 수혜대상

500천명(’16.8)
425천명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고민
267천명(’16.8)

468천명
213천명

242천명

2003년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콜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전화상
담을 진행하는 일선 상담사부터 진흥원의 모든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원장까지 모두의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회가 될 때마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ARS메뉴 트리구조를 개선하고, 상담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체계도 개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콜센터 내부자료 검토를 통하여 ARS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❷ 치매노인에 대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 제도 개선을 통해 치매 수급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공,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
하였다.
-또
 한, 질 높은 급여제공을 위한 종사자 대상 치매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기반을 다졌다.

되고 있으며, 고객별 평균 ARS 소요시간이 연평균 7.2%씩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상담사들의 업무과부하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하락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
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관장(원장 이춘호)이 직접 주
재하는 정부3.0 핵심추진과제 발굴 워크숍을 통하여 “ARS 이용편의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계
획을 수립하였습니다.
l ARS 이용률 및 소요시간 l

❸ 고객·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지속적 국민만족도 증가
-
제도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매년 증가(’13년 88.5% → ’14년 89.1% → ’15년 89.7%)하고 있으며, 2015년
글로벌리서치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92.3%, 이용의향이 90.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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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

ARS이용비율

47.3%

52.1%

47.2%

45.8%

△1.1%

상담사연결비율

52.7%

47.9%

52.8%

54.2%

0.9%

평균 소요시간

65초

71초

73초

80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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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으로 더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RS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ARS를 통해 단순 상담이 많이 해결되어야 상담사와의 직접 통화가 필요한 고객들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콜센터는 상담사와의 전화통화가 필요한 일방향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
고 IT 환경 확대와 다양해지는 고객요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보이는 ARS’

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시스템 개선 전과 비교하여 ARS 이용 평균 소요시간이 약 19% 줄어
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이 ARS를 이용하여 기존보다 좀 더 빠른 시간에 원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 보이는 ARS 이용화면 l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보이는 ARS’서비스 구축
‘보이는 ARS’는 문자 그대로 귀로 듣고 말하는 기존의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
다. 고객이 우체국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ARS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자동으로 ARS 메뉴
들이 노출되고, 고객들이 전화설명을 굳이 듣지 않아도 화면에 보이는 안내대로 화면터치를 통하여 ARS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는 터치를 활용한 편리한 메뉴선택 이외에도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활용한 인근 우체국 안
내,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배송조회 기능 추가 등 기존 ARS에서의 불편함을 IT기술을 접목하여 최대한 제
거하였고, 이를 통해 상담고객들의 서비스 이용편의성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보이는 ARS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전화상
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고객들이 우편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체국콜센터 상담사와의 영상통화를 통한 수화상담
서비스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능 좋은 전용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많
서비스 메인화면

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는 ARS

상세메뉴 화면

QR코드 활용 메뉴

바로 이러한 고민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준 것이 보이는 ARS
서비스입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고객들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편리하게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명실공
히 연간 5천만 명의 우편서비스 이용고객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l 일평균 ARS 인입호수 및 소요시간 l
구분

개선 전

평균 소요시간

73초

⇨

개선 후
59초

2016년 10월 24일 ‘보이는 ARS’개시 이후, 짧은 시간이라 향
후 이용률 예측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 데이터가 확보되지는 않

▶ 평균소요시간 19% 감소 ( 개선 전 ’12년~’16년 10월/ 개선 후 ’16년 11월)

았지만, 서비스 전후 비교를 통하여 대단히 긍정적 변화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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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협업을 통한 장애요인 해결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우체국콜센터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로 끝나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보편적서비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1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편서비스

게 됩니다. 우체국콜센터는 ‘보이는 ARS’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우정사업

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편서비스 중에서 우편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이야기 하는 분이 있을 수

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 있지만 우편서비스의 종합민원센터라고 할 수 있는 콜센터야말로 고객의 최접점을 지키는 고객만족의 바

우체국콜센터는 총 282석의 상담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ARS’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약 2억 원의 시스템 개선 예산은 위탁사업 예산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은 더

로미터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콜센터로 접수되는 연간 천만건의 문의사항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들이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행복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체국콜센터의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공공부문의 콜센터는 물론이고 일반 산업으로까지 널리 확산되어, 국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조금이라고 기여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우정사업본부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기
관에서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힘들다면 우정사업본부의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 ‘보이는 ARS’구축을

l 보이는 ARS 구축을 통한 선순환 상담환경 조성 l

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예산 또한 고도화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이는 ARS 구축

ARS 이용 편의 제고

고객 만족도 향상

‘보이는 ARS’구축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에 유연성을
발휘했고, 우체국콜센터는 ARS 시스템 구성을 위한 사용자 메뉴 트리구조 설계, 시스템 내 콘텐츠 구성
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3.0의 협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 연결호수 감소

타 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1인당 상담환경 개선에
따른 고품질상담 제공

l 보이는 ARS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l
구분
핵심 역량

주요 수행업무

우정사업본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콜센터)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편시스템 운영

•상담고객들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역량 보유

•ARS 활용에 대한 노하우 보유

•시스템 고도화 예산 약 2억 원 지원

•보이는 ARS 메뉴 화면 구성

•우편시스템 고도화 진행 총괄 관리

•시스템 내 활용 콘텐츠 구성

•시스템 개발사항 관리 및 점검

•시범서비스 운영 및 개선점 도출

l 보이는 ARS 이용방법 l

특히 서버위치(대전)와 운영위치(서울)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나 정보보안
약화 등 리스크발생에 대비하여 보안을 강화한 원격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운
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케이스별 대안을 마련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체국콜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이상 상승시킨 ‘보이는 ARS’서비스는 주무부처인 우정사업
본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지원, 그리고 우체국콜센터의 끊임없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노력이 긍정적인 시
너지를 창출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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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앱 또는 우체국쇼핑앱을 설치하시면 ‘보이는 ARS’를 통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588-1300 연결 시 ARS 멘트에 따라 ‘보이는 ARS’1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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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I 법무부

03
장려상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및 이용절차 간소화

(인사혁신처장 표창)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중앙부처
법무부ㅣ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및 이용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ㅣ중국의 김치 기준을 개정하고, 국내 김치의
수출을 지원하다
인사혁신처ㅣ민간 스카우트(정부헤드헌팅) 및 국민추천제를
통한 적극적 인재발굴
조달청ㅣ정부조달 적용 인증 대폭 축소로 조달업체 부담 경감
행정자치부ㅣ규제혁신 현장토론회, 해묵은 규제혁파
지자체
경상남도ㅣ행복을 드리는 행복Dream주택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ㅣ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부산광역시ㅣ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 없는
베이비부머·노인 일자리 창출
전라남도 광양시ㅣ모든 체납 종이 한 장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충청남도 서천군ㅣ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발, 전국최초의 희망택시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ㅣ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로
장애인의 편익 증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ㅣ중소사업자의 믿음직한 파트너에서
예비창업자의 길라잡이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ㅣ우리나라 환경방사선정보
이제 한번에, 한눈에
한국인터넷진흥원 ㅣ사이버범죄 상담에서 수사의뢰까지
한번으로 민원 해결
한국조폐공사ㅣ가짜석유 판별용지 개발로 신뢰사회
구축 및 탈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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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가 도입되기 전까지 공·항만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

70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의 시행으로 대면심
사의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3
79
82
94
100
104
108
113

I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절차 I
1
<사전등록>
지문 및
얼굴정보

2

자동심사대
여권판독

3

4

지문인식

얼굴촬영

5

입국·출국
심사완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2008년 6월 국민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0년 8월에는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118
122
126
131
136

처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국민의 경우 17세 이상,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 또는 모의
동의를 받은 자, 외국인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체류외국인 등으로 이용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 아동은 자동출입국심
사대를 이용할 수 없어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줄을 서서 출입
국관리공무원에게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고의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
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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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하여 2016년 7월 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을 국민은 7세 이상

ㅣ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ㅣ

으로 확대하고,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의 부모 동의 절차를 폐지하여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외국인은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입국자 수

66,372,908

자동 출입국 이용자

변경 전

50,322,102

변경 후

•대면심사

•자동심사 확대

•이용대상자 제한

•이용대상 확대 및 이용 절차 간소화

•복잡한 등록절차

•14세~17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동의 절차 폐지

61,652,158

59,850,537

54,966,229

13,132,445

    -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전면확대

5,734,952

7,245,752

8,847,905

12년

13년

14년

15년

12,823,124

16년 9월

(단위 : 명)

2016년
2015년

1,566,648
1,339,643

1,104,067

또한,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과 2012년 6월 국가 간

1,424,761

1,490,406

1,232,297
980,684

1,071,779

1,499,322

1,162,291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2013년 12월에는 홍콩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을 시작하여
양국 국민의 우호증진 및 인적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용대상 확대

5월

이로써, 양국 국민은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절차에 따라 일반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할 필요

6월

7월

8월

9월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과 홍콩시민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의 제한요인이었던 온라인 사전신청 및 양국 간 회원
정보 교환절차를 폐지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더욱 간소화하여 많은 양국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였던 사람이 여권 기간만료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자동심
사대 이용등록을 다시 해야 하였으나, 2016년 11월부터 이러한 번거로운 재등록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혁신의 노력으로 2016년 9월 말 현재 국민은 출입국자의 35.78%인 1,208만 명, 외국인은 2.8%
인 74만 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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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청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3월경부터는 사전등록절차 없이
도 19세 이상의 국민은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자의 지속적 증가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출입국자들이 편리
하고 신속하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
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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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김치에 익숙치 않은 것이

중앙부처 I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실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김치 기준을 개정하고,
국내 김치의 수출을 지원하다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각각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표준화 하는 균형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에, 김치라는 낯선 식품의 과
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미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 협상

빠른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개정, 대중국 수출 김치 통관지원

식품의 규격 설정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식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김치는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됐으나 중국김치에 위협받아…

특히 절임식품처럼 대부분 전통식품인 경우는 나라마다 미묘하게 다른 고유의 식문화 특성을 보이기도 한
다. 이에 식약처는 중국 정부와 식문화와 규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중 기준전문가협의회(이하 기

우리의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규격이 설정됨으로써 세계인의 식품으로 거
듭났다. 2006년에는 미국의 건강전문 헬스(Health)지에 의해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고, 2013년에는
김장문화가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제 김치와 그 문화는 국제적으로 명실상
부한 전통과 과학의 결정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많은 김치 공장이 중국으로 옮겨 갔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김치의 수입이 늘면서 김치 종주국의 위상이 위협받는다고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때마침 불
어 온 한류 열풍과 함께 김치의 본고장 전략과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 시장 수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치에 대한 별도의 식품유형이 없는 중국이 김치의 절임 특성에 따라 자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
로 분류하면서 대장균군 규격이 김치 수출의 걸림돌이 되었다. 파오차이는 채소 등 각종 재료를 혼합하여 소
금물에 절인 후 발효, 양념, 포장,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친 중국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살균공정이 있어 100g당
대장균군 30마리 이하라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치는 별도의 살균과정이 없으며 유통과정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유산균이 증가하면서 대장균군을 포함한 잡균이 소멸되기는 하나 초기에는 원재료에
서 유래되는 대장균군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절임채소라는 이유만으로 파오차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
장균군 규격은 결국 우리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56개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다원화된 공존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 간, 지역 간 식문화 또
한 매우 다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식품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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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협의회)”를 구성하여 2009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2010년 제2차 기준협의회에서 우리는 김치가 절임식품이지만 중국의 파오차이와 제조공정이 크게 다르
므로 미생물 규격 적용 제외를 의제로 제시하였다. 즉 김치의 발효특성 상 원료에서 유래하는 대장균군은
발효 전에는 상존하나, 발효 후에는 소멸되므로 대장균군 규격 적용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절임식품별 특성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2년간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규격을 재검
토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중국은 대장균군 규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정량적으로 다소 완
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완화된 규격으로도 김치의 수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
년 식약처는 다양한 조건으로 시험한 결과를 제시하며 대장균군 규격 적용 제외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무회의를 통한 노력이 2014년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힘입어 2015년 2월에는 파오차
이의 미생물 규격에서 비멸균발효식품은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김치에 대해서는 대장균군 규격 적용이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이 개정안으로 3월에 중국 내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에는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 세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5년 9월에는 중국
총리가 김치에 대한 긍정적 개정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열린 2015년 9월 기준협의회
에서 김치에 대한 규격 개정(안)이 중국 내 과학적인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고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부연하여 중국 측은 그 간의 연구사업 추진 현황, 중국내 민족 간, 지역 간 이해관계자의 이견
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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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행정절차에 따라 2015년 11월6일 김치가 대장균군 규격에서 제외되는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으나 규

중앙부처 I 인사혁신처

정 개정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1년간 설정하였다. 이에 우리는 실무협상단을 구성
하여 중국 측과 추가 실무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김치가 적용받는 미생물 규격을 2015년 11월 17일부
터 즉시 시행하였다.
개정 고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관으로 김치제조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서 제조
공정, 품질검사 등을 특별지도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김치는 2015년 12월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민간 스카우트(정부헤드헌팅) 및
국민추천제를 통한 적극적
인재발굴

16일 첫 통관하였으며 다수의 업체가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WTO체제 하에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규격은 통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중국
과 김치 미생물 규격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식품의 규격에 대한 국가 간 협상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식품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자료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 동안 식약처는 기준협의회를 통해 김치 외에도 생막걸리의 미생물 규격, 초콜릿의 구리 규격 등 중국 수출
에 걸림돌이었던 중국의 규격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었다. 김치의 경우 국내의 관심이 지극히 고조된
가운데 마침내 지난 5년간의 협상이 빛을 보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는 VIP의 정상회담이 큰 기폭제가 되었다.
최근 국민 정책 수요의 다변화·구체화로 인해 정부 경쟁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직 개방성·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인재 발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는 각계에 숨어 있는 참신한 인재풀을 확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인사를 실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 방안 필요

이러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은 우수한 민간 인재를 발굴·영
입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민간 스카우트(정부 헤드헌팅)와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적극적 인재발굴을

그동안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던 대장균군 규격에서 자유롭게 되지만 김치 수출길에 장밋빛 청사진이 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쳐진 것은 아니다. 가격 경쟁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위생관리의
보증강화나 김치 유산균의 과학적 우수성을 제시하며 고부가가치의 김치로 거듭나야 한다. 상당수의 우리 업
체가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기에 중국인들의 입맛과 취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과제이며 발효 적기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결국
다른 곳에서 모방할 수 없는 기술 개발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위를 갖는 직위를 대상으로 사전에 우수인재를 발굴·관리하고, 그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적극 초빙하는
제도로, 공직 개방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새로운 조리법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각에서 지적하는 국내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 소포장 단위 개발도 시급한

민간 스카우트(정부 헤드헌팅)는 민간의 스카우트 제도를 공직에 최초로 도입하여 민간 출신이 비교우

국내 김치의
수출을 지원!

개정을 통해 경력개방형직위가 도입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정보담당관실은 개별
직위의 필요 역량과 직위 후보자 간 역량 매칭을 통해 최적 자원을 조사하고, 외부 적격자를 확보하여 공
직 지원을 적극 설득하는 등 ‘타깃 리크루팅’을 통해 원활한 민간스카우트 추진과 우수인재 영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였다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협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마케팅이 추진되어야 하며, 김치 외에도 김, 젓갈 등 제2, 제3의
김치 성공신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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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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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는 국민들이 직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를 공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재정보담당관실에서는 우선 인재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년 3월 도입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재정보담당관실은 추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임원급 및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인재 pool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 부

인재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적합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들을 공직후보자로 선별·관리하며, 향후 국민추

처 및 기관에 1:1 방문 컨설팅* 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시도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천인재풀에서 정부 주요직위 적임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5개 부처 인사담당 대상 인재발굴 컨설팅 실시(’15.11.23.~12.17.) :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인재발굴 컨설팅 서비스에
대부분 만족 응답(만족이상 79%, 보통 21%)

HOMEPAGE

●●●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

특히, 민간 인재의 정부 영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 중에서는 홍보를 적극 활
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발굴·영입된 26명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언론을
통해 약 180여 건이 보도되었으며, SNS 이벤트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활용한 정책 퀴즈는 대국민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SNS 이벤트

정책브리핑 정책 퀴즈

물론, 우수한 민간인재를 정부 인사로 영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글로벌이나 이공계 등

또한 전문가 단체와 공공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청사 전자홍보게

인적 자원이 희소한 영역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장애물이 상당히 많았으며, 개방형 직

시판 및 문체부 전광판 등 정부보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인재

위의 경우 임기 제한이나 보수·처우 상의 문제, 퇴직 후 경력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 우수인재에 대한

pool을 확보하기 위해 지면 광고 및 채용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들은 인재발굴에 대한

공직 입직 설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희는 시장 조사와 해외 출장 등을 통해 최적임자
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영입 요청과 수차례의 방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명회

정부청사 전자홍보게시판 게시

문 설득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해 냈습니다.



※ 정부 헤드헌팅 1호(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 해당직
위에 과분한 자원임에도 최적임자를 발굴하여 적극적
영입요청과 11차례의 방문 설득을 통해 영입 성공

뿐만 아니라, 인재 발굴 및 추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제도적·환경적 제약 역시 존재했습니
다. 공무원 선발 절차는 대부분 공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직 내·외부에 여전히 외부 민간인재의
정부 영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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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 민간스카우트(정부헤드헌팅) 개방형직위 임용사례 I

●●●

< 하이브레인넷(박사급 이상 고급인력 정보 사이트) 배너 >

부처

직위

기상청

기상수치모델부장

환경부

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농림부

농식품교육원 전문교육과장

미래부

정보화담당관
우정공무원교육원장

제도 도입 이후 약 15개월의 기간 동안 인재정보담당관실의 적극적 인재발굴은 무수한 성과들을 창출하여
공직 채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성과는 아래
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인재발굴을 도입하여 인재발굴의 근본적인 혁신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존 인재정보
담당관실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인재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등 지원 기능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

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안전처

미래재난협업담당관*

권익위

홍보담당관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장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입직 대상자

임용일

이○○ (○○대 기상학과 명예교수)

’15.11.02.

이○○ (○○기업 HRD팀장)

’16.02.24.

최○○ (○○은행 부장, 연수원 교육개발팀장)

’16.03.14.

장○○ (○○정보통신 본부장(이사) / ○○그룹 / 에너지
/ C&C IT개발팀장)

’16.03.28.

이○○ (○○전자 인재개발그룹장/그룹 비서실 상무)

’16.04.07.

원○○ (○○기업 상무, ○○인력개발원 글로벌교육팀장)

’16.06.02.

박○○ (○○ 파트너변호사)

’16.06.20.

나○○ (○○대 법무팀장, 전 법무법인 ○○변호사)

’16.07.15.

박○○ (○○생명보험 고객지원본부장)

’16.07.29.

소○○ (○○방재연구소 수석)

’16.08.08.

김○○ (○○일보 부장)

’16.09.22.

박○○ (○○대 명예교수)

’16.09.26.

김○○ (○○ 그룹교육담당 파트장 / ○○ HR교육원 교육본부장)

’16.10.10.



※ 정부 헤드헌팅 10호(안전처 미래재난협업담당관) :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내부 자원이 희소한 방재 분야에 00방재
연구소 수석을 발굴하여 영입

한편, 국민추천제를 통해서는 총 1,600명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11개 부처 13개(고공단
6, 과장급 7) 개방형 직위에 우수 민간인재를 영입하였습니다.

에만 국한되었던 반면, 현재는 ‘적극적’으로 인재발굴을 도입함으로써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가치선도적 전략
I 국민추천제 개방형직위 임용사례 I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범정부적인 인재발굴 성과창출과 적극적인 홍보는 인재정보담당관실을
넘어 전 부처로 하여금 민간인재의 공직 임용 및 인재발굴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선진국형 인재채용 시스

부처

직위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김○○ (○○대병원 병리과장)

’15.11.16.

고용부

전남지노위 사무국장

   박○○ (○○대 산학협력교수)

’16.01.27.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이○○ (전○○은행 부지점장)

’16.02.01.

고용부

의정부지청장

   김○○ (전 ○○L&C 상무)

’16.04.11.

방사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이○○ (○○대 겸임교수)

’16.04.18.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

   이○○ (○○양대 교수)

’16.04.25.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유○○ (전 ○○기업 전무)

’16.05.16.

두 번째로, 우수인재 공직영입 채널을 확대하였으며 민간전문가의 국가공헌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각 부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강○○ (전 ○○대 법대 교수)

’16.05.16.

처 수요에 맞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철저한 기획조사 및 삼고초려 등 마케팅 관점에서 적극적인 리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임○○ (전 ○○기업 상무)

’16.06.01.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김○○ (○○대 의대 교수)

’16.06.03.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이○○ (싱가포르 도시개발국)

’16.06.13.

미래부

대구우편집중국장

   이○○ (전 ○○기업 상무)

’16.06.20.

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이○○ (전 ○○대 총장)

’16.10.01.

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소극적’ 인재관리 체계 유지 및 DB 관리 위주의 지원 기능

개선

⇨

‘적극적’ 인재발굴을 통한 가치선도적 전략기능

크루팅을 수행하였으며, ‘타깃 리크루팅’을 통해 후보자 발굴부터 공직 지원 설득, 그리고 최종 임용에 이르기
까지 1:1 caring의 정성적 관리를 통해 2016년 10월말 현재 민간스카우트(정부 헤드헌팅)를 통해 11개 부처 13
개(고공단 2, 과장급 11)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민간인재를 영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입직 대상자

임용일

※ 국민추천제 11호(국토부 도시재생과장) : 싱가포르 도시개발국 공무원 출신의 글로벌 도시계획 전문가로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직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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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민간스카우트 및 국민추천제 등 적극적 인재발굴은 정성적 성과와 함께 정량적인 성과도 창출

중앙부처 I 조달청

하였습니다. 그간의 인재발굴 성과를 예산으로 환산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10월 현재 민간스카
우트와 국민추천제로 총 26명의 우수 민간인재를 발굴·영입하였으며, 이들을 민간 헤드헌팅 업체를 활용하
여 임용하였을 경우 건당 약 3천만 원(민간 헤드헌팅 업체 시장 연봉의 약 30%)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총 약 7억 8,000만 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장려상

정부조달 적용 인증 대폭 축소로
조달업체 부담 경감

(인사혁신처장 표창)
26명(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재 수) X 3,000만 원(민간헤드헌팅 업체 활용 시 비용 ; 민간 시장 연봉의 30%) =
약 7억 8,000만 원 절감 효과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재정보담당관실은 첫 번째, 글로벌 인재와 이공계, 여성 인재 등 인적
자원이 희소한 분야의 중점적으로 인재 발굴 및 영입을 추진해 나가고,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우수인재 공
급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수요기관 및 임용자 대상 정부헤드헌팅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 인재발굴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개방성과 전문성, 나아가 정부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켜 나
갈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공공조달시장에서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
고,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스컴 등
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인증제도 (certification) :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인증을 활용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인증제도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 11월에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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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및 과정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인증

공공조달에는 인증제도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인증을 획득하여 공공조달에서 경쟁력을 높이려
는 조달업체, 인증기관, 입·낙찰 평가에 인증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인증관련 주요 당사자이다. 인증을 취

중복 보유요인을 없애고자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선정 시 적용하는 인증점수를 축소하였다. 기존
에는 인증보유 여부로 10점을 평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7점으로 축소하고 2018년부터는 배점제에서 가
점제(최대 +2점)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이 우수한 조달기업은 인증이 없이도 조달시장의 공급자로

득한 기업과 미취득한 기업 간 이해관계 상충,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조달물품에 대한
실제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품질확보 애로 등이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반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전 절차로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무조정실, 조달청, 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증제도 개선방안 설

선정될 수 있다.

명회를 개최(’15.5.) 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16.8.)
현황
•인증 보유 여부가 납품업체 선정을 좌우
-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보유에 과도한 점수 부여

개선

아울러, 인증제도 개선방안 시행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인증제도 평가

•평가시 인증점수 축소

⇨

* 인증없이 낙찰받은 기업 10% 수준(해당입찰)

10점(기본항목)
현행

⇨

7점(기본항목)

⇨

신인도(가산점,+2점)

’16년

’18년

•인증 대신 품질검사, 수요자 만족도 등 평가강화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2016년에는 인증평가 배점을 축소(10점→7점)하였으며, 2017년에는
공공조달 평가에 적용하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줄이는 한편, 2018년에는 인증평가 항목을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인증 없이도 중소기업이 낙찰 되도록 개선

⇨ 벤처 등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둘째, 다다익선(多多益善)식 인증 중복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였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업체 선정 시 우
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고, 종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부여했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는데,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현황
•인증이 많을수록 고득점 부여
•자격심사 등에 25개 인증 활용
* 법정인증 19개(신기술, KS 등), 민간인증(건,K,Q) 등 6개
* 기술, 성능의 차별성이 낮은 인증 다수 포함

개선

공공조달에 적용하는 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200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15만여 개의 인증이 10만여 개로 감소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조달업체의 인증수수료, 시험비 등을 합쳐 향후

⇨

•가장 높은 인증 1개만 점수 부여
•평가대상 인증을 13개로 축소

2~5년간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에 꼭 필요한 인증만 우대

⇨ 인증 획득, 유지비용 부담 과중

⇨ 인증 중복 보유 요인 제거

•인증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유효기간내 1,000여 억원)

기대효과

•창업·중소기업 등의 빠른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

셋째,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대체를 허용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 부담이 적
은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최대한 갈음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조달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2~3개 인증을 취득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1년 이상
현황
•일부 물품은 입찰 때 KS 등 인증요구
*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규격인 KS, 단체표준 인증 요구
⇨ 창업 중소기업의 빠른 시장진입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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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이 소요되었으나, 개선이후에는 가장 우수한 인증 1개만을 우대함에 따라 6개월이면 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할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등이 보다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여 판로 개척이 가능

  - 국민 건강, 안전에 중요한 물품은 제외

하게 된다.

⇨ (인증) 200~300만원→(시험성적서) 30~60만원으로 절감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ㅣ   

81

중앙부처 I 행정자치부

장려상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해묵은 규제혁파

(인사혁신처장 표창)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사례 >
① 과도한 접도구역을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18배부지 확보(’14.11월, 경기토론회)
② 그린벨트 내 노선버스차고지 종합정비 허용, 전국적 145억원 절감(’14.12월, 부산·울산토론회)
③ 60년 주민숙원인 동해안 軍 경계철책 26개소 14.8km 철거 추진(’15.1월, 강원토론회)
④ 보호가치 낮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1,172억원 신규투자(’15.3월, 전남토론회)
⑤ 중소기업 입찰참가 진입장벽 개선 등 기업 건의과제 해결(’15.6월, 경제단체토론회)
⑥ 층수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내장산호텔 재건축 추진, 60억원 경제효과(’15.7월, 전북토론회)
⑦ 산업단지 캐노피 규제완화를 통한 61천개 기업 공간활용성 증대(’16.4월, 충북토론회)

❶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14.11.13., 고양시 일산 KINTEX)
경기지역 토론회에서는 흑연 가공 시 발생하는 카본가루를 재활용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토록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불합리한 도로(부체도
로) 접도구역을 해제하여 가용 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하나의 공장이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 제2종
주거지역 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던 부지의 규제를 개혁하여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부천시와 해당기업이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토론회를 통하여 기업투자 1,610억 원, 일자리 748개, 기업매출 연간 100억 원
행자부는 지역의 해묵은 규제애로 사항을 중앙부처, 지자체가 협업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볼 때까지 끝장토
론으로 해결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해결과제가 전국에 확산되는 규제개혁 나비효과로 유사사례가 동시에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포천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의
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51.76㎢의 접도구역 해제라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내었다.

해결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규제혁신토론회는 지역별 핵심테마를 선정하여 지역맞춤형으로 해결하여 시·군·구 권역별 특화규제·
생활규제를 개선해 오고 있다. 토론회는 행자부장관, 시·도단체장, 중앙부처 담당 국장, 시민, 공무원 등

NEWS

●●●

<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

3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지역별로 순회하여 8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70여 건의 규제를 해결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한 규제개선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였다. 규제개선 과제 해결에 대한 중앙부처의 시
각차가 존재하여 토론회에 중앙부처 국장의 참석에 소극적이고, 해결과제 검토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
를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과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MOU 체결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중앙부처 국장급이 현장 토론회 참여하도록 행자부 간부의 적
극적인 독려(방문, 전화 등)로 참석을 이끌어내었고, 과제 해결 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협조하였다.
앞으로도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토론회 개최,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현장 맞춤형으로 해소하
고, 국민생활 불편규제, 지방공기업 규제까지 확대하여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역
의 해묵은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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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표 개선사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 I

l 부산·울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l

A전기(주)의 공장부지는 1969년 공장 승인 당시 공업지역이었으나, 1976년 건설부고시 제37호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양분됐다. 즉 공장부지(24,569㎡)가 준공업지역(11,989㎡)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12,580㎡)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후 공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통합생
산라인 설치를 위해 공장의 증·개축을 시도했으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의 증·
개축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기
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규제해소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
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불합리해진 경우 도시기본계
획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 지역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2015년 1월 27
일)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3월)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4월)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
구단위계획) 결정고시(4월~5월)를 하게 됐다. A전기(주)는 공장 증·개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향후
약200억 원의 연매출 증가, 100여 명 고용창출, 연간 7억 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어 부천시의 기업경
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대표 개선사례) 재사용 공업용수(중수도) 수질기준 개선 I
기업체에서는 각 사업장에 중수도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공장용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나 ’15년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으로 기업에서 재활용하는 공업용수는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기준을 적용해야했다. 개별기업은 제품생산에 적정한 수질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공장 내에서 자체 재활용하는 냉각수, 공정수 등을 중수
도 수질기준으로 적용하는 기업의 애로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장토론회를 통해 개별기
업이 제품생상 공정실정에 맞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하도록 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공업용수 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❷ 부산·울산지역 규제개혁 토론회(’14.12.1., 울산시청 대회의실)
부산·울산지역 토론회에서는 부산 녹산·신호·화전 산업단지 내 고형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 울산 석

[ 재사용 공업용수(중수도) 처리공정 및 수질기준 ]
중수도 공정 개요

재처리(산, 알카리 필터 공정)

유화학공단 내 보일러 가동 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개선, 재사용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 합리화, 그린벨트에
입지하고 있는 공영차고지에 자동차 종합정비업 입지허용, 상수도 보호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제한
완화, 폴리에틸렌 드럼 재활용업의 울산 미포 국가산단 입주제한 해소 등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규제 애로사
항을 중점 개선하였다. 토론회를 통하여 동일공장 내에서 재활용한 중수도는 자체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합
리화함으로써 해당기업은 시설투자비 100억 원 및 연간 운영비 4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의
141개 동종 기업에 규제개선 효과가 적용되었다. 토론회의 과제들이 해소될 경우 기업투자 626억 원, 일자리
80개 창출, 기업생산비용 410억 원 절감 등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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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강원지역 규제개혁 토론회(’15.1.16., 양양군 낙산코레일 연수원)

I (대표 개선사례) 동해안 지역 군 경계철책 철거로 관광 활성화 I

강원지역 토론회에서는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 해제로 지역주민 토지이용 애로
해소, 동해안 지역 軍 경계철책 철거(26개소 14.8km 철거), 춘천시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입지 불부합 해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동해안지역은 군 경계철책이 폭넓게 존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등 동해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애로사항을 중점 발굴·개선하였다. 토론회를 통하여

관광산업 저해 등의 이유로 고질적인 민원이 빈번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6개 시·군 해안선 401km 중에

60년간 지역의 해묵은 규제였던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 논의가 이루어졌고, 작전성 검토 결과 감시 장비로

서 210km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軍경계철책 철거 요청 시 관할 군부대 협의 절차가

대체가능한 지역 26개소 14.8km의 철책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에 양양, 고성 2개 시·군 560m의

매우 복잡하였다. 각 사단(대대, 연대)→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 승인(최소2~3년 소요)에 장시간이

철책을 철거하였고, 2016년 나머지 14.2km의 철책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가원 동
해안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가 예상되며 약 2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소요되며, 군 작전성 검토를 위한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시설배치 편
면도, 시설단면(입면)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 구비서류는 6종이나 되었다,
또한 철거비용, 고가의 감시장비(CCTV, 열상감시카메라) 설치비용 및 유지비가 원인자부담(지자체)으로 되

ㅣ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 업무협약식 ㅣ

어 있어 철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행자부와 강원도는 철책철거를 위해 합참 및 관할군부대와 수차
례 실무회의, 관계기관 MOU체결 등으로 철책 철거를 최종 협의했다. 이윽고 행정부장관, 국방부장관, 강원
도지사, 6개 시장·군수, 22·23사단장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국방부는 민생 경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철거하도록 협의기간을 단축 및 간소화(일괄심
의)하고, 철거 후 유지관리비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는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표준 감시장비 설치
후 관할 군부대로 감시 장비를 이관하기로 협의했다. 6개소 1.2km 구간이 철거 완료됐고, ’16년까지 18개소
13.1km 길이의 철책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두 22조 원대의 경제유발 효과 및 연간 4,000
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기본
개방구간
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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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15.3.25., 여수엑스포 컨벤션홀)

I (대표 개선사례) 선박제조업 조달입찰 참가자격 개선 I

전남지역은 리아스식 해안(해안선 6,743km, 전국의 45%)과 다도해(2,266km2,해상국립공원의 71% 해당)
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해안지역이다. 현장토론회를 통해 전남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531㎢(수보구역의
53% 해당)로 해양지역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지난 35년 동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상국립공원, 어민 관련 규제의 해소를 통해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푸른중공업(주)는 내륙지역인 대불국가 산업단지에 육상 선박건조 설비를 갖추고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 등
을 생산한 후, 특수차량으로 운반하여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진수가 가능하나 선박제조 수주 조달입찰 시 해
안지역의 선박제조업체가 필요한 상가선대(선박을 인양하여 해상에 진수하기 위한 작업대)를 필수 생산설비
로 요구하여 내륙지역 선박제조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해안지역에서는 선박을 제조한 후 진수

ㅣ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현황 ㅣ

하기 위해 상가선대가 필수적이지만 내륙에서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진수가 가능하므로 상가선대가
필수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륙에서 선박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선박제조 조달 입찰시 상가선대
를 필수 생산 설비로 불합리하게 요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었다.
토론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하여 선박제조업 직접 생산기준인 상가
선대 설비기준을 개선하여 진압장벽의 규제를 해소하였다.

[ 육상건조 후 육로운반 크레인 진수 ]
육상 운반

크레인 진수

❺ 전북지역 규제개혁 토론회(’15.7.10.,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
전북지역 토론회에서는 산악관광비스니스 활성화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리산 산악철도(궤도) 설치제한 완화,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규제해소(10층 규모로 신축
이 가능토록 규제개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매년 재정비하게 하였으며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제한 완화 등 산악관광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토론회를 통한 규제개선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투자 700억 원, 180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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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지리산 산악철도(궤도) 설치제한 완화 ㅣ

❻ 경제단체 규제혁신 대토론회(’15.6.13.,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경제단체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
회의소(프랑스, 독일, 유럽) 대표자가 참여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규제 완화, 단순 포장업에 대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무 개선, 부속품 및 AS제품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규제 완화, 과도한 납품실적 요구 등 공공기관
의 입찰참가 진입장벽 규제 개선, 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입지규제 개선, 지자체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지연 행태규제 개선, 주택개발사업 추진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관행 개선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ㅣ경제단체 규제혁신 대토론회 ㅣ
경제 4단체가 지역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10가지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행정자치부

+

외국상의

경제단체와 함께푸는 규제혁신 大토론회
•현장 해결 과제
•추가 논의 필요과제
•장기적 해결과제

※ (애로사항) 총 18km 중 3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산악철도 설치불가

⇨

중앙부처

마음놓고 토론하는

주민·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
경제단체

지자체

공론장 마련

I (대표 개선사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 관광호텔 투자 I
I 경제단체 규제혁신 대토론회 논의사항 I
내장산관광호텔은 1981년 준공되어 25년 동안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처였던 곳이다. 그러나 회사부도
로 경매에 나온 것을 이 지역 해동그룹이 10층 규모의 5성급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매입했다.

구분

주요 논의과제

기존 건물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체 및 신축을 결정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4층까지

검토분류

향후조치

규제

해결가능

② 병행수입 확대로 인한 애로

비규제

현장종결

③ 화관법 포털 사전 미구축 애로

비규제

현장종결

④ 리스자동차 취득세 이중 과세 애로

비규제

현장종결

①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제한 완화
한불상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제성을 위한 10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30,000㎡ 이상 규모의 지
구단위 계획 수립 중에 호텔부지 일부(4,424㎡)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호텔 신축이 불가능했다.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도시 관리계획 지침’ 검토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토론결과

1세션

한독상의

답변을 얻었다. 보전산지 비율은 대상부지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이므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지정에 의한
호텔신축이 가능, 보전산지 해제 없이 활용가능하다

유럽상의

⑤ 단순 포장업에 대한 화장품제조업 규제

규제

해결가능

외투기업

⑥ AS제품 포장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 규제

규제

장기검토

⑦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환경부 소관 삭도 및 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는
     장기검토)

규제

추가 논의 후 해결
/일부 장기검토

⑧ 화학물질관련 환경규제 개선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개선은 장기검토)

규제

추가 논의 후  해결
/일부 장기검토

는 유권해석을 얻어 관광호텔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00억 원(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5성급 호텔 신축으로 약 200여명의 일
자리 창출, 60억 원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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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모니터

⑨ 도서정가제 시행 전·후 충분한 논의/분석 필요

비규제

현장종결

⑩ 기부채납 대상토지에 대한 향후 관리

비규제

현장종결

규제

추가 논의 후 해결

개선사례 ① : 산업단지 내 캐노피(차양) 건축 규제 완화
캐노피(차양)은 건축물에 돌출되는 소형지붕으로 비가림, 낙하물 충격 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산

3세션

파워블로거

⑪ 게임 등급분류제 개선

청년창업가

⑫ 창업지원업종 다양화/절차 간소화/무상지원

비규제

현장종결

⑬ 청년일자리 증대,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

비규제

현장종결

⑭ 불합리한 가구제품 검사(인증)규제

규제

추가 논의 후 해결

⑮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 개선

규제

해결가능

⑯ 입지규제 개선
    (법령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 조례)

규제

해결가능

⑰ 위원회 심의지연 행태규제 개선

규제

해결가능

⑱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관행 개선

규제

해결가능

홍익대
대학생

4세션

5세션

할 경우에 건축물 면적(건폐율)에 포함하고 있어 공장 증·개축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옥·전통
사찰·축사 차양의 경우 2~4m까지 건축면적에 불포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업단지 내 공장에서 물건의 승차하, 보조작업장, 이동통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캐노피 설치 시 1m를 초과

토론회를 통해서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서는 2m 이내 캐노피 설치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건축법 시행
령 제119조 제1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로 인해 비가림 시설, 이동통로, 물건 승하차 공간으로 활용되
는 캐노피를 1미터에서 2미터까지 건폐율에서 제외하여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1천개 기업의 공간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장 증·개축 등 기업투자가 촉진 될 수 있게 되었다.

[ 캐노피(차양) 건물면적 적용 제외 개선 전·후 ]
개선 전

개선 후

❼ 충북지역 규제개혁 토론회(‘16.4.25., 옥천군청 대회의실)
충북지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에서 「걷어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지역특화발전 규제
개선, 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충북지역 토론회를 통해 산업단지 내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6만
1,000여 개 기업의 공간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고,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1인당 100병 이내) 폐지로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이 직장출근으로 인해 집에서 받지 못한 등기우편물을 직

개선사례 ② : 국산와인 1인당 통신판매기준 폐지

장으로 수신지를 변경하여 받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우체국 방문수령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제조업자에게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을 100병 이하로

다. 또한 2~3개 열차에 집중 배치된 軍 전세객차의 주말 좌석수(열차당 50~180석)를 다양한 시간대의 열차

제한하였다. 와인농가의 상당부분 매출이 통신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석·설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로 분산·편성하여 일반국민의 KTX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규제 작용하였다. 이에 토론회를 통하여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 제한을 폐지하여 연간 4억 원 이상의 매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ㅣ 대청호 규제애로 현장 방문 ㅣ
[ 전통주 1일 판매제한 수량 폐지 ]
단위 :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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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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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년으로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한계치가 없는 유해한 물질이다. 슬레

지방자치단체 I 경상남도

이트는 이러한 석면을 8~14% 정도 함유하고 있는 석면함유 물질이다.

행복을 드리는
행복Dream주택 사업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노후화로 인한 국민건
강피해가 우려되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층의 경우 새 지붕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인식한 경상남도는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재정적 한계
를 극복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
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경과 >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10.14
참여기업 발굴(20개 기업)………………………………………………………………………… 2015.11~12월

1987년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국제암연

민관협력사업 MOU 체결(사업 지속추진 동력확보)………………………………………………… 2016.3. 3

구소는 인체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물질을 1군 발암물질, 즉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현금지정기탁 신청 및 현금기탁(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6.4~5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고시(2018-26호)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석면사

지원대상자 추천 및 면적조사……………………………………………………………………… 2016.6~8월

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WHO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9만 명이 석면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대

민관협력사업 및 참여기업 대도민 홍보(가로기, 동영상 표출)… ………………………… 2016.5.23~6.12

표적인 3대 석면질환으로는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이다.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 시행… …………………………………………… 2016.9~10월
민관협력사업 성공적 정착 기원 현판식 개최… …………………………………………………… 2016.11.15

ㅣ 석면의 노출량과 석면질환 ㅣ

▲석면노출량

석면폐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을 집

폐암

행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남광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기업이 지붕개량에 참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선순환구조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상

흉막반

자가 슬레이트주택에 거주하는 교육급여,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이며, 중위소득 43% 이하 세대는

중피종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기별(3, 5, 7년)로 경·중·대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0

20

30

40

50

잠복기간(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차별화하였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새 지붕 설치는 기업의 지정기탁금으로 추진하며, ㈜한
국남동발전 등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세아창원특수강, 두산중공업(주) 등 도내 환경오염물질을 배

※ 2A군 : 암을 일으킨다고 추정되는 물질, 2B군 :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출하는 사업장 20개 기업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7억 2,000만 원의 지정기탁금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240동을 개량할 계획이다. 2016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슬레이트

석면은 물리·화학적으로 우수하여 4,000년 전부터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널리 사용되었으며, 직경이
0.02~0.3㎛(머리카락 1/5,000)의 섬유다발 형태로 부유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착되고, 잠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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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관협력사업 참여기업 및 지정기탁금 I

I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I
(단위 : 천원)

지정기탁

기업체명

금액

기간

지정기탁

기업체명

금액

기업체명

기간

지정기탁
금액

15,000

5년

KAI㈜

3,000

1년

5년

㈜페트로코너지

10,000

5년

BAT코리아

3,000

1년

250,000

5년

㈜화승R&A

10,000

5년

세방전지㈜

3,000

1년

45,000

5년

㈜피제이켐택

10,000

5년

고성군상공협의회

3,000

1년

718,500

한국남동발전㈜

250,000

고성그린파워㈜
두산중공업㈜

구분

적용

맞춤형
급여

기준중위소득

기간

넥센타이어㈜

20개 업체

(단위 : 천원)

현대위아㈜

30,000

5년

현대로템㈜

9,000

3년

삼강엠앤티㈜

3,000

1년

한국철강(주)

25,000

5년

㈜세아창원특수강

20,000

1년

㈜태창이엔지

2,500

1년

한국지엠㈜

20,000

5년

한화테크윈㈜

5,000

1년

㈜화승T&C

2,000

1년

비율

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
복지
한부모,
대상자
선정 한부모 조손
기준 가족 청소년
한부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33,849 6,016,265 6,828,680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16,925 3,008,133 3,414,340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16,925 3,008,133 3,414,340

52%

844,912 1,438,634 1,861,090 2,283,546 2,721,601 3,128,458 3,550,914

60%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40,309 3,609,759 4,097,208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고취, 기업이미지 제고,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였고, 서민주거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복지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하는 등 서민복지를 강화하였으며, 민간참여를 통해 재정적 한계
를 극복하였고, 석면슬레이트 조기 철거로 도민건강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등 하나의 환경정책으로 환경문
제, 사회복지문제, 노후주택 안전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MOU 체결을 통해 참여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슬레이트의 안

I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지원물량 I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정기탁금(천원)

718,500

180,500

136,000

136,000

133,000

133,000

지원대상(동)

240

60

45

45

45

45

전한 철거 시연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또한 현판식을 통해 민
관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민과 관이 상생 발전하는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기대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현장에서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관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기업이 확대될 수 있었으며, 혜
택을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의 증가로 서민주거복지가 강화되었다.

새 지붕 설치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향유한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편과 방문을 통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하였

ㅣ 민관협력사업 MOU체결 및 슬레이트지붕 철거 현장 시연(2016.3.3) ㅣ

다. 지원대상자는 복지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부서 간(환경부서, 사회복지부서) 칸막이로 인해 시군
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와 도 환경정책과의 석면건축물 전수결과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교차검
증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사회복지부서에 협업을 요청한 결과 복지대상자 4만 1,858건, 슬레이트 건축물 21만 1,218건
을 교차 검증하여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 1,054동을 추출하였고, 자가, 임대, 무허가,
실거주 등을 현장검증을 거쳐 자가가구 386동, 임대가구 541동 등 지원대상자 927동을 확정하였으며, 이 중
자가가구 386동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는 지원대상 386동 전체를 개량하기 위한 부족한 재원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공자
표창 및 기업홍보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민관협력사업에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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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거주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동 사업이 환경부 주관 국고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환경정

하는 임대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

책과로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7년부터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

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체 자원봉사단과 저소득층을 연결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된 모든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건축부서의 철거율 97%가 환경부서의 철거율 131%

활성화시키고, 장판교체와 도배 등 추가적인 수혜를 제공하는 한편, 협약기간인 202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로 상향되어 수혜세대가 확대되고, 주거급여사업, 새뜰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에 탄력적으

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 재정투

로 대처할 수 있어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조기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을 통해서라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실현할 것이다.
민관협력사업으로 혜택을 본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급여를 받고 있는 이○○ 할머니(83세, 독거노

ㅣ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일원화 체계도 ㅣ

인)는 슬레이트 지붕이 오래되어 장마철이나 비만 오면 천정에 비가 고여 곰팡이가 생겨 생활에 불편이 많았
지만 지붕을 새로 이을 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민관협력사업
으로 지붕철거에서 개량까지 지원해 준다면 신청하겠냐고 해서 신청했더니 철거업체는 오전에 오고, 개량업

[사업구분]

[소관]

[대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개량

농식품부

주택개량

자치단체
(농어촌)

빈집정비

자치단체

지붕개량 등

체는 오후에 와서 하루 만에 새 지붕으로 이어 주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식들이 있어도 살림이 넉넉지 않아
고쳐주지 못하고, 차상위 계층이라 국가에서 주거급여로도 도와주지 않는 노인네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지붕
을 개량해 줘서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이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진 기분이라며, 남은 여생 한 가지 시름은 놓
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민관협력사업 참여기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ㅣ 민관협력사업 첫 결실 (2016.9.3.) ㅣ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철거·처리]

[사업구분]

[소관]

[대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개량

농식품부

주택개량

자치단체
(농어촌)

빈집정비

자치단체

지붕개량 등

철거·처리
비용지원
(환경부)
2015년 기준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철거·처리]

철거·처리
비용지원
(환경부)
2015년 기준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끝으로 경상남도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민관협력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일원화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공유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건강피해를
예방하여 도민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 사
업이 타 시도로 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환경부 주관사업(순수철거)과 타 부
처 연계사업(지붕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량 등)을 2016년까지 환경정책과와 건축과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함
에 따라 행정처리, 예산집행 및 정산 등 행정력 낭비와 예산 집행의 탄력성 저하로 인한 국고 반납률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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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I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장려상

추진내용 및 과정

❶ 추진내용
•2013년 학교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 15개교 734면
- 대전서중학교(주차장 14면, CCTV 3대)

(인사혁신처장 표창)

•2015년 학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 3개교 138면
- 삼육초 40면, 느리울중 20면, 대전산업정보고 78면

추진배경
•
2016년 11월 현재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으로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드디어 2,000만 대를 돌파
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자동차 수 대비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도심지 골목길은 심각한 주차난
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과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희 구에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주
차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영주차장 1면당 조성비가 6,000~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2016년 학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 3개교 247면
- 대신고 154면, 제일고 62면, 가수원중 31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지역별, 시간대별 차량 쏠림현상과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의 가중되는 주차난 해
소를 위해 학교 수업시간과 관련이 없는 야간시간대 개방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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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과정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15. 9. 30. : 서구에서 관내 초·중·고·대학 68개교 대상으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협조 요청
•’15. 10. 16. : 신청서 접수(3개 학교)
•’15. 10~12월 : 현장방문 및 개방 협의(개방요일, 시간, 조건 등)
- 개방시간 : 야간시간 / 학교 수업시간 등 제외시간(17:30-07:30)

•’16. 1. 25. : 협약 체결(협약식 개최) 및 신문 홍보 등

•
2013년부터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수업시간 등 개방시간외 차량 미출
차에 대한 처리방법, 사고위험, 주변 환경적 여건 등을 이유로 개방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개방 시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설득하면서 3년여 동안 20여 차례 실무
•
협의 끝에 주차장 내 CCTV 및 보안등 설치, 주차면 도색 및 주차안내시설 설치,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이용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방을 유도하였고,

< 협약주요내용 >

야간개방 사건에 발생한 뺑소니 차량사고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에 서구와 학교 측에서 CCTV 확인 등을
•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유기적 협조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1조(목적) :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문화 확산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
•제2조(업무협력의 범위 및 내용) : 대상지, 개방시간 및 주차난 해소 공동노력
•제3조(협약의 변경) : 필요시 협약서 상호협의 변경
•제4조(효력발생) : 협약체결일부터 효력발생, 2부 작성, 각1부 보관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16. 2. 17. :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16. 3. 1. : 주민 무료 개방 및 홍보 현수막 홍보

•서
 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현저히 부족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내집주
차장 갖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1면당 조성비용이 6,000~9,000만 원 소요되
는 과다한 예산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

사업추진 절차
① 신청서 접수/연중

•학교장 신청 → 주차관리과

여 2016년까지 21개교 1,119면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는 주차면 1면당 조성비용 감안 시 672억 이상의 예
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서
 구는 매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방 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② 현지확인·분석/수시

•현장방문 대상지 확인

게 이용 안내 및 홍보는 서구가 추진하며 주차장 개방 등 관리는 학교에서 담당하게 된다.
•학
 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야간 개방함에 따라 함께 나누는 주차문화 확산 차원

③ 대상지 확정

•주차장 대상지 확정

④ 협약체결

•학교장과 주차장 개방에 관한 협약 체결

⑤ 주차장 조성공장 시행

•區에서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⑥ 주차장 개방

•개방 안내판 설치 및 주민 자율 이용

1 02ㅣ 2016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에서도 의미가 깊다 하겠다.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ㅣ    1 03

•근로를 희망하는 시니어계층의 일자리수요에 비하여 공급량 절대 부족

지방자치단체 I 부산광역시청

50+세대 일자리가 획일적인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시 재정 고갈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 없는 베이비부머·
노인 일자리 창출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재정지원 없는 민간 영역의 자발적 취업 및 고용 붐 조성 필요

추진내용 및 과정
•
’16. 5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울경본부와 협의, 부산의 대표기업 개별접촉 및 장노년일자리 창출 의
사 타진



- 민간기업 11(부산은행, 농협, 신세계백화점, 웨스틴조선호텔, 한국전력, BN그룹,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세정,
삼성전기, 르노삼성)
-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6

추진배경 및 필요성
•’16. 6월 초 : 장노년 일자리창출 협력기업 확정(민간6, 공사·공단6)
•’16. 6월 : 각 기업체별 창출 가능한 직무 개발 및 협의

•2016년 9월 부산시 노인(65세 이상) 인구비율 14.9%로 고령사회 진입
-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고(전국평균 12.9%)

•’16. 7월 : 베이비부머·노인 일자리창출 협약식 개최
- 부산광역시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기업체 대표 포함 14명 참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러시가 시작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부산시 베이비부머 인구 비율 16.2%로 역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고이며 전국평균 14.3%보다 훨씬 상회

•’16. 8월 : 각 기업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
•’16. 9월~10월 : 실무협의회 개최(2회) 및 진행상황 수시 협의

I 부산시 중장년 인구(행자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I

80,000
70,000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60,000
50,000

•베이비부머·노인 세대의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40,000



⇒ 60세 근로자의 생산성이 40대 근로자의 70% 수준이며 평균 급여는 50% 이하로 오히려 기업의 수익창

30,000

출에 유리

20,000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오히려 인원감축의 필요성 피력

10,000

1 04ㅣ 2016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64
세

62
세

63
세

61
세

60
세

59
세

58
세

56
세

57
세

55
세

54
세

53
세

52
세

50
세

51
세

49
세

48
세

47
세

46
세

44
세

45
세

43
세

42
세

41
세

40
세

⇒ 시니어계층 채용 시 정부의 각종 혜택 및 지원제도 안내(장년취업인턴제, 시니어인턴십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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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존의 베이비부머·노인일자리 정책방향 개선 I

주요성과
기존 정책
I 금융컨설턴트, 시설관리원 등 898개 일자리 창출 협의 I
민간 기업체

일자리 수(519명)

공사·공단

일자리 수(379명)

부산은행

339명

부산시설공단

230명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 편중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월 30시간, 활동비 20만원)

   민간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직무 발굴

- 베이비부머 일자리분야 정책 부존재

농협

110명

부산교통공사

50명

CJ 대한통운

20명

스포원

45명

웨스틴조선호텔

20명

부산관광공사

24명

한국전력

20명

부산환경공단

20명

신세계백화점

10명

부산도시공사

10명

추진 이후

- 우수한 베이비부머 자원을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근로 지원

- 각종 정부지원 정책 컨설팅으로 상호협력
- 단순 독려차원의 민간일자리 창출

   (시니어인턴쉽, 고령자친화기업 등)
- 꾸준한 관계유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 공동 인식

- 정확한 일자리 창출 시스템 부존재

- 취업연계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관리

I 주요 창출 직무 예시 I
직종명
근거리배송원
순회감사원

비고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 등을 배송
금융권 퇴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컨설턴트 및 자체감사 역할 부여

농촌일손도우미

농촌의 일손부족과 도심의 어르신인력을 연계

송전선 점검원

도심의 송전선 및 전봇대 안전점검 업무 수행

마켓 캐쉬어 등

백화점 및 마트의 계산대에서 소비자 구매물품 계산

시니어호텔리어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객실 정리,정돈

소상공인홍보원

아파트 등에서 관련지역 배달 팜플렛 등 배포

시니어보안관

도시철도 안전순찰 및 계도활동

시설관리원

해당시설의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 단순작업

주차관리원

주차시설에서 주차공간안내, 운영 및 관리

관광통역안내원
일상생활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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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I 전남 광양시

장려상

모든 체납 종이 한 장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인사혁신처장 표창)

문제점 분석
•
전국적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 중심이 아닌 행정조직 단위로
체납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과거 지방세(세정과), 세외수입(해당부서=전 부서), 환경개선
부담금(환경과), 주정차위반과태료(교통과) 등 분야별로 체납고지서나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였다.
분야별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사용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등
•
체납고지서나 안내문을 개별 수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는 모두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구분이 불필요한 사항이다. 즉 체납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로 체납액,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건건이 문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결하고자 광양시는
징수전담조직을 신설* 하여 운영하였다.
※ 광양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부서인 ‘특별징수팀’을 2015. 2월 신설함.

추진배경

추진내용 및 경과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일일이 문의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체
납을 종이 한 장으로 한 눈에 알 수 있는 원스톱 국민 맞춤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국민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구분이 무의미하고 단지 자치단체
•
에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여러 세입 형태는 민원인이 납부하는 데 많은 노
력이 필요하다. 개인별로 부과된 여러 세입을 알아보고 납부하기 위해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
로 관련 내역을 확인하는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불편함도 크다.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부과되어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개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거나 체
•
납액 납부 안내문을 해당부서별에서 발송하고 있는데, 우편물 홍수로 인해 납세(부)자 입장에서 보면 한
꺼번에 모든 체납내역을 안내받아 납부하는 적극행정 서비스가 요구된다.
자치단체는 체납액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늘어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별 협
•

•
지방세 등 미납된 여러 세입은 최초 부과부서에서 체납액을 독려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민원인
측면에서 보면 수 십장의 고지서를 개별 수령하여 분실, 중복, 기한경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장의 안내문으로 개인별 미납내역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
게 되었다.
현재 지방세는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정차위반
•
과태료는 새올행정CS 등 서로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체납액 납부 안내를 위해 개인별 체납통합을 추진하여 안내
문을 제작하고자 서로 다른 시스템(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를 포함 2~5개 정도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
음)의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 해결을 위한 직원 토론과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업의 새로운 행정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국민적 측면에서 보면 납부 편익 서비스지만 자치

•지
 방세정보화사업단, 세외수입운영지원단, 5800새올운영사업단의 질의와 도움을 받아 ‘체납통합 안내

단체 입장에서 보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특히 징수 제비용 절감이나 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큰

문’ 제작을 도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스템의 기본 자료 체계가 달라 통합은 불가능하여 자체적인 프로

도움이 된다. 즉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능률성이 제고된다.

그램 도입을 검토하였다. 즉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문’ 출력 프로그램을 도입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엑

•종
 이 한 장으로 모든 체납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시·군·구의 여러 세입 체납에 대한 납부자별 안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납부협력비용 절감 등 국가적 비용 절감과 특히 건전한 납부문화조성 및

셀자료를 활용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 처음에는 수기로 처리하였으나 프로그램 도입 후 전산화하여 업무 효율화 도모

자차단체의 안정적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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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015년 8월

2016년 2월

2016년 3월

엑셀자료 활용

엑셀자료 편집

•
통합출력프로그램
도입(4,500천원)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

메일머지출력

인쇄업체 출력

•모
 든 제세입 체납
통합 안내

(세외수입 + 지방
세 + 환경부담금)

여러 체납을 통합하여 안내문을 작성한 출력화면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기타특별회계 등 광양시 모든 체납액을 납세자별로 통합하는 안내
프로그램 도입으로 징수 제비용 절감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원스톱 납부편익 제공을 목
표로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즉 여러 체납에 대한 납부자별 통합안내를 ‘종이 한 장의 안내문’으로 간편하
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개별 프로그램에서 체납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등록번호 기준 개인별 통합 안내문 출력
※ 제세입 체납통합 프로그램: 세목, 납기, 부과연월, 부과대상, 가상계좌 등 통합내역 조회·인쇄 가능

양식지 출력 화면

A4 출력 화면

•「제(諸)세입 체납통합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납통합 안내 서비스 개요
-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엑셀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지방세, 세외수입(주정차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특별회계 등 체납자료/ 일반부과 시(다량 부과건) 적용 가능

자료 읽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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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I 충청남도 서천군

통합 안내로 인해 체납고지서 제작과 우편료 절감 등 제작비용이 줄었고, 고지서 출력으로 산출하면 1회당
1,100만 원의 징수제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연 4회의 통합안내로 계산하면 총 4,400만 원의 예산 절감효
과가 나타나고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장려상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발,
전국최초의 희망택시

(인사혁신처장 표창)

구분

국민 납부편익 제공

징수비용 등 절감
- 광양시 기준(1회 발송시)

추진 이전(As is)

추진 이후(To be)

지방세 등 체납발생 시 관련부서 각각
방문, 전화상담
•협력비용↑·행정불신

한 장의 안내문 시군구 여러 세입 체납액
알 수 있음
•납부편익↑·국민 알권리 충족

•고지서(체납)로 발송
- 13만건, 49백만원

•통합 안내(38백만원 절감)
- 3만건,  11백만원

•부서별 개인별 안내
- 46천명, 17백만원

•통합 안내( 6백만원 절감)
- 30천명, 11백만원

것이다. 문제는 단순하지만 그 해결은 간단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전국 농어촌지역의 해묵은 숙제로 남겨져

•전국 시행 시 절감효과 극대화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1차원적인 해법은 해당 마을에 버스를 운행시키는 것 이지만, 그것은 막대한 예산 투

희망택시의 출발은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가 그

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세
 외수입 체납액 징수액만 보면 2015년 시범실시로 인해 2014년 6억 7,000만 원에 비해 2015년에는
18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에 비해 12억 1,000만 원을 더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자치단체의 체납액에 대하여 개인별 전체 내역 안내로 납부(세)자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기존에 잊고
•
있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집중 납부안내로 납부 의식이 크게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국민적 납부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2013년 6월말 전체인구 5만 8,000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 7,000명으로 29.4%나 되
는 초고령사회 진입도시이다.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농어촌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먼저 인구밀도가 적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작은 마
을까지 큰 도로가 들어서지는 못하기에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는, 노인인
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국가이지만, 절대 다수가
그 대상은 아니며, 특히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군에서는 좁은 도로를 다녀야
하는 차량, 즉 소형버스 및 택시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형버스는 당시 서천여객의 버스 28대 중 1대
가 있었는데 호응이 좋지 못하였다. 이유는 출입문이 하나여서 승하차 시 승객이 불편하다는 점과 일시적으
로 많은 손님이 승차해야 할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이 미친 게 택시였고,
택시가 버스처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를 왕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게 서천군의 생각이었다.
먼저, 서천군에서는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회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 이용객은 노인이며 주 행선지는 전통시장 및 병·의원임을 알아내었다.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천군에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수요응답형 택시 시범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3개 마을에 대하여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운행을 실시하였다.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동 사업은
이용 주민들의 칭찬과 환호로 잘 되가는 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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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발 「희망택시」
추진목표

실행과정
지역여건, 교통복지와 비용문제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도 운행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부담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자”

오지마을 주민 교통권 보장 및 복지 향상
▶현재 추진상황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주민 이동권 보장

희망택시

추가비용

도입

발생요인 제거

노인, 장애인등

전통시장

교통약자

이용으로

편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 16개 마을 23개의 택시로 시작하여
현재 33개 마을 33대의 택시로 운행중

담당부서에서는 몇날 며칠을 현행법규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한 후 택시 고유의 안에서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에 따른 서천군의 손실보전금이 서천

운행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기부행위)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더 이상 군 예산 지원이 어

관한 사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마침내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택시 운

려워진 것이다.

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제처, 국토교통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례안 자문을

즉, 수요응답형 택시는 면소재지까지 이동할 경우에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택시 1대당 100원, 읍 소재
지까지 이동할 경우엔 버스 기본요금을 받고, 그 이상 발생한 요금은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
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마을 후원회 및 출향인사의 지원금으로 주민지원을 할 수밖
에 없었다.
또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택시 자체가 대중교통이 아니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서천
군의 수요응답형 택시는 현행법에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천군의 수요응답형 택시는 운행 2개월 만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에서는
수요응답형 택시만이 우리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주민 이동수단이라는 확신과 소신을 버릴 수 없었다.

의뢰하였다. 각 기관에서의 회신은 적합하다는 것이었고, 2013년 6월 “희망택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
계획을 입안하여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희망택시는 마을회관과 승강장의 거리가 1km 이상이며, 마을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20명 이상 수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전담택시 1대를 선택, 합의를 통해 운행시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희망택시에 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용 주민의 만족도는 최상이었고, 많은 신문과 방송에 잇따
라 보도됨은 물론, 전국 지자체 및 2014년 6.4지방선거의 입후보자로부터 희망택시 제도 도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한동안 관련부서에서는 밀려드는 전화문의와 벤치마킹 협조요청으로 홍역을 치뤄야 했다. 서천
군에서는 희망택시는 우리 군이 최초 시행이지만, 결코 서천군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전국의 지자체에
파급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각 지자체 및 입후보자의 벤치마킹에 최대한 협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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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현재는 100원택시(전남), 행복택시(하동군), 별고을택시(성주군), 섬김택시(예산군) 등 이름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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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00원이라는 공통점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운행택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도입해 운행 중이다.

•정성적 측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 도모

인구감소 및 자가용
승용차 증가 등으로
인한 농어촌버스 운행의
비효율성과 자치단체
제정부담 경감

2013년 6월 16개 마을, 23대의 택시로 시작한 서천군의 희망택시는 2016년 7월 33개 마을 33대의 택시를
운행하여 누적 운행횟수 4만여 회, 이용주민 11만 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오지마을의 발로 자리매김하였
다. 2016년 7월까지 서천군의 예산지원액은 3억 1,293만 9,000원으로 농어촌버스에 비하여 연간 1만 1,800
만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전통시장 및 병의원 방문에 따른 소비 촉진, 택시기사의 소득증대로 자연스러운 지역경
제 선순환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특히 서천군에서는 농어촌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천군 기벌포영화관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병의원 이동권
보장

운송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 증가

건립되어 운영(2016.1.9.)함에 따라 희망택시를 이용한 영화관 이용으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군민들
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오지마을의 운행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제조사 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희망택시 운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적 측면
●지자체 대중교통 난제 해결
-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조례) 마련

•지방자치법(운수업체 재정지원 사무에 관한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마을택시
운행계통의 문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 공직선거법(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기부행위)위반 난제 해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주민에 대한 이동권 확보는 서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의 공통의 화
두였다. 버스를 대체하는 운송수단으로 택시를 생각해 낸 지자체는 많았으나,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고민을 해결해 주었기에 이런 반응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
니었다.
또한, 국회 정책토론회의 모범 교통정책으로 소개되었고, 2013년 안전행정부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
었다. 특히 전남도지사의 대표공약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 대중교통부서에서 단체로 서천군을 방문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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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I 국민연금공단

장려상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로 장애인의 편익 증진

(인사혁신처장 표창)

2. 추진내용 및 과정
공단에서는 몸이 아픈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떤 것일까 고민한
끝에,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심사 발급대행 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한 장
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심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 진료기록지 등의
필요한 심사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드리는 서비스로서, 장애인이 심사자료를 직접 발급받
아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이 2~3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고 장애인 한 명당 약 1만 4,000원, 연간 6억 원 이
상의 심사자료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 추진배경

연도

2014년

2015년

2016. 9월까지

서비스 제공인원 (금액)

34,275명 (6억)

44,514명 (6.6억)

36,520명 (5.2억)

특히,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국회 및 기획
재정부 등에 서비스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2014년 7월부터
80명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연간 23만 명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심사서
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의 불편과 의료기관 서류발
급 비용 부담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불편과 부담을 덜어 드리는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3.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장애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 사례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단 직원은 의료법상 장애인의 대리인 신분이므로 심사서류 발급대행을 위해서는 동
의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야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이러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분증 사본 제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되어 2014년에
는 7,276명 그리고 2015년에 3,969명이 공단의 발급대행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
민연금공단의 심사자료 발급요청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법 등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
류발급 협조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공단은 법률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내리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설
명·설득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2년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국회에서 2015년 2월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15년 12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드디어 개정법률
안이 통과되어 2016년 6월 30일자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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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서비스 이용이 획기적으로 편리해 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3개월 만에 전년대
비 1.7% 상향되어 서비스 제공 건수로는 2015년 4만 4,515명에서 2016년 4만 8,690여 명으로 9% 향상이 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지자체에 제출하는 「장애인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서비스 동의서에 본인 서명 한 번만

상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에 공단의 발급대행 동의가 포함되
어 제출되는 비율이 47%에 이르러, 공단 출장업무가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으로 공단의 발급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ㅣ 법률개정 주요 내용 비교 ㅣ
구분

개정법률 시행(2016.6.30) 前

신청서류
간소화

•본인이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류발급
의무

•공단의 심사자료 발급요청에

동의서 구비
서류 확보방법

개정법률 시행(2016.6.30) 後

⇨

•동의서에 서명 한번이면 OK

⇨

•공단의 발급요청에 대한 의료기관의

•장애인등록 신청서 접수시 지자체에서

위임장·신분증 사본과 함께 접수

⇨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

⇨

•FAX 또는 우편으로 가능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대한 의료기관의 발급 의무 규정 없음
•공단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발급 의무 규정화 (의료법)

사전 동의서 구비

읍면동에 비치한 홍보용 리플릿

또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단의 심사자료 발급요청에 대한 의료기관의 협조체계
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단이 장애인 가정 방문을 통해 받아 오던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서를 지
자체에서 장애인등록신청서 접수 시 사전에 제출받아 공단에 제공하도록 동의 절차를 개편하여 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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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고민의 시작

공공기관 I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사업자의 믿음직한 파트너
에서 예비창업자의 길라잡이까지

장려상

조정원이 최근 3년간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신청인이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경우는 전체 처리 사건
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별도 지방사무소가 없어 이들의 조정절차 참여가 쉽지 않았다.
또한, 주요 창업루트로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 분야의 경우 가맹점 매출현황 등 창업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가 존재하나, 예비창업자가 해당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지

(인사혁신처장 표창)

못하고 오히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창업하였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
여 2007년 설립되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무료로 조정

적극행정 사례 Ⅰ – ‘찾아가는’분쟁조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정절차의 공정성 및 신속성 등 다양한 장점 덕분에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

조정원은 지방 소재 중소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조정에 참여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생업활동에 미치는

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6년까지 매년 약 4,000개 브랜드의

영향도 최소화되도록 지방소재 사업장들의 인근 주요 거점도시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으로서 지방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다.

에 소재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편리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 모든 분쟁조정 사건은 법률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있음

ㅣ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 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조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지방소재 회의실
등에서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서 분쟁사건의 심의장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신청 / 조정의뢰
(신청인)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청취하
소제기

사실관계조사

신청취하

분쟁조정협의회

소제불명

아울러 조정원은 지방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및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행사도 함께 추진하
였고, 법률상담 과정에서 조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요령을 안내하여 도움이 필요한 중소사업
자에게 분쟁조정 제도 안내부터 피해구제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다.

조정거부

ㅣ 업무설명회 및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사진 ㅣ
조정안제시 의결
수락

조정성립

조정절차종료 의결
불수락

지방순회협의회
(부산, 2016. 5.)

정부합동설명회
(대전, 2015. 6.)

지방순회설명회
(부산, 2014. 4.)

조정불성립

분쟁조정 종료

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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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사례 Ⅱ – ‘찾아주는’프랜차이즈 비교정보
조정원은 창업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치킨·커피 업종의 가맹점 수 상위 10개 가량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주요 내용별로 각 브랜드의 정보들을 보기 쉽게 나열하고 분석하였다.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기간, 임직원 수, 기업 재무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창업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담았으며, 가맹점수 및 가맹점 연
평균매출액 정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분석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필수 정보도 담고 있다.
그리고 가맹점을 창업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도 산출하여 창업 투자비용을 손쉽게 계산 또는 추정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
기간, 영업 지역, 지연이자, 계약해지 사유 등 브랜드 별로 상이한 주요 계약 조건들도 미리 숙지할 수 있도

자율적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
율적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

위와 같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24회 분쟁조정협의회

가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서 개최되어 지방소재 사업자들의 분쟁조정 참여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지방소재 사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매 년 약 14%씩 급증하면서 조정신청이 최근 3년간 총
2,063건에 이르는 등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찾아주는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서비스’는 치킨, 커피와 같은 대중적 업종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이는 예비창업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확신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련 통계 및 주요 현황 등에 대해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조정원이
직접 비교정보 및 관련 통계를 분석·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공정경쟁 촉진에 도움이 될

록 하였다.
또한 브랜드 별로 통일되지 않거나 내용이 자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본부에 직접 확인하

것으로 예상한다.

거나,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비교정보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가맹본부 간담회에는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포함된 모든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각자 비
교정보 자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프랜차이즈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도 참석하여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자료의 유용성과 가맹본부가 개선해야 할 점 등에 관하여 논의
하여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자료의 완성도를 높였다.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2016년 2월에 치킨 업종, 9월에 커피 업종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는
데, 발표 이후 공중파 3사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등에서 주요뉴스로 방송·보도되었다. 기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약 400회 가량 언론 보도가 이뤄져 프랜차이즈 관련 기관 및 창업희망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직·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ㅣ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언론 보도 사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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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정부차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에서 전국환경방사선감시망을 운영
하고 방사선·방사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 중에 있으며, 전국

장려상

우리나라 환경방사선정보
이제 한번에, 한눈에

(인사혁신처장 표창)

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160여 개소 측정소(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및 145개 간이측정소)로부터 실시
간으로 수신되는 방사능 측정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6개 사업자와 7개 지
자체가 독자적으로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123개소)·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정보공개 홈페이
지 및 앱을 각각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전국의 환경방사선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 14개 기관
홈페이지 및 앱을 방문·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어려운 방사선용어에 대한 불만이 팽
배하여 각 기관 및 지자체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앱에 대한 접근률 저하 및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
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측 방사능 정보를 제공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우리나
라 환경방사선·방사능의 대국민 공개를 위한 통합관리를 검토하게 되었다. 대국민 혹은 지역주민을 위한 방

추진배경 – 흩어져 있는 환경방사선정보, 게다가 어렵기까지!

사선·방사능 정보의 공개는 정부 측(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지자체 및 원자력이용
시설사업자 등에 의해서도 공개가 실시되고 있어서 대국민 공개창구 일원화와 방사선·방사능 용어 통일 및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내·외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국민의 방사

순화작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능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운영·공개하고 있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http://iernet.kins.re.kr, 이하 IERNet) 사이트 접
속은 평상시 일평균 수십 건 정도였으나 사고 직후부터는 하루에도 수십~수백 만 건을 상회한 바 있다. 넘치
는 접속(트래픽)으로 기관 인터넷 망이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서 국내 포털 사이트인 다음(http://www.
daum.net)과 네이버(http://www.naver.com)에 트래픽을 분산시켜 인터넷망을 정상 운영할 수 있었다.

ㅣ 풍향 및 온도 등 기상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전국 환경방사선량률(네이버 지도 서비스) ㅣ

추진내용 – 산재된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용어를 쉽게 순화하여 통합 공개
정보 통합의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원전지역 지자체 및 사업자를 설득하여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통합 정보공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각급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한 곳으
로 모아서 통합 공개하는 일이었다. 자료 공개에 배타적인 지자체 등은 늦게나마 통합공개의 효과성을 깨닫
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의 결과물로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비교·제
공할 수 있는 혜택을 얻었다.
2016년 협력기관은 한수원(고리, 월성, 한빛, 한울 원전), 원자력연구원, 환경관리센터 및 지자체(부산시,
양산시, 경주시, 영광군,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11개에 이르고 향후 협력예정기관도 지자체(울주군, 대전시) 2
곳이 예정되어 있다.
방사능 자료 교환 및 통합 공개에 의하여 정부는 국민신뢰 제고를, 지자체와 원자력이용시설사업자
는 비교 자료를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 등 Win-Win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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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자료 교환 및 통합 공개는 기관끼리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었으나 어려운 방사능 용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선·방사능 용어는 우리나라 전국 환경방사능 정보공개 전문 앱인 eRAD@NOW2를

넘기 어려운 문턱이었다. 인류가 원자력을 발견한 이래 서양의 과학 선진국에 의하여 만들고 다듬어진 방사

통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앱 내에서는 순화 이전 용어와 순화 이후의 용어를 비교할 수도 있고

능 용어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

수용성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다.

눈높이에 방사능 용어를 맞춰 순화하기 위해 국어문화원과 협업을 수행하고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아
래와 같이 3단계 교정, 검토 및 감수를 실시하였다.

통합 공개 홈페이지 및 앱의 공개정보는 안전디딤돌 앱(국민안전처)과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행
정자치부)을 통해서 통합된 실시간 환경방사선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통합된 정보
를 공공데이터 오픈 API 형태로 포털사이트, 언론사 및 주요기관에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행정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앱 업데이트 시 FAQ·질의응

ㅣ 수용성 제고를 위한 3단계 작업 ㅣ
1차 교정
국어문화원

2차 검토

⇨

원자력·방사선 전문가

⇨

3차 감수

답 카테고리 추가 및 운영을 통한 국민과의 적극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중·고·대학생 및 언론기자

교정은 국어 전문가 집단인 국어문화원이 실시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가가 2차 검토를 마치고 3차 감
수 전에 수용성 및 인지도 등을 검토하였으나 용어순화의 효과는 전혀 미지수였으며 오히려 과학적 의미의
상실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오랜 토의와 검토 끝에 원인은 국어 사용에 관한 한 전문가인 국어문화원의 순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 협업주관 + 기술자문 + 연이은 협의

화가 지나치게 표준적이고, 그에 더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가는 용어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결
론을 내렸고 또한 신문기사를 읽는 독자의 기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라는 충격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1
차 교정부터 용어순화 작업을 다시 실시하는 산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지자체와 원자력이용시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민편의를 위한 통합공개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협
력에 소극적인 지자체와 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협업을 독려하였다. 아울러 30여년의 환경방사능측정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규 감시기 도입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적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바탕

ㅣ 용어순화 과제 실시 및 용어순화 결과물 검토 ㅣ

으로 하는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방사능 정보의 통합 및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진행되는 방사선·방사능 용어순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
원 등과 연이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협력기관을 선정(국어문화원)하고 용어순화를 위한 반복되는 교
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주요성과 – 쉬운 용어로 구성된 전국환경방사선정보를 한번에, 한눈에
2016년 11월 현재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http://iernet.kins.re.kr) 및 스마트폰 앱
(eRAD@NOW2)에는 현재 총 13개 기관, 249개소 환경방사선감시정보를 통합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표준 오픈 API로 포털사이트, 언론사 및
주요기관에도 환경방사선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마선, 고화처리 등 총 50여개 방사선·방사능 용어 및 문장 다듬기를 완료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방사능에 대한 국민이해도 증진과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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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I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민의 불편 개선 사례 >
경주 월성원전 근처에 사는 주부 반모씨(37)는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등이 있어 환경방사
능 수치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규제기관인 KINS, 발전소 사업자인 월성원전본부, 지자체인 경
주시가 각각의 환경방사능 공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항상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
편이 있었던 것. 그러던 중 KINS에서 전국 249곳의 환경방사능정보를 모아서 공개하니 한눈에 알고 싶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어 너무나 편리해졌다. 또한 방사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순화하여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

장려상

사이버범죄 상담에서 수사의뢰
까지 한번으로 민원 해결

(인사혁신처장 표창)

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시간환경방사능앱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족 주변 환경방사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 존 (As-Is)

개 선 (To-Be)

•전국환경방사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곳에서 전국환경방사선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

총 14개 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

•표준 오픈 API사용으로 안전하고 빠른 자료교환 

•관련 기관마다 다른 데이터교환 방식을
사용하여 통합 및 공개 애로
•어
 려운 방사선 용어 때문에 제대로 된

구현



•국어문화원, 언론인, 학생들이 교정·검토한 쉬운
방사선 용어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사선 정보 
제공

정보 확인 어려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인터넷
오늘날 우리는 쇼핑, 은행·증권거래, 뉴스검색 등을 비롯하여 일상의 대부분을 정보통신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
터넷 이용자 수가 4,200만 명에 달하는 등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기반 요
소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이버 범죄와 같은 부작용 또
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 및 인터넷쇼핑몰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눈에!
한번에!!

사이버범죄 신고 매년 증가 추세
경찰청에서 분석한 사이버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해킹, 악성코드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2014년
2,291건, 2015년 3,154건이 발생하였고,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2014년
89,519건, 2015년 118,36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 불법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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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범죄는 2014년 18,299건 2015년 23,163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담에서 수사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사이버민원 원스톱 서비스 탄생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상담 건수의 경우 2013년 3,775건에서 2014
년 8,66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5년 9,351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어떻게 하면 사이버범죄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빠르고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해
법 마련을 위해 2015년 초부터 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5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은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 해결 및

사이버 범죄 급증

사이버범죄 매년 증가 추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사이버 원스톱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
터로 접수되는 민원 중 수사기관의 전문적 상담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주하

8,661

9,351

는 경찰관 3명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식

원스톱센터 개소

YTN 보도

3,775

2013년

2014년

2015년
[KISA 118상담센터 접수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본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경찰로 바로 인계하여 신
고접수와 해결을 도와줄 수 있어 상담에서 수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사이버민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
추게 된 것이다.

알아서 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담에서 수사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사이버민원 원스톱서비스

사이버범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전화 신고
(국번없이 118)

고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불법스팸, 해킹·바이러스, 인터넷침해사고 등 인터넷상에서 국민들
이 느끼는 불편함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전화인 118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직접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 경

인터넷 신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데에 그쳤다.
그로 인해 민원인은 118상담을 마친 후 재차 경찰에 재전화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
이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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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 원스톱센터

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신

사실
조사
민원
접수

범죄
수사

웹사이트

피해조사 및
수사 협력

피해
구제

*주요 협력국 :
중국, 일본, 대만 등

이메일 신고
(118@
kisa.or.kr)

변호사
(법률상담)

전문상담사
(신고상담)

경찰관
(범죄수사)

통신사

해외

보안전문가
(감염치료)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ㅣ    1 33

사이버민원 원스톱 서비스의 특·장점
< 사례 1 >
118상담센터로 가짜 쇼핑몰 운영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사이버 원스톱센터로 이관하였으며, 경찰 수사

첫째,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 하다.

시스템을 검색하여 6건 550만원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위장 쇼핑몰로 판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집중수

118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인터넷, 유무선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모든 매체를 지원하고 있다.

사를 진행하였다.
< 사례 2 >

둘째, 전문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118상담센터로 대형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물품구매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근무하는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되자, 즉시 사이버 원스톱센터로 이관하였으며, 바로 사건 접수하여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보안전문가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피해확산 차단이 빠르다.

하지만 모든 민원인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이버범죄 원스톱 서비스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터넷, 통신사 등과 연동망이 구축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피해확산을

서류가 부족하거나, 경찰서 직접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18상담센터에서 사이버 원스톱센터로 민원

차단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관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수사 접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넷째, 범죄수사와 병행한다.
현직경찰관 3명이 상주하며 신고 즉시 범죄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 민원을 대비하여 ‘구비서류가 필요하거나, 경찰서 직접방문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상담서
비스만 제공될 수 있음’을 사이버 원스톱센터로 이관 시 118상담사가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민원
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민원 연간 4,000건 이상 해결
사이버 원스톱센터 운영 결과, 2015년에는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이버범죄 민원 해결 건수가 월평균

저비용 고효율의 적극행정 모범사례

250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월평균 34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금년 한 해 동안 4,000
사이버범죄 원스톱 해결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실천

건 이상의 사이버범죄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능한 정책을 발굴했다는 것과 양 기관 상호 간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개방과 소통을 통해 협업을 추진했
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정부예산 투입 없이 양 기관의 협업만으로 이룬 성

사이버민원 연간 4,000건 이상 해결

과이므로 저비용 고효율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월평균 이관건수
250건

348건

범죄 내용별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사이버범죄 원스톱 해결서비스는 지난 2015년에 미래부 주최 정부3.0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경찰청으로부터 사이버치안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5,062건
250건

227건

498건

2016년에도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매년 사이버범죄 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앞으로도 양 기관 간 협업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2015년

2016년

개인 위치정보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기타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등 대국민 사이버안전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많은 해결 사례들 중에 대표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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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및 주화 제조 외에도 최첨단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I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공무원증, 수표, 우표, 훈장, 골드바, 시험성적서 등 660여 종의 보안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

가짜석유 판별용지 개발로 신뢰
사회 구축 및 탈세방지

장려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짜 없는 진실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짜석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가짜석유 유통으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국가재정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연간 탈세액도 1조 원이 넘어 선량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가짜석유를 주입하면 불완전연소로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엔진수명과 연비 및 출력이 감소된다. 각종 사회문
제를 유발하는 가짜석유를 현재로서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사후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단속만으로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짜석유 판별용지를
개발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더 이상 가짜석유 주입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할 필요가
없는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의 보안용지 기술을 활용해 가짜석유 판별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추진배경 - 가짜석유 없는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가동

추진내용 및 과정 - 가짜석유 판별용지 개발을 위한 사내벤처 및 서포팅그룹 구성
가짜석유 판별용지 개발이 가능하기까지는 체계적인 사내벤처 제도의 힘이 컸다. 한국조폐공사는 본사 미
래전략실에 사내벤처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사내벤처 리더에게 사업 추진 관련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색변환 부분노출은선
색변환 효과를 가지는 은선으로 정면에서 녹색으로
보이고 기울이면 자주색으로 변하는 은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었다. 사내벤처 리더는 회의자료 작성 및 기타업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해당 사업
에만 집중하며,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할당받아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로 사내벤처
서포팅 그룹이 구성되어 사내벤처 리더를 적극 지원했다. 사내벤처는 도전정신을 장려했기 때문에, 기존조직

미래 보안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조폐공사 보안용지 기술

복사방해패턴(Ghostsee)
특수 패턴으로 인쇄하여 복사시
숨겨진 모양이 나타남

에서는 제안하기 어려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다.
사내벤처에 가짜석유 판별용지 사업이 선정된 후에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됐다. 먼저, 가짜석유 판별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짜석유 샘플이 필요했다. 가짜석유 샘플이 있어야 성분분석을 거쳐 진짜석유와

은화(숨은그림)

가짜석유의 차이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석유는 은밀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가짜석

밝은 빛에 비추어보면 숨겨져
있는 그림이 보임

유 샘플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가짜석유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짜석

은폐은선

홀로그램(패치형)

빛에 비추어 보면 용지 속의 필름에 인쇄된 작은
문자와 숫자(KOMSCO 2015)가 보임

용지에 부착하는 홀로그램 효과가
있는 매우 얇은 보안필름

유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압수물자원화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짜석유
샘플을 확보하게 되면서 가짜석유 판별용지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환경공단의 정보제공이 없었다면 개
발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했기에 한국환경공단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 가짜석유 샘플분석을 통해 가짜석유의

다색 색사

요판인쇄

자외선에서 두가지 형광색상이
나타나는 섬유가 종이 전면에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일반 인쇄물과 확연히 차별되는 특수인쇄
기법으로 선명한 선들과 함께 인쇄부분에
오돌도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음

특징을 명확하게 알게되었고, 가짜석유의 특정성분에 반응하는 물질을 찾기위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됐다.
가짜석유와 진짜석유의 차이점을 알아낸 후에도 개발과정은 험난했다. 가짜석유에 반응하여 색상이 변하
는 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무수한 실험이 반복되고 실패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기술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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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 때문에 연구에 매진했다. 용지개발을 위해 거듭된 회의와 실험을 거쳐 드디어 테스트에 성공하였고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육안으로 쉽게 가짜석유 판별로 가짜석유 유통 예방

기쁨의 환호소리가 적막한 사내벤처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극적인 기술개발의 이면에는 한국조폐공
사 전 임직원의 피와 땀이 배어있다. 사내벤처 제도 덕분에 아이디어로만 남겨졌을 제안이 꽃을 피울 수 있었
다. 한국조폐공사가 축적한 보안용지 제조 기술력이 없었다면 기술개발은 요원했을 것이다. 한국조폐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사내벤처라는 좋은 제도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❶ 가짜석유 판별용지 개발
- 주유소에서 국민들이 직접 육안으로 가짜석유 확인가능



※ 주유소에서 주유 후 남는 기름을 용지에 떨어뜨리면 가짜석유에 포함된 특정성분이 반응하여 색상이 변색됨. 육안으로
석유의 진위여부 판별

구

분

AS IS(기존)

TO BE(개선)

판별 시간

2∼3일 소요

5초

판별 주체

전문가

누구나

판별 시기

간헐적 표본 검사

실시간 검사

지향 목표

사후 단속

사전 예방

가짜석유 판별용지 개발로 국민들은 가짜석유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가짜석유 판별용지는 현재 수사용으로 일부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는
데, 용지로 간편하게 가짜석유를 판별할 수 있어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기적
으로 가짜석유로 발생하는 탈세가 크게 감소하여 세수 증가분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서비스혜택을 줄 여력이
※ <사진 : (중앙)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 (좌)김종재 차장, (우)황성필 대리>

생길 것이다.

❷ 가짜석유 판별용지 디자인 시안

❶

❷

❸

❹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전 주유소 의무 비치 및 사용이 필요
힘든 고비를 넘기고 가짜석유 판별용지가 개발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짜석유 판별용지로 가짜석유
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 주유소에 의무비치 및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주유소에 비치되어 국민들이 주유할 때마다 가짜석유 판별용지를 사용하여 석유의 진위여부를 육안으
로 판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전 주유소에 비치되어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가짜석유 유통이 예
방되어 신뢰사회에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가짜석유 판별용지가 활성화되면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은 학습효과를 통해 점점 더 지능화된 최신
가짜석유 제조기법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용지의 성
능을 보강해 가짜석유 유통을 막을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진화에 따라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① 은화 ② 홀로그램 부분노출은선 ③ 가짜석유 변색 반응 ④ 홀로그램
<가짜석유 판별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보안요소를 삽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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