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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 방식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Civic Tech 등장
  o Civic Tech란 시민이 ICT를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공동 해결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의미
  o 시민이 다양한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찾기 위해 노력
  o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 오픈데이터 추진 등 기술적 변화

가 시민의 니즈 해결을 위해 활용되면서 Civic Tech가 등장
◊ 지금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중심으로 Civic Tech 활동 활발
  o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이 의견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o 그러나 웹/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의 의견 반영에는 아직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사회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 존재
◊ 따라서 다양한 시민 의견 반영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필요한 시점
  o 현 Civic Tech 한계점을 해결하고 정보 불균형 해소, 시간·비용절약, 

적시적 상황 대응, 서비스 효율성 제고, 서비스 사용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술 활용 전략 필요

< 지능정보기술의 Civic Tech 활용 목적 >

기술 기술 활용 목적

(1) 인공지능
•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

(2) 데이터
• 미래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특정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력 제고
• 복잡한 데이터 관계 분석 및 결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

(3) 로봇
• 보편적 복지에 적용하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공존·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창출

<뒷 페이지 계속>

요약



기술 기술 활용 목적

(4) IoT
• 사람의 개입 없이 넓은 범위에 있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

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커뮤니티를 확대

(5) 블록체인 • 권력의 탈중앙화,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정부의 신뢰성 제고

(6) 3D프린팅

• 개인이 상상한 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설계·생산·확산 가능해짐에 
따라 도구 생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구의 생산·보급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

• 사용자 맞춤형 도구 제작을 통해 서비스 효율성 제고

◆ 한국은 Civic Tech를 위한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의 강점을 토대로 시민 
기술역량 및 기술 수용도 향상과 시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o (시민 중심) 시민 중심으로 기술의 사회적 활용 및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 지원 필요

  o (사회현안 해결) 시민이 사회현안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사회참여 인식 정립 및 사회현안 해결 모델 수립 지원 필요

  o (디지털 사회혁신) 시민 중심의 효율적 디지털 사회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력 공동체 구축 필요

< 지원제도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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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사회현안 해결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대처, Civic Tech

 o Civic Tech(시민을 위한 기술)1)는 시민의 힘과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여 공공 분야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주목

  - Civic Tech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민이 

ICT를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공동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

    * Civic Tech라는 용어는 2000년대 미국에서 위와 같은 개념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IT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으나 점차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 공유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

  - 디지털 민주주의, 시민의 참여, 열린 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기술로 현실화하려는 과정을 포괄

  - Civic Tech는 사회 전체를 지능적·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보 활용 및 사회 참여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중심 기술 활용의 혁신적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

< Civic Tech에 대한 정의 >

구분 정의

Knight Foundation
(미국 비영리 단체)

기술, 시민의 혁신, 열린 정부와 주민 참여를 연결하는 것

Christopher Whitaker
(혁신기술 컨설턴트)

기술자, 정부관료, 기업가 및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
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기술
적인 프로젝트

Matt Stempeck
(마이크로 소프트)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

Living Cities
(미국 비영리 단체)

공공의사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민참여, 데이터 분석 
등에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o Civic Tech는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Action)과 열린 정부

(Open Government)로 구분2)

1) Civic Tech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Civic Tech라는 용어를 ‘시민을 위한 기술’로 해석
2) Knight Foundation, "The Emergence of Civic Tech: Investments in a Growing Field"

      Civic Tech의 등장과 변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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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니티 활동) 지역 사회 활동이나 과제의 해결과 관련된 분야

  - (열린 정부) 행정 서비스의 개선·투명성 제고 관련 분야

< Civic Tech의 분류 >

분류 내용

커뮤니티 
활동

(Community 
Action)

시민에 의한 
크라우드 펀딩

(Civic Crowdfunding)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끼리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Neighborly) 예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주민 투자를 통해 
학교를 건립한 후 지방 정부에서 이자를 붙여 투자
를 갚는 방식으로 진행 

지역 사회 조직
(Community 
Organizing)

사회적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운영
* (Change.org)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 국제

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온라인 
청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

정보 크라우드 소싱
(Information Crowdsourcing)

시민 참여를 통해 정보 수집 목표 달성
* (Noise Tube) 도시 소음을 공동 모니터링

지역 주민 포럼
(Neighborhood 

Forums)

지역 시민의 협력, 정보 공유를 활성화
* (Next Door, Front Porch Forum) 이웃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

주민 간 공유경제 촉진
(Peer-to-Peer Sharing)

주민 주도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유를 촉진
* (Acts of Sharing) 웹사이트를 매개로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자리 제공

열린 정부
(Open 

Government)

데이터 접근과 투명성
(Data Access & 
Transparency)

데이터의 가용성, 투명성, 책무성을 향상
* (Socrata) 정부 단위의 데이터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접근하기 쉽게 하는 솔루션 제공

데이터의 유용성
(Data Utility)

정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
* (AlertID) 범죄, 자연재해, 미아 찾기 등 정보를 가족, 

이웃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mySociety) 시민이 오픈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인과 

정부가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웹사이트 구축 
등 기술 전수

공공 의사결정
(Public Decision 

Making)

토의 민주주의의 진흥 및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촉진
* (Our Say) 지역 주요 의제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내리는 것을 지원

주민들의 피드백 
전달

(Resident Feedback)

주민들이 정부 관리와 교류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제공
* (SeeClickFix, Public Stuff) 애플리케이션, 웹서비스 등

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유도

시각화 및 매핑
(Visualization & 

Mapping)

정보의 시각화 및 매핑을 통해 데이터 소스의 이해와 
실용적인 통찰력 획득 실현
* (Azavea) 천연자원 개발에서부터 지역 개발, 범죄 분석, 

부동산 분석 등 다양한 분석에 대해 지도화와 시각화 
툴을 제공 

투표
(Voting)

투표 참여 및 공정한 선정을 지원
* (TurboVote) 유권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의제

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

  ※ 자료 : Knigh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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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 방식 변화와 오픈데이터 추진 등으로 Civic Tech 등장

① Civic Tech 등장배경1 : 시민 의사결정 참여 방식과 가치 변화

 o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광장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민의 분출은 폭동으로 간주

  - 현대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복잡해지면서, 광장 집회 참여

만으로는 정치참여에 물리적 한계 봉착 

  - 시민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

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용할 장치 필요성 대두

 o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성숙하면서 부의 축적 외에도 다양한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

  -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공유, 사회적 약자 지원, 각종 재난재해

에 대한 공조와 협력 등 가치를 수용

② Civic Tech 등장배경2 :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오픈데이터 추진

 o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 접근 능력과 토의 능력, 

의제 생산 능력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의 위력이 증가

  -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의 질적 발전 추구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정적인 

제도를 시민 주도로 개선하려는 욕구 증가

 o 오픈데이터의 추진으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등

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스마트 폰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 확산, 응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툴의 등장으로 개인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



4 지능화 시대 ‘Civic Tech’의 발전과 디지털 사회혁신 전략

  - 시민,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정보를 시각화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등 움직임 등장

□ 4차 산업혁명 시대 Civic Tech 변화 방향, Design for All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과 사람 간, 기기 간, 사람과 기기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이터 활용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의 지능화를 실현

  - (자동화) 데이터 빅뱅, 인공지능 기술은 상황을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서 상황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

  - (연결성) Connectivity 혁명은 자동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 많은 연결과 가치를 창출

 o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공공 이익을 

효과적이고 지능적으로 확대할 필요

  - 기술의 사용자와 기술 적용 지역·공동체의 상황에 맞춤화된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접근 가능한 기술이 요구

  -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촉진하고 수평적 연결 확대를 

지향하는 기술이 요구 

참 고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을 융합하여 기계
에 사람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

  - (주요특징) 무인 의사결정, 실시간 반응, 
자율진화, 만물의 데이터화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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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Civic Tech 사례
Ⅱ

□ 국내외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활발

 o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이 의견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정책 활동 가능한 환경 조성

  - 기술은 개인의 참여 확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등을 지원하며 누구나 스스로의 권리와 역할

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반면, 웹 접근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의 의견 반영에는 

아직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 존재

< Civic Tech 분류별 조사 사례 >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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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c Tech 사례 조사 개요 >

구분 NO 사례명 내용

해외

1
[네덜란드]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I Make Rotterdam)

로테르담 공중육교 건설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시민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2
[미국]
소화전 입양하기
(Adopt a Hydrant)

시민이 지도에서 소화전 위치를 확인하고 집 앞 
소화전을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

3
[이스라엘]
웨이즈(Waze)

도로상황 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 교통지도를 
제공하는 사용자 참여형 지도

4
[아일랜드]
푸드클라우드
(FoodCloud)

남은 음식을 공유하여 기아 문제 해결을 모색한 
O2O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5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Decide Madrid)

시민이 시의 재정과 입법,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가능한 시민참여 웹사이트

6
[캐나다]
오픈노스(OpenNorth)

시민이 질 좋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7
[뉴질랜드]
루미오(Loomio)

의사결정구조의 비효율성과 정보 격차를 해결하
는 협력적·수평적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

8
[아르헨티나]
데모크라시 OS
(Democracy OS)

시민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 시스템

국내

1
삼가마을 도서관 짓기 
마을주민프로젝트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초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추진

2 민주주의 서울
시민이 정책제안, 결정,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3 메르스 확산지도
(Mers Map)

투명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정보를 수집·게시

4 서울 e품앗이
시민이 물건, 재능, 공간 등을 공동체화폐를 활용
하여 자유롭게 교환

5 우리동네 후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정치인 정보 제공 앱

6 예산지도
(Budget Map)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하여 정부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

7 국회톡톡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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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Civic Tech 사례

 ①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중육교 건설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시민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내가 만드는 로테르담(I Make Rotterdam)’

  - 로테르담 육교가 있는 지역은 번화가였으나 비효율적 도시공간

으로 인해 교통정체 등 도시낙후 문제 발생

  - 로테르담시는 육교 건설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시간

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건축사무소 ZUZ가 시민이 직접 

육교 건설 자금을 모으는데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

  -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시민은 육교 상판 나무에 이름과 메시지

를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유도

  - 프로젝트 시작 3달 만에 목표액 10만 유로의 1/3을 달성하였고 

이에 동력을 얻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며 도시재생 프로젝트

를 추진한 시민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

 ② (미국) 시민이 지도에서 소화전 위치를 확인하고 집 앞 소화전을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소화전 입양하기(Adopt a Hydrant)’

  - 2011년 10월 말, 기습 폭설로 전신주가 쓰러져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전이 눈 속에 파묻혀 제때 불을 끄지 못한 문제 발생

  - 구글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하여 이것을 시민이 입양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소화전을 입양한 시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소화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문제를 해결

  -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로서 2012년 여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쓰나미를 대비하여 사이렌 배터리를 관리하는 용도로 재활용되었

으며, 오클랜드와 시애틀에서는 배수구 입양 서비스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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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된 소화전 – 초록색으로 표기 >

  ※ 자료 : www.adoptahydrant.org  

 ③ (이스라엘) 도로상황 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 교통지도를 제공

하는 사용자 참여형 지도‘웨이즈(Waze)’

  -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웨이즈 사용자들로부터 교통

정체·사고, 속도감지 카메라 위치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크라

우드 소싱 방식으로 수집해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 사용자들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웨이즈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다음 

방문자들에게 올바른 길 정보 제공 가능

 ④ (아일랜드) 남은 음식을 공유하여 기아 문제 해결을 모색한 

O2O 서비스 애플리케이션‘푸드클라우드(FoodCloud)’

  - 남는 음식을 기부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자선단체를 연결

  - 슈퍼마켓, 빵집 등 업체들이 푸드클라우드 회원으로 등록하여 

매일 영업 종료 후 기부할 음식의 세부 정보를 앱에 입력

  - 업체들이 입력한 정보는 자선단체에 전달되고 자선단체가 직접 

기부 음식을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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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일부 가게에서 출발한 푸드클라우드는 

영국계 유통업체 테스코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국으로 확대

 ⑤ (스페인) 시민이 시의 재정과 입법,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가능한 시민참여 웹사이트‘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 디사이드 마드리드 3대 가치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정부 투명성

  - 토론과 제안, 참여예산 정보, 투표 기능을 제공하며, 16세 이상

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드리드 시의 정책 및 입법 제안 가능

    * 시민이 자유롭게 주제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을 진행

    * 마드리드 유권자 1%(초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2%)의 동의를 얻은 제안을 국민 찬/
반 투표에 부치고, 투표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진행

    * 서울시에서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논쟁, 결정, 실천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디사이드 서울(Decide Seoul, 가칭)을 구축할 계획(2017.9)3)

  - 도시발전과 환경, 주거 등의 각 부서들이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들을 모아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

 ⑥ (캐나다) 시민이 질 좋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오픈노스(OpenNorth)’ 

  - 정치, 행정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위한 백과사전 역할

  - 데이터 표준 개발, 정보공개, 입법 감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룹과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 (주요 서비스1) 시티즌 버젯(Citizen Budget)은 시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행정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직접 예산 책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 (주요 서비스2) 레프리젠트 에이피아이(Represent API)는 선거

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민을 위해 캐나다 

3) 경향신문, “온라인 촛불광장 구상 중”…“작은 것부터 해 보세요”(2017.3.23.),
아시아투데이, 박원순 “9월 시민플랫폼 ‘디사이드서울’ 구축”(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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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구역에 따른 현직 의원과 후보자 정보를 제공 

 ⑦ (뉴질랜드) 의사결정구조의 비효율성과 정보 격차를 해결하는 

협력적·수평적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루미오(Loomio)’ 

  - 루미오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른 참여자

들과의 토의를 통해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

  - 개인의 의견이 집단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 루미오는 오픈소스이며 뉴질랜드는 물론 헝가리, 스페인 등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민 합의 도출 과정에 이상적으로 활용

    * 뉴질랜드 웰링턴 시의회와 스페인의 제3정당인 포데모스, 헝가리 학생운동, 타이완 
해바라기 운동 등에서 활용

< 루미오 4단계 의사결정 방식 >

  ※ 자료 : www.loomio.school 재구성

참 고  루미오가 추구하는 3대 목표

                  벤 나이트(Ben Knight, 루미오 창업자)

① 교차성 

 “시민 의견의 다양성을 충분히 교차해서 보여줘야 한다”

② 변화적 

 “과거가 혁명적이었다면 이제는 변화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③ 평등적 

 “평등한 세상을 원하면 우리도 평등해야하며, 권력 시스템
을 변화시키고 사회 역시 지속가능하고 평등해야 한다”

(2015.12.7., Civic Tech로 혁신하다: 99% 민주주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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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아르헨티나) 시민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는 온라인 시민참여 시스템‘데모크라시 OS(Democracy OS)’

  -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역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견을 개진

하고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앱

  - 기술을 통해 시민과 유권자 간 양방향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정치 문화적 문제로 실현이 어려워지자 Partido de la Red 

(Net Party, 네트워크 정당)라는 정당을 창당

    * Net Party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으고 새로운 
법안 혹은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의회에 전달

  - 데모크라시 OS 개발과 확산은 데모크라시 OS 재단이 맡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와이 컴비네

이터(Y Combinator)로부터 지원(`15)4) 

< 데모크라시 OS의 시민참여 방법 및 기술 >

  ※ 자료 : democracyos.org

4) How Y Combinator non-profit alum DemocracyOS hopes to upgrade democracy
(https://thenextweb.com/la/2015/09/11/how-y-combinator-non-profit-alum-democracyos-hopes-to-upgrad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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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Civic Tech 사례

 ①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초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추진한

‘삼가마을 도서관 짓기 마을주민프로젝트’   

  - 폐교 위기에 처한 삼가분교를 지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322만 원(목표액 200만 원) 모금액을 달성하여 삼가분교 내 

창고를 개조하여 도서관을 설립

  - 펀딩 성공이후 설립된 도서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도서 기증 등 협력 사업으로 확장

 ② 시민이 정책제안, 결정,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민주주의 서울’

  -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던‘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한계점

인 채택된 제안정책의 실행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

  -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 투표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묻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수립에 중요 자료로 활용 가능

  -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마일리지 등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독려

  - 행정조직의 권력을 시민과 나누고 제안 실행률을 높여 시민

창안을 활성화

 ③ 투명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정보

를 수집·게시한‘메르스 확산지도(Mers Map)’

  - 2015년 국내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타났지만, 메르스 확진환자

가 생긴 의료기관 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보 공개 미흡 

및 SNS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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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확산지도를 통해 전국에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 해당 병원

명과 주소, 확정일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혼란 방지

    * ‘메르스 확산지도’는 메르스 정부 포털 개설 등으로 2015년 6월 10일 서비스 종료

  -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메르스 확산지도 방문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은 없으며, 관리자에게 보도자료 및 실제 

입증 가능한 정보를 제보함으로써 지도에 해당 정보를 반영

    * 방문자에 의해 다섯 번 이상 루머 신고를 받은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

< 메르스 확산지도 >

  ※ 자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5188

 ④ 시민이 물건, 재능, 공간 등을 공동체화폐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교환하는‘서울 e품앗이’

  - 지역 공동체 내에서 거래를 원하는 시민이 회원 가입 후 거

래하고자 하는 재능이나 물품을 게시판에 등록하고, 거래를 

원하는 상대 회원과 연락하여 협의 후 거래 

    * 거래 가능 품목 : ① (재능) 돌봄(영유아, 산모, 노인 등), 학습지도, 상담(법률, 세무, 
의료, 청소년 등), 수리·제작 등, ② (물품) 식품, 의류, 가구, 전자, 도서, 자동차 등

  - 거래 수단인 공동체화폐는 서울 e품앗이 내에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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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이 없는 시민도 필요한 물품이나 재능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지역 사회 내 공동체 의식 강화 효과

< 서울 e품앗이 거래 예시 >

  ※ 자료 : poomasi.welfare.seoul.kr 재구성

 ⑤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정치인 정보 제공 앱‘우리동네 후보’

  - 시민에게 거주 지역 후보자와 비례대표 목록, 후보자의 약력, 

공약, 범죄전과 등 정보를 쉽고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플랫폼

  - 선거철 유권자와 후보 간 의사소통을 돕겠다는 것이 설립 취지

  - 국내 스타트업 스테이영이 개발(`14)하여 미국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피스컬노트에 피인수(`15),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 확장 추진 중

  - 사용자가 관심 공약을 등록하면 관련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 

등장 시 알람을 제공하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온라인 정책

토론 채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⑥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하여 정부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예산지도(Budge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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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재정정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하여 제공

  - 특정 사회이슈에 관련된 사업 목록 및 예산정보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내는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

< 예산지도 – 예산 분야별 시각화 >

  ※ 자료 : budgetmap.budgetwiser.org

 ⑦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국회톡톡’

  - 시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고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제안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 국회의원이 참여 제안을 수용하면 시민과 국회의원을 매칭한 

입법 드림팀은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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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시빅해킹, 오픈소스 운동을 사회적 차원에서 활용한 사례

① 시빅해킹(Civic Hacking)이란?

 o 오픈데이터, 코드, 기술을 활용하고 협업해서 지역이나 국가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만드는 행위

  - Civic Tech가 다양한 시도들을 통칭한다면, 시빅해킹은 행위를 강조

 o 사회문제를 빠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뜻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나 접근을 사용

 o 공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주체는 정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이 직접 나서 공공 문제를 풀어내는 활동

 o 시빅해킹은 개발자가 주축이 된 활동. 프로그램의 뼈대인 소스코드를 공개
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개선해 가는 오픈소스 운동을 사회운동에 빌려옴

  - 개발자뿐 아니라 디자이너, 공무원,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o 프로그램은 한 지역에서만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비슷한 문제의 사람이나 지역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 가능

  - 이것이 시빅해킹 운동을 확산시키는 원동력

  - 한 번 구축한 시스템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한 ICT의 장점을 활용

② 대표적 시빅해킹 단체 – 코드포아메리아(Code for America)

 o 시빅해킹 단체의 역할은 ① 행정의 ICT 도입·활용 지원과 ICT 인재 파견, 
② 시민과 행정 직원의 ICT 리터러시 교육·계발, ③ 시민과 정부, 기업, 
NPO 등과의 대화·협력의 장 제공 등

 o 코드포아메리카는 ‘코드포+지역’이라는 이름을 처음 쓴 시빅해킹 단체

  - 정부 차원에만 머물던 ICT기반 참여형 공동체 구축 작업을 지역 차원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코드포아메리카 설립(`09)

  - ‘코드포+지역’은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인 시민의 커
뮤니티로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약 14개국의 여러 도시들이 Code for All
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킹과 협력을 진행

    * 한국에는 코드포서울, 코드포인천, 코드포관악 등이 있음

 o 코드포아메리카는 지방정부에 개발자를 파견하여 1년 동안 함께 일하는 펠
로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ICT로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을 갖춘 전문가
가 지역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정부와 협력하여 해결법을 모색

  - 코드포아메리카의 최종 목표는 행정 서비스를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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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기술의 Civic Tech 활용 전략
Ⅲ

□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고 협력적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술 활용

 o 유럽은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활동을 통해 신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택·활용하는 DSI4EU 프로젝트 추진

  -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빈곤,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전략의 중심에 사회혁신을 채택

  - DSI4EU 프로젝트에는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크라우드

소싱·크라우드맵핑·크라우드펀딩, 모바일·웹 앱 등 15개 

이상의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  

< 유럽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 >

 ▶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이란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지식과 해결책을 함께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사회적·협업적 혁신의 유형 

  - ①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 ② 신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택할 것, ③ 시민
의 개인적·집단적 인식향상을 목표로 할 것, ④ 분명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여
줄 것, ⑤ Bottom-up 이용자 커뮤니티의 지원 및 협업에 중점을 둘 것 등의 
이니셔티브 추진5)

  ※ 자료 : digitalsocial.eu (2017.10 기준)

5) 김희연(2017), “EU 디지털 사회혁신의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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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지능정보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 

IoT 등은 아직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 지능정보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해야 시민과 사회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 필요

  - 특히,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디지털 사회혁신

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 

활용이 필요

 o 지능정보기술은 시민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사회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 제작 및 올바른 의견 

제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현 Civic Tech 한계점인 다양한 시민 의견 반영의 어려움을 해결

하고 정보 불균형 해소, 시간·비용절약, 적시적 상황 대응,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술 활용 전략 필요

< Civic Tech 적용 가능한 지능정보기술 >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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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중 인공지능, 데이터, 로봇, IoT,
블록체인, 3D프린팅에 대하여 각 기술 특징에 따른 기술의 Civic
Tech 활용 목적과 활용 가능 예시, 기술 활용 효과와 기술 활용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

참 고 유럽, DSI4EU 프로젝트(2016.12.1.~2017.5.31)

 ▶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확장을 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 digitalsocial.eu 플랫폼 업그레이드, 관련 교육, 멘토링, 정책 워크숍 등 진행

 ▶ 유럽 디지털 사회혁신은 2017년 10월 현재 약 1,992개 기관 참여, 2,079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국가는 영국(220개) > 스페인(94개) > 프랑스
(84개) > 네덜란드(73개) > 이탈리아(68개) 순 

< 국가별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유형 >

                                                                     <뒷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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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영역은 10개로 구분되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영역은 교육·역량
(632개) > 참여·민주주의(493개) > 노동·고용(325개) > 문화·예술(323개) > 
건강·웰빙(304개) > 지역재생(246개) > 금융·경제(242개) > 기타(214개) > 
에너지·환경(181개) > 과학(173개) 순

    * 많은 프로젝트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협업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침

< 디지털 사회혁신이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유형별 활용 기술 >

 

  ※ 자료 : digitalsocial.eu (2017.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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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기술의 특징에 따른 활용 전략

 o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3대 주요 기술은 학습, 추론, 인식으로 

사람의 사고능력을 모방한 기술

  -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하여 추론능력, 인지능력, 학습능력, 

자연어 이해·처리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ICT를 통해 일부 

구현하여 사람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술

  -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식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춤화된 뛰어난 경험을 제공

< 인공지능 활용 전략 >

구분 내용

기술 활용 
목적

•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
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

기술 활용 
가능 예시

•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콘텐츠 레벨 및 종류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줌
으로써 누구나 개인 수준에 맞는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 가능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도구(시각인지, 공간인지 등)로 웹/정보 
접근성 향상, 사회혁신 참여 독려

 

개별화·맞춤화 학습 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방식으로 학생
의 교육 수준에 따라 콘텐츠 구성 
및 내용을 변화시켜 제공, 학생은 
게임을 하듯 학습단계별 수학 공부 
가능(노리社)

스마트폰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
을 결합한 시각장애인용 앱, 다양한 
사물과 글자를 즉시 스캔하여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
(Seeing AI,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활용 
효과

• 다양한 시민이 참여 가능한 Civic Tech 
• 다양한 시민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접근성 강화

고려해야할 
사항

• 시민이 Civic Tech를 개발·이용하는 데에 시민의 역량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부여하되 의사결정 역할은 전적으로 맡기지 않음으로써 윤리
적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투명하게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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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데이터) 폭증하는 데이터 양과 위치정보, SNS 등 데이터 종류 

다양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 의견 등 분석 및 미래 예측 가능

  - 디지털 기기 및 센서 등 보급화, IoT 환경 확산 등으로 대용량 

데이터 생성이 가속화

  - 데이터 수집, 공유, 저장관리, 처리, 분석, 지식시각화의 요소

기술로 구성되며, 다른 분야 데이터 간 조합·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데이터 활용 전략 >

구분 내용

기술 활용 
목적

• 미래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특정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력 제고
• 복잡한 데이터 관계 분석 및 결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

기술 활용 
가능 예시

• 시민 소통 창구에서 수집된 의견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추진방향 모색 
및 계획 수립에 활용

• 시장·기술 환경 트렌드 분석을 통한 향후 고용문제 대응 방안 마련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처리 고용문제 해결 방안 논의

시민 의견을 통합 시스템을 통해 데
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분석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를 결정, 민원 처리(응답소, 서울시)

데이터와 산업수학을 활용하여 
고용문제 해결책을 모색, 국가수리
과학연구소, 부산시 등 5개 기관 
MOU 체결

기술 활용 
효과

•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의견 제시, 해결방안 
모색,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

고려해야할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데이터 공유·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 등에 대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유도와 보안 규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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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로봇) 외부환경 인식 및 자율적 상황 판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인공지능, 인지기술, 운동 및 조작 기능을 기반으로 하며 사람

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뿐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활용 가능

  - 사람과 상황, 환경을 인지·이해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

나 행동을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 

< 로봇 활용 전략 >

구분 내용

기술 활용 
목적

• 보편적 복지에 적용하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공존·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창출

기술 활용 
가능 예시

• 일상 속에서 노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로봇 활용을 통해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 

• 사람과 대화 및 교감하는 로봇을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증가
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말벗 역할, 장애인의 생활 속 편의 제공 및 스트레스, 
불안, 고통 감쇠 등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사람과 공존하는 생활환경지능6) 로봇 사람과 교류하는 챗봇, 소셜 로봇

실내자율주행 로봇으로 서점, 도서관에서 
책 수거 용도로 사용, 위치제어를 위한 
저가의 레이저 스캐너를 적용하였으며 
서점에서 시범운용 중(어라운드, 네이버)

사람과 대화 가능한 로봇(Hello.Vote, Fight 
for the Future), 곰인형 형태로 어린이의 
언어/비언어 표현을 이해·반응하는 정서적 
교류 가능한 감성 로봇(Huggable, MIT)

기술 활용 
효과

• 시민의 Civic Tech 참여율·사용률 향상, 관심도 제고
• 사회적 약자와의 원활한 소통 지원
•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 노동인구 감소 등과 같은 사회현안 대응

고려해야할 
사항

• 로봇 활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잠식, 사생활 침해, 불안전성, 
윤리적 이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로봇이 법·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 문제 등 로봇 법적 지위에 대한 
이슈 고려 필요

6)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로봇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생활환경지능(Ambient Intelligence)’
이라 명명(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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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oT) 사람,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요소가 상호 협력

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

  - IoT 단말기 중 하나인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새롭고 다양

한 IoT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 진보된 인터넷 네트워크와 만물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방향 

통신으로 발전하며, 정보 유통 연결성을 확장

< IoT 활용 전략 >

구분 내용

기술 활용 
목적

• 사람의 개입 없이 넓은 범위에 있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커뮤니티를 확대

기술 활용 
가능 예시

• 대기오염 정도, 소음 등 실시간 측정정보 기반 환경 친화적 도시 구현
• 농작물 상태와 기후변화 측정정보를 활용하여 농작물 판매량 예측 

및 향후 작목 선정 등을 통한 농가 생활 지원

도시환경 측정정보 시각화 농작물 상태 정보 기반 판매소득 예측 

IoT환경센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대기 오염, 소음, 에너지 소비, 교통 
변화, 탄소 배출량 등 도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각화(소란지도
(Soran Map), 코드포인천)

농작물에 환경 정보를 저장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경작환경 및 농작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농장의 예상 수확량과 현 
시세에 따른 작물의 판매소득 등을 미리 
산정(PlantBeat, 이스라엘 Phytech社)

기술 활용 
효과

• 보급된 단말기(스마트폰)를 통해 시공간 초월하여 광범위한 정보 수집
• 빠른 대응 가능
• 개인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

고려해야할 
사항

• 센서 부착 및 배치를 위한 비용 및 관리체계 고려 필요
• 업종 및 제품 간 호환 가능한 IoT 글로벌 표준 부재, 복잡한 생태계 

구성, 보안 취약성 등 기술 확산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 필요

 *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와 Allseen Alliance가 합병하여 
단일 표준 제정을 발표(2016.10)함에 따라 2018년까지 IoT 단일 표준 
등장 가능성 증대

 *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이버공격 루트로 악용되거나 
오작동, 불법 조작 등 위협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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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블록체인) 데이터의 위·변조를 어렵게 하는 데이터 분산저장

기술로서 특정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분산

하여 참여자가 데이터를 공동 기록·관리

  - 데이터 유통을 위한 연결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데이터 유통

의 투명성과 확장성, 효율성을 극대화

    * 블록체인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가지는 정보공유, 투명성, 효율성, 안전
성에 기반을 둔 신뢰 구조의 확장성에 기인함

    * 블록체인은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선정한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16.6)7)

  - 데이터를 보유한 다수의 개인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권력

을 탈중앙화·분권화 시킬 것

< 블록체인 활용 전략 >

구분 내용

기술 활용 
목적

• 권력의 탈중앙화,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정부의 신뢰성 제고

기술 활용 
가능 예시

• 투표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투표를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 블록체인기반 전자신분증 및 디지털 영주권 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국가 출신 시민으로부터의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

전자투표시스템 전자신분증, 디지털 영주권 제도

2005년 도입된 전자투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i-Voting) 개발 중(에스토니아)

2002년에 도입된 전자신분증(e-ID)에 
블록체인 인증기능 적용 예정, 2015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영주권
제도(e-Residency) 오픈(에스토니아)

기술 활용 
효과

• 정보의 보안성과 신뢰성 강화
•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시민의 참여로 인한 풍부한 정보 교환 가능

(Diversity 효과로 인한 생산성, 창조성 제고)

고려해야할 
사항

• 블록체인 적용과정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권력의 변화로 인한 제도적, 
사회적 복잡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가 필수적이며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칙 마련이 요구

 * 이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블록체인이 사회 
시스템에 혁명으로 발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

7) World Economic Forum,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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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3D프린팅)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재를 층층이 

쌓거나 뿌려서 짧은 시간 내에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

  -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하려는 물체의 크기와 모양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생산의 자유도 향상 

  -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즉시적으로 

제품을 구현해봄으로써 아이디어의 실효성 검증 및 확산 시간 

단축 가능

< 3D프린팅 활용 전략 >

구분 내용

기술 활용 
목적

• 개인이 상상한 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설계·생산·확산 가능해짐에 따라 도구 
생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구의 생산·보급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

• 사용자 맞춤형 도구 제작을 통해 서비스 효율성 제고

기술 활용 
가능 예시

• 시민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디자인과 시설물에 관심을 갖고 직접 관리
• 재해, 전쟁 등으로 신체장애를 갖게 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의수, 의족을 제작·제공

공공 시설물 제작 사회공헌 제품 보급

파손된 시설물 주변 거주자가 지자체
로부터 시설물의 디지털 디자인 데이
터를 전송받아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직접 시설물을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8)

남수단 내전으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 집을 찾아가 집 안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의수, 의족을 만들어 
제공(美 Not Impossible Labs)

기술 활용 
효과

• 개인의 도구 생산 확산 및 보편화, 오픈소스의 대중화, 관련 콘텐츠 및 아이
디어 중요성 부각

• 개인 맞춤형 제품의 원격주문·생산 가능
• 다수의 아이디어를 모아 IoT 및 모바일과 융합된 지능형 서비스 촉진

고려해야할 
사항

• 일반 사용자의 3D프린팅 체험 및 활용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활발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3D프린터 무료 체험 공간, 아이디어 등록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무한
상상실’을 전국에 21개 운영 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의 참여로 공간 인프라 기반 구축)

• 3D프린팅 콘텐츠 접근성이 낮으며, 지역 특화된 3D프린팅 콘텐츠 개발 
지원 필요

• 불법 콘텐츠 유통, 위험제작물 생산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요구

8) 서울특별시(문화·관광·체육·디자인 분야, 디자인서울 뉴스레터)에서 제안한 미래 시나리오: 3D프린터가 
바꾸는 의식주 문화 그리고 공공의 디자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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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정책 방향
Ⅳ

□ 한국은 Civic Tech를 위한 도구 및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강점 보유

 o 한국은 국민의 스마트폰 활용 역량과 네트워크 이용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Civic Tech 발전에 유리한 환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3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88.3%, 만 6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

은 85%인 것으로 조사

  - 글로벌마케팅업체 위아소셜(WeAreSocial)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의 인터넷 사용률은 90%로 세계 5위, 소셜미디어 사용률은 83%

로 세계 2위 수준9)

□ 지능화 시대 Civic Tech 발전과 적용을 저해하는 약점 해결 필요

 o 정부차원에서 Civic Tech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내 Civic 

Tech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사회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시민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

와 인식 부족 문제, 기술 및 비즈니스 역량 부족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시민 중심) 시민 중심으로 기술의 사회적 활용 및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지원
하는 제도 마련 필요

 (사회현안 해결) 시민이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안 해결에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사회참여 인식 정립 및 사회현안
해결 모델 수립 지원 필요

 (디지털 사회혁신) 시민 중심의 효율적 디지털 사회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력 공동체 구축 필요

9) WeAreSocial, “Digital in 2017: Globa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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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시민 중심) 시민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시민의 디지털 사회혁신 도구 개발 및 활용 수준 제고

 o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실습 및 활용 사례 중심 교육 지원 추진 

  - 누구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강사진 Pool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의 기술 접근성 및 

이해도 향상 지원

  - 기술을 사회에 적용해야하는 필요성을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제시하고 기술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하여 시민 중심

의 참여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올바른 기술 활용 방향을 교육 

 o 사회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참여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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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시민 중심의 Civic Tech 개발 환경 조성

  - 시민 대상의 Civic Tech 개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개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연관 사회조직 및 기업 등에 고용연계를 지원함

으로써 개발의 지속성 유지

  - 개발된 Civic Tech를 통해 사회문제 개선, 정부의 효율화, 대민

서비스 질 향상 등 성과가 도출되면 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공급자 등에게 보상을 주는 체계 마련 

 (사회현안 해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현안 해결 추진

▶ 사회 운영 권한과 기술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발전

 o 시민의 의견 수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민의견의 사회적용 

과정에서부터 성과 창출까지 全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참여 인식 제고

  - 시민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힘으로 사회문제 개선과 혁신

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및 홍보

    * 사회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혁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제약 사항 
등의 연구를 추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시민 스스로 혁신을 이루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에 임하려는 동기 부여

    * 시민이 데이터와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이 사는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에 정면으로 대응 가능

 o 시민과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의 사회 활용 모델 수립

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활성화

  - 수시·정기적으로 Civic Tech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개인·기업 대상으로 기술 활용 모델을 

제시해줌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수준 높은 기술·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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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을 통해 Civic Tech를 추진한 우수 개인·기업을 선정

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업 및 기술 홍보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디지털 사회혁신) Civic Tech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사회혁신 구현 
▶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준비, 혁신적 공동체

 o Civic Tech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장(플랫폼)을 운영

함으로써 Civic Tech 주체의 기술 역량 및 비즈니스 역량 제고

  - 정부 혹은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적

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인 및 조직이 유사

사업과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한국 상황에 적용 가능한 Civic Tech 모델을 발굴하고 세부

적인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 매뉴얼을 수립 

    *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기업인,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지원

 o 협력의 장을 통해 연계된 이해관계자 간 생태계 구축 및 디지털 

사회혁신 과제추진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부기관, 시민조직과 기업 등이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Civic Tech 과제를 발굴

    * 정부와 시민조직은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공동체 구성 및 공동 연구 필요

  - 생태계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간 원활한 소통

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 과제추진 도모

    * 예시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 정부와 시민 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업을 주도하는 조직, 과제에 자금 및 기술 자원을 제공하는 재단 및 기업 
등으로 역할 구성 

  - 사회혁신 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와 시민조직은 디지털 사회

혁신 도구를 가질 수 있고, 기업은 역량 제고와 신생 기업 

설립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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