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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고유사업 부문에서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를(정부24, 홈택스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고객 니즈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관리형 부문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
하였다
□ 관리역량 기관장리더십 부문에서는 기관장의 조직 비전 제시 및
이를 위한 전략과제, 핵심사업과제 선정과 각 과제별 성과지표(KPI)를
정량화하고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부서성과와의 연계 노력 등을
높이 인정받았다
○ 또한 신기술 도입 운영모델 혁신 조직체계 정비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한국 아태지역 디지털
혁신 리더상을 수상한 점 등도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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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 종합평가 2년 만에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상' 수상 -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김명희 이 책임운영평가를 받은 지
년 만에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작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첫해부터
전문적 성과관리를 인정받아 ‘도약기관상’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시설관리형 부문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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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영기관이란 전문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 재정
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19년 5월 현재 22개 중앙부처 52개 책임운영기관 운영 중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는 년 월
취임한 김명희 원장의 전문적 리더십과 300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고유사업뿐만 아니라 기관장리더십, 조직 인사
관리, 사회적 가치 구현, 서비스혁신, 재정건전성 등의 관리역량
전 부문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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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

□ 한편 조직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에서는 긴급차량 안전 골든타임 확보 미세
먼지 예측 분석 등 대국민 안전, 환경과 직결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실제 정책까지 활용한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마지막으로 서비스혁신 부문에서는 ‘혜안’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분석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이용자 수를
2천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증가시키는 등 공직사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이 널리 확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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