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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공공지능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 9월 16일(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16일(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정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민·관이 함께 모여 공공지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플랫폼, 은행․카드․보험, 통신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지능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카드, 교보생명, 케이티(KT), 에스케이(SK)텔레콤, 엘지유플러스(LG U+), 삼성전자, 야놀자

□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정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하여 각종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해 옴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여 왔다.
□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비서, 공공 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등의 서비스가 있다.
○ (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앱*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팅로봇(챗봇), 음성인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온라인상의 개인 행정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

*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케이비(KB)국민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등7곳의앱
** 네이버클로바, 케이티(KT) 기가지니, 카카오헤이카카오, 에스케이티(SKT) 누구등4개인공지능스피커를통해제공

○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공공기관과, 은행·카드·보험·증권사 등 76개
금융기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1억 8천만 건의 구비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었다.

* 정보주체인국민의요구에따라행정·공공기관이보유한본인행정정보를본인또는제3자에게전송하는서비스
○ (전자증명서) 종이 증명서 대신, 각종 민원 증명서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등 정부 앱 외에,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앱,
이니셜 등 18개 민간 모바일앱에서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다.
○ (모바일 신분증)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개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
대가 열리게 되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 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보다 확대 개방하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기업간담회를 계기로, 공공
분야 지능형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정부와 민간 간 협업체계를 강화
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와 기술력을 접목하여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지능정책 방향 기업간담회 개최 계획(안)

□ 개요
m 목적 : 디지털정부서비스 참여 기업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업 기반의
공공지능정책 추진방향 모색
m 일시 : ’22. 9. 16.(금) 10:00~11:40
m 장소 : NIA 서울사무소 15층 대회의실
m 참석자 : 총 27명
- 행 안 부 : 디지털정부국장, 공공지능정책관, 담당 과장 등
- 민간기관 :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 교보생명, KT,
SK텔레콤, LG U+, 삼성전자, 야놀자
- NIA : 디지털정부본부장, 디지털정부기획팀장·사업팀장
m 간담회 안건
- 공공지능정책 추진과제*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 국민비서,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모바일신분증 및 향후 추진 과제
(마이AI·지갑24, 디지털서비스 개방)

□ 진행계획(안)
시 간

주 요 내 용
인사말

10:00 ~ 10:05

5‘

10:05 ~ 10:15

10’ 공공지능정책 추진과제 현황 발표

10:15 ~ 11:35

80’ 공공지능정책 발전방안 논의

11:35 ~ 11:40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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