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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 02. 11 (화) 조간(온라인 금일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02. 10 (월) 09:00 총 7쪽(붙임 5쪽 포함) 

담당부서 소프트웨어정책(070-7797-2583) 작 성 자 손영준 

 

오류 투성이 차세대 국민신문고 

84억 들인 차세대 국민신문고 서비스 첫날부터 오류 

기관 성과주의에 얽매여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실질적인 국민참여 및 문제 해결형 플랫폼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년(2018. 8~2019.12)에 걸쳐 예산 84억5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시

스템으로 2020년2월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해당 사업의 적정사업기간은 17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저희 단체의 판단으로는 17개

월의 사업기간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보다 1개월이 적은 16개월로 추진되

었으며, 1개월간의 짧은 안정화 기간으로 인하여 서비스 개시일부터 빈번한 오류 발

생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초례하고 있다. 

(2020-02-03 국민신문고 오류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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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이후 발견된 오류를 구분하면 1) 접속오류, 2) 기능오류, 3) 데이터 이관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 간혹 초기접속오류나 간단한 기능 오류는 발생하

나 차세대 국민신문고와 같이 이전 시스템의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관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사안을 확인하지 안고 서비스를 개통하는 경우는 없다. 

□ 이는 차세대 국민신문고 사업이 안일한 사업추진, 부실 감리, 부실 검수로 인한 총

체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라 볼 수 있다. 

□ 또한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에 사업을 수행하려는 발주기관의 성과 우선 주의에 의

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끝- 

□ 붙임 

1.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현황 

2.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오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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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현황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실질적인 국민참여 및 문제 해결형 플랫폼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년(2018년 8월~2019년 12월)에 걸쳐 8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1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두고 2020년2월3일 서비스를 시

작하였다 

○ 실질적인 국민참여 및 문제 해결형 플랫폼 구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에 맞추어 정부 민원행정을 개별민원 처리 중심에

서 문제 해결형으로 전환 

 국민들의 참여 증대를 위하여 참여서비스의 정부주도에서 민관협업 중심의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전환 

 다양화․세분화되는 소통․참여 업무 지원과 높아진 사용자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분야별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 

○ 2016년 BPR/ISP1에 따라 2차년도에 걸쳐 16개월간 수행, 사업예산 84억5천만원 

 1차년도(2018년) 사업기간:  5개월(8월~2월), 계약금액: 30억4천2백만원 

 2차년도(2019년) 사업기간: 10개월(3월~12월), 계약금액: 54억8백만원 

 

□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계약 내역 

 
  

                                         

1 BPR/ISP :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정보 전략 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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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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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오류 화면 

 

□ 2020년 02월 03일 오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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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 04일 오류 화면 

□ 2020년 02월 05일 오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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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 06일 오류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