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1.0
정부

일방향

정부2.0
정부-국민

양방향

정부3.0
정부-국민
개인 맞춤형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 2013.2.25, 대통령 취임사 중 -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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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방 ·공유·소통·협력 ]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최접점 민원창구를 확대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겠 

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업특성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부처 중심이 아닌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A부처 B부처 C부처 D부처

정 부 민 간

 효율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각 부처가 서로 

공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 

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겠습니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들은 단계 

적으로 개방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Big Data

미래전략

정책수립

신산업
창출

공공데이터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1,005종
35개 분야

6,400종

150개 분야

2013 2017

개방건수
 Open API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 민 생 활 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정보는 모든 과정을 

사실 그대로 사전에 공개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