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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06년 주요업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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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세아니아 순방오세아니아 순방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아시아 순방아시아 순방

캄보디아루마니아

유럽 순방유럽 순방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아ㆍ중동 순방아ㆍ중동 순방

나이지리아이집트 알제리

아프리카 순방아프리카 순방

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1)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1)

대통령 순방 수행(5회), 총리 순방 수행(3회), IT장차관 및 대사면담(125회) 

� 해당국 시장개척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13개국과 IT MOU체결, 총50개국)

VIP순방VIP순방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동ㆍCIS 순방중동ㆍCIS 순방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구주 순방구주 순방

프랑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1)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1)

총리순방총리순방

남아공

아프리카 순방아프리카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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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수행(5회), 총리 순방 수행(3회), IT장차관 및 대사면담(125회) 

� 해당국 시장개척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13개국과 IT MOU체결, 총50개국)



1 2 3 4

5 6 7 8

9 10 11 12
터키

ITU전권위원회ITU전권위원회

홍콩

Korea IT IRKorea IT IR

북유럽 출장북유럽 출장

러시아 독일 헝가리

ASEAN+3 TelminASEAN+3 Telmin

브루나이

중국

CJK IT장관회의CJK IT장관회의

유럽 출장유럽 출장

프랑스 이태리

유럽 출장유럽 출장

영국 독일

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1)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1)

장차관출장장차관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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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수행(5회), 총리 순방 수행(3회), IT장차관 및 대사면담(125회) 

� 해당국 시장개척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13개국과 IT MOU체결, 총50개국)



1.1.1.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2222)1.1.1.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2222)

IT839 전략 성과물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IT839 전략 성과물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

독일, 중국 등에서 상용서비스 실시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실험방송 실시

베네주엘라,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 10개국 진출

2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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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3333)1.1.1.1.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위상 제고(3333)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 기여 확대로 IT강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IT분야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구축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 기여 확대로 IT강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IT분야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구축

World ICT Summit 개최(’06.5월)

- 프랑스, 터키 등 세계 18개국 장·차관 참석

’08년 OECD ICT 장관회의 유치(’06.10월)

ITU이사국 5회 연속 진출 (’0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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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글로벌 ITITITIT기업 R&D 센터 유치2.2.2.2. 글로벌 ITITITIT기업 R&D 센터 유치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IT친화적 이용자를 바탕으로

전세계 IT테스트베드 위상확립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IT친화적 이용자를 바탕으로

전세계 IT테스트베드 위상확립

연구소장 간담회(’06.6월, 12월),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IT CEO포럼포럼포럼포럼(’06.6월월월월, 12월월월월)

1월1월3월3월11월11월12월12월12월12월

8



3.3.3.3. IT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3.3.3.3. IT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

IT 정책설명회정책설명회정책설명회정책설명회 (프랑스, ’06. 6월)IT 정책설명회정책설명회정책설명회정책설명회 (프랑스, ’06. 6월)

프랑스 정부 및 주요 IT기업대상
DMB·WiBro 등 신규서비스 홍보 마케팅

프랑스 정부 및 주요 IT기업대상
DMB·WiBro 등 신규서비스 홍보 마케팅

Global IPO Opportunity (서울,’06.10월)Global IPO Opportunity (서울,’06.10월)

뉴욕, 런던, 동경 증시 상장방법 세미나

및 1 : 1 상담

뉴욕, 런던, 동경 증시 상장방법 세미나

및 1 : 1 상담

Korea IT IR (홍콩, ’06. 11월)Korea IT IR (홍콩, ’06. 11월)

국내 IT분야 유망중소기업 등에게

외국인 투자유치 기회제공

국내 IT분야 유망중소기업 등에게

외국인 투자유치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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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통상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4. IT통상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한-미 FTA, 한-아세안 FTA, WTO DDA 등 양자/다자 통상협상에서

IT분야 협상의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대응

한-미 FTA, 한-아세안 FTA, WTO DDA 등 양자/다자 통상협상에서

IT분야 협상의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대응

미국, EU, 일본 등과 통신서비스

복수국간 협상에서 양허 요구국으로 참가

미국, EU, 일본 등과 통신서비스

복수국간 협상에서 양허 요구국으로 참가

WTO DDAWTO DDA

한-아세안 FTA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타결(’06.5월)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타결(’06.5월)

한-미 FTA한-미 FTA

통신서비스, IT상품, SW지재권 등

IT분야 협상에 적극 대응

통신서비스, IT상품, SW지재권 등

IT분야 협상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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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센터 구축(2개국)

- 인니 : ’06. 6월, 나이지리아 : ’06.11월

정보접근센터 구축(2개국)

- 인니 : ’06. 6월, 나이지리아 : ’06.11월

국제 정보격차 지수 개발 � 보급
※한국, DOI 지수 2년 연속 세계 1위

국제 정보격차 지수 개발 � 보급
※한국, DOI 지수 2년 연속 세계 1위

개도국 IT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 68개국 261명

개도국 IT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 68개국 261명

UN ESCAP ICT 훈련센터 개소

- ’06년 6월, 인천 송도

UN ESCAP ICT 훈련센터 개소

- ’06년 6월, 인천 송도

5. 국제 정보격차 해소 노력5. 국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지역별로 차별화된 IT협력 프로그램, 국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통해

국가 IT Korea 브랜드 제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IT협력 프로그램, 국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통해

국가 IT Korea 브랜드 제고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 he Pacific)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 he Pacific)

Korea(Rep.)

Japan

Denmark

Iceland

Hong Kong, China

Sweden

United Kingdom

Norway

Netherlands

Taiwan, China

Macao, China

Australia

Israel

Canada

0.0 0.2 0.4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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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 IT교류협력 활성화6. 남북 IT교류협력 활성화

o 개성공단 통신공급 확대(232 →303회선), 제4차 이산가족 상봉지원

(’06.2월, 80가족) 및 북한 IT 인력양성(’06.6월, 10월 총 66명) 추진

o ’06. 4월 『민족과학기술대회』 개최 등 남북간 교류 활성화

o 개성공단 통신공급 확대(232 →303회선), 제4차 이산가족 상봉지원

(’06.2월, 80가족) 및 북한 IT 인력양성(’06.6월, 10월 총 66명) 추진

o ’06. 4월 『민족과학기술대회』 개최 등 남북간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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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7 국제 IT 환경전망 및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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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제 IT 환경 전망2007 국제 IT 환경 전망

2007 국제 IT 환경 전망2007 국제 IT 환경 전망

세계 IT시장 지속 성장 예상

FTA 등을 통한 글로벌 IT시장 개방지속

세계 IT시장 지속 성장 예상

FTA 등을 통한 글로벌 IT시장 개방지속

수출시장 및 품목 편중 심화 현상지속

글로벌 IT협력네트워크 미흡

수출시장 및 품목 편중 심화 현상지속

글로벌 IT협력네트워크 미흡

통방융합 등 IT메가트랜드의 급속한 진전

해외 IT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통방융합 등 IT메가트랜드의 급속한 진전

해외 IT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IT제품 및 기술력 보유

IT해외진출 종합지원기관 출범

세계 최고수준의 IT제품 및 기술력 보유

IT해외진출 종합지원기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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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책 목표2007년 정책 목표

IT산업 해외진출 지원IT산업 해외진출 지원

IT산업 글로벌화 추진IT산업 글로벌화 추진

BRICs 등 주요협력

대상국가 진출 확대

BRICs 등 주요협력

대상국가 진출 확대

국제기구 협력 강화국제기구 협력 강화

R&D센터 및

투자유치 확대

R&D센터 및

투자유치 확대

IT공적원조(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협력추진

IT공적원조(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협력추진

글로벌 IT협력강화글로벌 IT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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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

능동적 통상협상 추진능동적 통상협상 추진



III. 2007년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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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DMB, CDMA 등 IT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IT분야 지속 성장에 기여

(러시아·CIS지역 : 국가정보화 프로젝트 참여, 아시아 : DMB·WiBro 확산)

WiBro, DMB, CDMA 등 IT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IT분야 지속 성장에 기여

(러시아·CIS지역 : 국가정보화 프로젝트 참여, 아시아 : DMB·WiBro 확산)

IT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 KIICAㆍKOTRAㆍKOICA 등 해외진출기관간

연계 협력방안 마련

IT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 KIICAㆍKOTRAㆍKOICA 등 해외진출기관간

연계 협력방안 마련

주요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지원 역량 집중

- 전문 정보수집기관 지정ㆍ수집ㆍ제공

- 로드쇼 개최 및 사전타당성조사(F/S) 실시 등

주요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지원 역량 집중

- 전문 정보수집기관 지정ㆍ수집ㆍ제공

- 로드쇼 개최 및 사전타당성조사(F/S) 실시 등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진출 기반 조성

- VIP, 장ㆍ차관 방문 또는 외국고위인사 방한 추진

- 민ㆍ관합동 IT협력위원회 개최 및 기업참여 기회제공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진출 기반 조성

- VIP, 장ㆍ차관 방문 또는 외국고위인사 방한 추진

- 민ㆍ관합동 IT협력위원회 개최 및 기업참여 기회제공

1. BRICs 등 주요협력 대상국가 진출 확대1. BRICs 등 주요협력 대상국가 진출 확대

DMBDMB
WiBroWiBro
CDMAC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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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R&D센터 및 투자유치 확대2. 글로벌 R&D센터 및 투자유치 확대

전략품목 관련 R&D센터 및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국내 IT산업 경쟁력 제고전략품목 관련 R&D센터 및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국내 IT산업 경쟁력 제고

IT Cluster(누리꿈스퀘어)등과 연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UCC 및 온라인게임 확산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IT환경 장점 홍보

Pre-IPO 기업을 대상으로한

IR, GIO등을 통해 홍보활동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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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협상 대응강화3. 통상협상 대응강화

양자/다자 차원의 IT통상협상을 통해 국내기업에 우호적인

IT교역 여건 조성 추진

양자/다자 차원의 IT통상협상을 통해 국내기업에 우호적인

IT교역 여건 조성 추진

대응방향대응방향통상환경 변화통상환경 변화

한-미 FTA IT분야 협상 타결 추진

한-미 FTA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한-미 FTA

마무리 단계 진입

한-미 FTA

마무리 단계 진입

한-EU FTA

한-중 공동연구 추진

한-EU FTA

한-중 공동연구 추진

WTO DDA

협상 재개

WTO DDA

협상 재개

한-미 FTA 협상경험 적극 활용

관세/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적극 추진

다자협상을 통한 해외 IT시장 개방 확대 유도

국내규제ㆍ보조금 관련 협상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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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국제기구 협력활동 강화4.4.4.4. 국제기구 협력활동 강화

IT Korea

위상강화

IT Korea

위상강화

국제

리더십 제고

국제

리더십 제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IT Korea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 IT리더십 제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IT Korea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 IT리더십 제고

IT  Ministerial 
Conference 2007

ITU

세계각국 장·차관 참석

ITU Telcom Asia 2008유치

UN, APEC, ADB

OECD OECD 장관회의 개최준비

국제기구와 공동협력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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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 적극 추진5.5.5.5.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 적극 추진

국내 IT시니어를 활용한 정보화정책자문 실시

IT초청연수 통합관리 등 협력사업 체계화

다양한 수단을 통한 IT ODA 확대

국내 IT시니어를 활용한 정보화정책자문 실시

IT초청연수 통합관리 등 협력사업 체계화

다양한 수단을 통한 IT ODA 확대

우호적 시장진출 여건 조성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필리핀

베트남베트남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몽골몽골

케냐케냐
과테말라과테말라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

스리랑카스리랑카 라오스라오스
파라과이파라과이

페루페루

가나가나

콩고콩고

탄자니아탄자니아

에디오피아에디오피아

캄보디아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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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북한 IT분야 정보의 체계화 및 경협지역 통신지원 추진6.6.6.6. 북한 IT분야 정보의 체계화 및 경협지역 통신지원 추진

북한 IT분야 정보의 체계화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북한 IT분야 정보의 체계화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경협참여 통신사업자 및 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기 워크샵 개최

경협참여 통신사업자 및 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기 워크샵 개최

-북한 IT분야 정보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

-북한 IT분야 정보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

북한 IT정책 연구기능 강화북한 IT정책 연구기능 강화

-남북통일 대비 독일통신통합 관련

정책조사 및 비교연구

-남북통일 대비 독일통신통합 관련

정책조사 및 비교연구

경협지역 통신지원 추진경협지역 통신지원 추진

전화, FAX전화, FAX 인터넷인터넷

개성 본공단

통신공급 추진

개성 본공단

통신공급 추진

개 성개 성

서 울서 울

금강산금강산

평 양평 양

일반전화일반전화

공중전화공중전화

금강산지역

통신지원

금강산지역

통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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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추진방법

IT협력위원회 개최

IT MOU 체결

지역협력체와의 협력강화

(KANZ, CJK, ASEAN+3)

VIP·총리순방 등 협력기회

활용

IT협력위원회 개최

IT MOU 체결

지역협력체와의 협력강화

(KANZ, CJK, ASEAN+3)

VIP·총리순방 등 협력기회

활용

7. 개도국, 선진국별 전략국가를 대상으로한 협력강화7. 개도국, 선진국별 전략국가를 대상으로한 협력강화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협력수단(MOU, 국제IT협력센터 등)을 활용하여

국가간 협력내실화

- 특히,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과 양자협력 공고화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협력수단(MOU, 국제IT협력센터 등)을 활용하여

국가간 협력내실화

- 특히,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과 양자협력 공고화

중점분야중점분야

통신서비스

전자정부

ODA(공적지원)

FTA

통신서비스

전자정부

ODA(공적지원)

FTA

지역별 주요협력

대상국가 선정

지역별 주요협력

대상국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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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도국, 선진국별 전략국가를 대상으로한 협력강화7. 개도국, 선진국별 전략국가를 대상으로한 협력강화

24

FTAFTAODAODA전자정부전자정부통신서비스통신서비스지역분류지역분류

중동·아프리카중동·아프리카

미주미주

유럽유럽

아시아아시아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ASEAN(10개국)

인도, 중국, 호주

ASEAN(10개국)

인도, 중국, 호주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EU
(27개국)

EU
(27개국)

영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캐나다미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독일, 러시아독일, 러시아

브라질브라질
과테말라,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과테말라,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과테말라, 

콜롬비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미국미국

UAE, 케냐UAE, 케냐
가나, 케냐, 콩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가나, 케냐, 콩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UAE, 알제리UAE, 알제리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07년 주요

협력대상국가



2007년도 주요 IT국제행사 계획2007년도 주요 IT국제행사 계획

1월

2월

3월

6월

8월

9월

10월

미국, 영국

한국

캄보디아

뉴질랜드

1.23~1.27

2.11~2.17

스위스(다보스)

이탈리아, 스페인

4. 19 서울

콜롬비아

4월

미정

미정

미정

서울

7월

미정

미정

미정

국제기구팀

지역협력팀

국제기구팀

협력기획팀

지역협력팀

협력기획팀

지역협력팀

지역협력팀

지역협력팀

일 시일일 시시 장 소장장 소소 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월별월별 행 사 명행행 사사 명명

IT  Ministerial Conference 2007

ASEAN+Korea 정보통신장관회의

KANZ Broadband Summit

Korea IT IR

GIO 2007 행사

중남미 ICT Summit

한.중.일 IT장관회의

다보스 포럼

VIP 유럽 2개국 순방

유럽 3개국 출장 3.18~3.23 터키, 그리스 지역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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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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