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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03년 추진성과I. 2003년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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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추진성과(1)2003년 추진성과(1)

14.9% → 20%14.9% → 20%IT수출목표 초과 달성ITIT수출목표수출목표 초과초과 달성달성

IT분야 수출 성과

2002 2003

수출

무역수지

464
550

576(26초과)

24%

153
200

213(13초과)
36%

(단위 : 억불)

5대 국가별 수출실적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독일

154
117

49 32 27

(단위 : 억불)

전체 수출 대비 IT 수출 실적

2001 2002 2003

전체수출

IT산업

비중

1,504
1,625

1,943

383
464

576
26%

29% 30%

(단위 : 억불)

품목별 수출실적

액정
모니터

PC 및 보조
기억장치 DTV이동통신

및 부품

172

반도체
및 부품

200

60
30 13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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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추진성과(2)2003년 추진성과(2)

IBM 유비쿼터스 연구소 유치IBMIBM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연구소연구소 유치유치

IBM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소

설립 결정(’03.10)

투자 금액 : 정통부와 IBM이 향후 4년간

각 1,600만불씩 총 3,200만불 투자

규 모 : 약 70명(향후 100명 규모로 확대)

연구 분야 :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S/W분야

’04년 ¼분기 연구소 개소 예정

Intel R&D 센터 유치Intel R&DIntel R&D 센터센터 유치유치

대통령님 방미시 Intel CEO 면담

및 R&D센터 설립 요청(’03.5)

배럿 회장 대통령님 예방시

Intel Lab 설립 방침 표명(’03.8)

연구 분야 : 디지털홈, 무선통신

’04 년 ¼분기 연구소 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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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추진성과(3)2003년 추진성과(3)

14.9% → 20%14.9% → 20%“ITU 텔레콤 아시아 2004” 유치““ITUITU 텔레콤텔레콤 아시아아시아 20042004”” 유치유치

ITU 사무총장 면담, 총리친서 전달

등 총력적인 유치활동 전개(’02년)
방콕, 상해 등 8개 도시와 치열한 유치경쟁

부산 유치 확정 및 조인식(’03.10)
ITU 월드텔레콤 2003 한국의 날 행사 개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03.12)

14.9% → 20%14.9% → 20%동북아 3국간 IT협력기반 마련동북아동북아 33국간국간 ITIT협력기반협력기반 마련마련

한·중·일 IT장관회의 개최(’03.9)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 
공개S/W 등 7개 분야 3국간 협력 약정

3국간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공조체계 마련
세계 첨단 IT시장 선점



II. 보완해야 할 사항II. 보완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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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야 할 사항보완해야 할 사항

시장개척활동 성과의 가시화 미흡시장개척활동 성과의 가시화 미흡

13개 개도국을 중심으로 민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 IT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74개 중소IT기업 참여, 1:1 기업설명회 800회 개최

-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효과가 가시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수출지원

실정

5대 교역국 수출비중 추이

2001 2002 2003

65
67 66

5대 품목 수출비중 추이

2001 2002 2003

51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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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야 할 사항보완해야 할 사항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쉽 발휘 미흡국제기구에서의 리더쉽 발휘 미흡

일부 국제기구 직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사무총장 등 핵심직위 진출에 이르지는 못

지속적인 활동에도 불구,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쉽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함

함

주요 국제기구 임원 진출현황

- ITU : 1989년부터 이사국(4선)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임원 배출은 없음

- OECD : 2003년에 ICCP 4개 작업반 중 정보통신정책작업반 의장에 처음 선출

- APEC : TEL 부의장에 2003년 진출

통상이슈 대응체계 취약통상이슈 대응체계 취약

주요 정책 수립시 사전에 통상 이슈로 부상될 소지가 있는 지를 검토하는

국제협력관실의 점검체계가 취약 통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지 못함

2.3GHz 휴대

인터넷으로 확산 우려

한·미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

미국 정부 TBT
위반 가능성 제기

WIPI를 상호접속

기준으로 채택 추진

통상 쟁점화 가능성

부내 사전검토 미흡



III. 2004년도 국내·외 환경변화III. 2004년도 국내·외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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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내·외 환경변화2004년도 국내·외 환경변화

대외 환경 전망대외대외 환경환경 전망전망

세계 경제 회복기 진입세계세계 경제경제 회복기회복기 진입진입

• 세계 경제는 3-4%대
성장 전망(WB)

• 세계 IT시장도 설비
투자 확대로 5.4%
증가 전망(Gartner 03.9)

WTO협상의 지연WTOWTO협상의협상의 지연지연

• 제5차 각료회의 결렬
- 다자간 경제협력체계
구축 지연

• 선진국 중심으로 시장
개방을 위한 양자차원
협상이 강화될 전망

• 지역 경제블록화 확산

중국의 급성장세 지속중국의중국의 급성장세급성장세 지속지속

• 핵심 기술분야에서
우리와 기술격차 감소

• 휴대폰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시장성숙기 진입

•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

남북/북미관계 해소 불투명남북남북//북미관계북미관계 해소해소 불투명불투명

• 경협 기반 확충 지속
- 철도 연결, 개성공단

시범사업 착수 등

• 6자 회담 등 화해무드
조성이 기대되나
- 대북관계 실질 진전 불확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002 2003 2004

8

6

4

2

0

(%)

2002 2003 2004

8

6

4

2

0

(%)

2002 2003 2004

8

6

4

2

0

(%)

출처:삼성경제연구원

일본

중국

미국 EU

세계경제성장률

8.0 7.8 7.7

2.4 2.5 3.4
1.0

0.8

2.0

0.3

2.2

1.3

2.0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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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내외 환경변화2004년도 국내외 환경변화

국내 환경 전망국내국내 환경환경 전망전망

14.9% → 20%14.9% → 20%5%대 경제성장 전망55%%대대 경제성장경제성장 전망전망

민간소비민간소비민간소비
2003년 0.3% 보다 개선된
2.9%수준이나 여전히 부진

물 가물물 가가 유통업계 가격경쟁 격화
등으로 연 2.8%의 안정세

설비투자설비투자설비투자
2003년 1.2%보다 호전되어
4.2%에 이르나 미흡한 수준

실업률실업률실업률 다소 개선되어 3.0%
수준으로 하락 전망



IV. 2004년도 추진방향IV. 2004년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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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비전, 슬로건 및 중점 추진방향2004년도 비전, 슬로건 및 중점 추진방향

14.9% → 20%14.9% → 20%수출 700억불, 무역수지흑자 250억불
참여정부 5년간 수출 4,000억불 무역수지흑자 1,000억불 달성

수출수출 700700억불억불, , 무역수지흑자무역수지흑자 250250억불억불
참여정부참여정부 55년간년간 수출수출 4,0004,000억불억불 무역수지흑자무역수지흑자 1,0001,000억불억불 달성달성

글로벌 IT리더십 발휘

중 점 추 진 방 향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활동 전개

중소 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IT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구축

정보격차해소 등
정부간 협력 강화

통상협상 능동
대응,남북 IT

교류·협력 촉진



V. 중점 추진과제V.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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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2004년도 수출 목표중점추진과제 : 2004년도 수출 목표

수출 700억불, 무역흑자 250억불수출 700억불, 무역흑자 250억불

2004년 목표2004년 목표

14.9% → 20%14.9% → 20%공세적인 수출시장
개척활동 다각적 전개

공세적인공세적인 수출시장수출시장
개척활동개척활동 다각적다각적 전개전개

수출
무역수지흑자

[단위:억불]

2003 2004

576

700

213
250

21.5%

17.4%

IT산업 수출입 추이 및 전망

출처:IITA

’02

800

600

400

200

0

1000

’03 ’04 ’05 ’06 ’07

무역수지

수출

464 576
670 770

890
1030

155
213 250 270 310 350

2004년 분기별 IT 수출 전망

1/4 2/4 3/4 4/4

160
180

200

160

수출 주도품목의 경쟁 격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북핵 문제 등 부정적 요소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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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중점추진과제 :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

미국미국미국

•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여부가
세계적 브랜드 성장을 판가름

• 유망중소기업의 미국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

Global Brand로 육성
중소기업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EUEUEU

• EU가 동구국가를 포괄하는
동서유럽 통합 경제권역으로
성장할 전망

• 전략적 홍보활동을 강화

브랜드 인지도 제고

BRICsBRICsBRICs

• 경제규모가 크고 IT시장이
급성장하는 지역

시장개척효과 조기
가시화 가능

• IT거점 국가로 설정
정책자문단
IT인력 초청연수

아프리카, CIS, 중남미아프리카아프리카, , CISCIS, , 중남미중남미

• 장기적 시장 확대 기대 지역

• 우호적 협력기반 확충에
활동의 중점 부여

EDCF자금지원
IT인력 초청연수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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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수출 지원체계의 강화중점추진과제 : 수출 지원체계의 강화

추진 목표추진 목표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주요 내용주요 내용

IT수출정보DB(ITX)를 고객 지향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18개 품목, 12,000여 컨텐츠 20개 품목, 5만 여 컨텐츠로 확대

월 3회 중소기업 회원사에 e-mail을 보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IT수출상담센터 운영 강화

온라인상담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03’ 58명 04’ 100명 )
수출유망기업(300개) 대상 설문조사를 연 3회 실시하여 업계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

Milestone
구 분

ITX 컨텐츠 확대

서비스 제공

상담센터 운영 강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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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수출 지원체계의 강화중점추진과제 : 수출 지원체계의 강화

추진 목표추진 목표

IT 관련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ICA(한국정보

통신수출진흥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

주요 내용주요 내용

단순한 수출지원 기능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진출 자금지원 및 국제교류 협력 등 해외 협력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지원기관으로 기능을 확대
해외협력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대비 성과 증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IT수출 및 해외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당위성 및 기관 정체성 확보

Milestone
구 분

실무협의 추진

국회 법안 제출 및 심의

조직 개편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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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한·중·일 3국 정책공조 강화중점추진과제 : 한·중·일 3국 정책공조 강화

추진 목표추진 목표

한·중·일 3국 IT분야 산업계, 학계, 정부 핵심 관계자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차세대

IT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공조를 형성하여 세계시장 공유 및 시장 공동진출 효과 창출

3국간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IT분야 협력을 ASEAN 국가로 확대

주요 내용주요 내용

한·중·일 IT 장관회의 및 ICT비즈니스 포럼(’04.7.26-27, 일본 훗카이도)

7개 분야 3국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04. 3월)

한·중·일 IT 국장급 전문가 회의(’04. 5월)
실무협의체에서 발굴된 과제를 구체적 협력과제로 심화· 발전 및 추가과제 발굴

Milestone
구 분

IT 장관회의

국장급 전문가 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각 분야별 실무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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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남북 IT 교류 협력 기반 확충중점추진과제 : 남북 IT 교류 협력 기반 확충

추진 목표추진 목표

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IT관련 합의서 체결 등 안정적 협력기반 조성

주요 내용주요 내용

최소한의 투자 보장장치 마련을 위해 금년 중『남북한 우편 및 전기통신 합의서』체결 추진
북한의 의지가 중요한 점을 감안, 남북대화 진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개성공단 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체결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는 2002. 12월에 기 체결

북한 IT연구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 정보통신연구센터를 KISDI 내에 설립
북한 통신관련 법•제도, 통신망 현대화 방안 등 중·장기연구과제 수행

Milestone
구 분

합의서 체결

부속합의서 체결

북한 연구센터 설립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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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국제협력 활동의 실효성 제고중점추진과제 : 국제협력 활동의 실효성 제고

추진 목표추진 목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 IT발전상을 적극 홍보하여 국가위상 제고

국제기구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주요 내용주요 내용

2004. 9월 ITU Telecom Asia 2004 행사 개최(부산, 500여개 세계적 IT기업 참여 )

ITU-MIC 공동 심포지엄 및 워크샵 등 각종 국제기구 관련 주요행사 국내 개최

국제기구 활동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POOL 구성

Milestone
구 분

ITU Telecom Asia 개최

ITU-MIC공동심포지엄
OECD 스팸 워크샵
APT Wireless포럼

전문인력 Pool 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Broadband IT Korea23

중점추진과제 : 국제 정보격차해소 활동의 지속 확대중점추진과제 : 국제 정보격차해소 활동의 지속 확대

추진 목표추진 목표

우리의 IT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IT Korea에

대한 인지도 제고

주요 내용주요 내용

50여개국 470명의 IT정책결정자, 민간 CEO에 대한 장·단기 초청 연수프로그램 실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외 IT인적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300명) 및 개도국 인터넷교육훈련센터 설립(2개소)

해외 전략 진출국가에 IT 정책자문단 파견

구 분

해외 IT인력 초청연수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인터넷교육훈련센터 개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IT정책자문단 파견

Mil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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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다국적 IT기업 R&D센터 유치중점추진과제 : 다국적 IT기업 R&D센터 유치

추진 목표추진 목표

연내 총 4개의 다국적 기업 R&D센터를 유치

주요 내용주요 내용

현재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Intel, IBM R&D센터를 ¼분기 중 개소

유치 가능성이 높은 HP, MS, SAS, Sybase, Agilent Technology 등과 집중 유치 협상 실시

TI, AMD 등 기타 IT기업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협의 추진

선진국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주요 해외기업 CEO 초청 국내 산업시찰 등 투자여건 설명

Milestone
구 분

유치실무 협의

R&D센터 유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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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 통상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중점추진과제 : 통상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

추진 목표추진 목표

통상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체계를 마련하여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의 쟁점화를 사전에 차단

WTO서비스협상 및 FTA협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

주요 내용주요 내용

각계의 통상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팀 구성(2/4분기)

우리나라 수정 양허안 마련(2/4분기) 등 WTO통신서비스 협상에 적극 대응

본격적으로 진행될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체결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싱가포르와는 9월 협정 체결, 일본과는 12월까지 주요 쟁점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Milestone
구 분

대응팀 구성

수정 양허안 마련

한·일 FTA체결 추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싱 FTA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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