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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IT협력 활동1. 국제 IT협력 활동

미국
(2.4~2.10)

바레인, 러시아
(3.19~3.24)

영국
(9.4~9.7)

독일, 터키
(4.10~4.17)

중국
(7.12~7.15)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국
(9.7~9.15)

말레이시아,싱가폴,필리핀
(12.8~12.16)

대통령 순방 수행(3회), IT장차관 면담(59회), 글로벌 CEO면담(22회)

115,062mile, 지구 4.6바퀴(2005)

대통령 순방 수행(3회), IT장차관 면담(59회), 글로벌 CEO면담(22회)

115,062mile, 지구 4.6바퀴(2005)

페루, 미국
(5.31~6.8) 

UAE,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오만
11.21~12.2

튀니지
11.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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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IT협력 활동 종합1. 국제 IT협력 활동 종합

외교무기 된 ‘한국 IT 기술’
(경향신문 ’05.12)

외교무기 된 ‘한국 IT 기술’
(경향신문 ’05.12)

Sowing the seeds
(New Electronics ‘05.5)
Sowing the seeds
(New Electronics ‘05.5)

대통령 순방 수행 및 특사(9회), IT장차관 면담(140회), 글로벌 CEO면담(60회) 
265,604mile, 지구 10.6바퀴(2003~2005)

대통령 순방 수행 및 특사(9회), IT장차관 면담(140회), 글로벌 CEO면담(60회) 
265,604mile, 지구 10.6바퀴(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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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이미지 제고(1)2.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이미지 제고(1)

IT전시회

- 구성 : 8대 주제관, 4대 기업관

- 관람 : 21개국 정상 등 85,000명 관람

IT전시회

- 구성 : 8대 주제관, 4대 기업관

- 관람 : 21개국 정상 등 85,000명 관람

IT 체험서비스

- 대상 : 21개국 정상 및 각료 등 1,000명

- 서비스 : 위성DMB, WiBro

IT 체험서비스

- 대상 : 21개국 정상 및 각료 등 1,000명

- 서비스 : 위성DMB, WiBro

APEC 정상회의시 전시관, 체험서비스를 통해 DMB, WiBro 등

IT839 성과물을 홍보

APEC 정상회의시 전시관, 체험서비스를 통해 DMB, WiBro 등

IT839 성과물을 홍보

2005 APEC 정상회의(11월)2005 APEC 정상회의(11월)



Broadband IT Korea5정 보 통 신 협 력 국

2.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이미지 제고(2)2. 주요행사를 통한 IT KOREA 이미지 제고(2)

World ICT Summit(5월)
ί2010 Conference(9월)

유럽 각국 ICT 장관 25명

대상으로 기조연설

VIP, 앨고어 등 1,000명

IT 장 차관 면담(13명)

World ICT Summit, i2010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에서 IT KOREA

이미지를 적극 홍보

World ICT Summit, i2010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에서 IT KOREA

이미지를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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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IT기업 R&D 센터 유치3. 글로벌 IT기업 R&D 센터 유치

연구소장 간담회(5월, 11월), R&D센터 현장방문(8회)

Agilent(2월, 무선 RF 모듈)Agilent(2월, 무선 RF 모듈)

MicroSoft(3월, 모바일 솔루션)MicroSoft(3월, 모바일 솔루션)

Sun(4월, 임베디드 S/W)Sun(4월, 임베디드 S/W)

On-Semi(5월, 모바일 부품)On-Semi(5월, 모바일 부품)

AMD(12월,DMB, WiBro칩 플랫폼)AMD(12월,DMB, WiBro칩 플랫폼)

세계 최고 수준의 IT Test-Bed를 기반으로 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 및 고급인력을 양성(’05년 : 5개, 누계 : 10개)

세계 최고 수준의 IT Test-Bed를 기반으로 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 및 고급인력을 양성(’05년 : 5개, 누계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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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정보격차 해소4. 국제 정보격차 해소

개도국 IT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통해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개도국 IT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통해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 33개국 320명 파견(목표:320명)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 33개국 320명 파견(목표:320명)

정보접근센터 구축

- 2개국(라오스 : 5월, 튀니지 : 11월)

정보접근센터 구축

- 2개국(라오스 : 5월, 튀니지 : 11월)

국제 정보격차 지수 개발 보급

※ 한국, DOI 지수 세계 1위

국제 정보격차 지수 개발 보급

※ 한국, DOI 지수 세계 1위

개도국 IT 전문가 초청 연수

- 43개국 286명(목표 265명)

개도국 IT 전문가 초청 연수

- 43개국 286명(목표 2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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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개성공단 통신통신 개통개통((’’05.12.28)05.12.28)

5. 범부처 협력을 통한 성공 사례5. 범부처 협력을 통한 성공 사례

IT KOREA 국제적 리더십 구축 입주기업 통신비 1/6 수준으로 경감

이산가족 화상상봉 (3회, 200가족)

UN ESCAP ICTUN ESCAP ICT센터센터 개소개소((’’06.306.3월월 예정예정))

33층층 500500평평

개성개성

국내 최초 국제기구 유치(’05.5) : 외교부, 인천시 협력
남북간 직통 상용망 최초 개통(’05.12) : 외교부, 통일부 협력

국내 최초 국제기구 유치(’05.5) : 외교부, 인천시 협력
남북간 직통 상용망 최초 개통(’05.12) : 외교부, 통일부 협력

서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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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 사례6. 혁신 사례

후속후속 조치조치

후기발간

토론회

중국중국 방문방문

SMIC 방문

전략회의

33SS

Speedy

Soft

Smart

정부 최초로 중국 현지(북경, 상해)에서 해외 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05.7)
하고 급성장중인 중국 대응방향 도출

정부 최초로 중국 현지(북경, 상해)에서 해외 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05.7)
하고 급성장중인 중국 대응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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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목 차

2005년 정책성과 평가I

2006년 정책환경 및 정책목표II

2006년 중점 추진과제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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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 성과의 가시화
(DMB, WiBro , RFID…)

IT839 성과의 가시화
(DMB, WiBro , RFID…)

2006년 정책환경2006년 정책환경

2006
IT 국제 환경

2006
IT 국제 환경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IT Nut-Cracker 
가능성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IT Nut-Cracker 
가능성

독일 월드컵

등으로

IT 신규수요 확대

독일 월드컵

등으로

IT 신규수요 확대

수출 시장 및 품목의 편중수출 시장 및 품목의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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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책목표2006년 정책목표

지역별 IT협력

프로그램 수립

IT839 글로벌

마케팅 강화
국제 기구 적극 참여능동적 통상 협상

IT산업의 전면적
글로벌화

IT산업의 전면적
글로벌화

세계와 함께하는 IT
KOREA 국제리더쉽 구축

세계와 함께하는 IT
KOREA 국제리더쉽 구축

IT 超강국 KOREA 실현IT 超강국 KOREA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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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목 차

2005년 정책성과 평가I

2006년 정책여건 및 정책목표II

2006년 중점 추진과제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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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839 성과 글로벌 마케팅 본격화1. IT839 성과 글로벌 마케팅 본격화

독일 월드컵
᾿06. 6

독일 월드컵
᾿06. 6

홍콩
ITU

Telecom World
᾿06.12

홍콩
ITU

Telecom World
᾿06.12

카타르

아시안게임
᾿06. 12

카타르

아시안게임
᾿06. 12

Blue OceanBlue Ocean

DMBDMB
WiBroWiBro
RFID
Telematics
RFID
Telematics

OperatorOperator ManufacturerManufacturer

로드쇼
포럼
협력단
전시회

SoC

성과지표성과지표 IT839해외로드쇼(6회), 협력단 및 전시회 지원(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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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SYNERGYSYNERGY

전문성, 국제NW전문성, 국제NW 현물, 현금현물, 현금

2. 글로벌 IT R&D센터 및 외자 유치 확대2. 글로벌 IT R&D센터 및 외자 유치 확대

R&D센터 유치 외자 유치

• National IT IR
(홍콩 싱가폴, 

유럽 미국 등)

• 해외증시 상장 지원

(NASDAQ, LSE,

JASDAQ 등)

성과지표성과지표 R&D센터 유치(5개), National IT IR(2회),
지자체 연계 수출상담회(5회), 해외증시 상장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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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3. IT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

대응방향대응방향통상환경통상환경 변화변화

성과지표성과지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서 제출(10개국),
WTO 및 FTA 시장개방안(서비스, 상품) 마련

WTO DDA 협상
가속화

WTO DDA 협상
가속화

거대경제권과
FTA 확대

거대경제권과
FTA 확대

IT 통상
분쟁가능성 증대

IT 통상
분쟁가능성 증대

◆ 주요 교역국에 시장개방 요구

◆ WTO DDA 최종 시장개방안 마련

◆ 19개국과 FTA 협상 추진
○ 본협상 : ASEAN(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
○ 공동연구 : Mercosur(4개국), 중국

◆ (선진국) IT839 관련 분쟁 가능성 대비

◆ (개도국) 디지털 짝퉁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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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행사 적극 참여로 IT KOREA 위상 제고4. 국제행사 적극 참여로 IT KOREA 위상 제고

국제행사국제행사((국내국내))

World
ICT

Summit

World
ICT

Summit SDFSDF

IT분야 다보스포럼으로 육성IT분야 다보스포럼으로 육성

5월

WPISP 개최WPISP 개최

세계 정보보호 분야 주도세계 정보보호 분야 주도

5월

국제행사국제행사((해외해외))

다보스포럼다보스포럼

한국 IT의 앞선 경험 소개한국 IT의 앞선 경험 소개

1월

Telecom WorldTelecom World

국내 IT 신기술 시연국내 IT 신기술 시연

12월

성과지표성과지표 World ICT Summit 참여 장관급 및 CEO(30명), 
ITU 이사국 선출(4Q), 국제행사 유치(1건) 

국제기구국제기구 활동활동

이사국 재선(5선)
ITU Telecom Asia 2008 유치

이사국 재선(5선)
ITU Telecom Asia 2008 유치

ITUITU

11월

공동 협력사업 확대공동 협력사업 확대

국제기구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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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차별화된 IT협력 프로그램 수립5. 지역별 차별화된 IT협력 프로그램 수립

ASEANASEAN

→ IT839전략 등 IT 노하우 전수

→ 정보격차해소 적극 지원

日/中과 시장 경쟁 격화

중 동중 동

→ WiBro, 홈네트워크 등
IT839제품 진출지원

→ 親韓 IT협력 人脈 구축

Oil Money를 이용한

IT투자확대

중남미중남미

→ ITCC를 활용하여 SI협력 확대
→ WB/IDB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전자정부 도입 단계

BRICsBRICs

→ 장관급 협력 채널 구축 / 윈-윈 협력사업 발굴

2025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 예상

- 중 국 : IT표준 협력, 인 도 : S/W 분야 협력
- 러시아 : 첨단기술 교류 확대, 브라질 : 전자정부 협력

성과지표성과지표 IT MOU체결(6건), IT협력위원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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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 적극 추진6.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 적극 추진

성과지표성과지표
UN ESCAP ICT 센터 개소 운영(120명), IT인력 초청 연수(250명), 
인터넷 청년봉사단(300명), 개도국 정보접근센터(2개국 2개소)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IT KOREA

동아시아, 중남미 등 기존 사업지역 외에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확대 추진

동아시아, 중남미 등 기존 사업지역 외에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확대 추진

진출

예정



Broadband IT Korea27정 보 통 신 협 력 국

7. 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7. 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

정부간정부간 ITIT협력협력 채널채널 구축구축

남북 IT교류 협력 위원회

구성 운영

- 정통부와 체신성

관계부처 공조 체계 구축

- EAR등 국제 규범 대응

민간교류민간교류 활성화활성화 지원지원

남북공동 민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북한 IT인력 양성

대북진출 유망분야

타당성 검토

성과지표성과지표 남북 민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지원(2회), 경협 및 관광지역
통신공급 확대추진

남북남북 통신지원통신지원 확대확대
((개성공단개성공단, , 금강산특구금강산특구 등등))

서울

개성

우편 인터넷

금강산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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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요 사업계획(요약)2006년 주요 사업계획(요약)

IT KOREA
국제리더십 구축

IT 산업의 전면적

글로벌화

주요 내용주요 내용 목표목표 비고비고

글로벌마케팅 지원 (IT839 로드쇼, IT IR 등)

글로벌 IT R&D 센터 유치

지자체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해외증시상장 지원(’05 : NASDAQ Bootcamp)

WTO DDA 통신서비스 최종 시장개방안 제출 제출(3Q)

1회

5회

5개

36회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 ( World ICT Summit 등)

지역별 IT협력 강화(IT MOU 체결, IT협력위원회)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국제 정보격차해소(UN ESCAP ICT 센터 운영 등)

ITU 이사국 선출

남북 민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지원

-

’04년 : 1회

’05년 : 2회

’10년 : 30개

’05년 : 34회

2회

670명

2개소

11건

개최(2Q)

확정(4Q)

-

’05년 : 585명

’05년 : 2개소

’05년 : 9건

’05년 : OECD

5회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