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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 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I. I. I. I. 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 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

초고속초고속초고속초고속 가입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 : 1,000: 1,000: 1,000: 1,000만만만만 가구가구가구가구 돌파돌파돌파돌파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이용율이용율이용율이용율 : 60% : 60% : 60% : 60% 초과초과초과초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필요

물리적/양적

인프라 확충

시스템 중복투자, 관리 비효율

IT와 업무혁신간 연계 미흡

유무선 통합, 융합서비스 수요

삶의 질, 웰빙 중시 경향

인터넷 여론, 댓글 문화 형성

미래 대비 동반 성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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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04)

IPv6 보급 기본계획(’04)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기본계획(’04)

ITA 법 제정(’05)

정보화평가체계 확립(’0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04)

100만 중소기업 ASP보급 사업(’04)

RFID 분야별 확산 (’06)

u-KOREA 기본전략 수립(’06)

ACE-IT 전략 수립(’06)

u-선도사업 추진(’06)

I. I. I. I. 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 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I. I. I. I. 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참여정부의 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정책흐름

IT 인프라 고도화 국가 정보자원관리 혁신

온라인 참여와 사회적 효율성 제고 미래사회에 대한 전략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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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 유무선 가입자망을 BcN으로 확충 (’04 ~ ’06)

IPTV, 영상전화, 양방향 디지털 CATV의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UCC 등 멀티미디어 위주의 인터넷 활용기반 조성

※ 참여정부 출범당시 IPv4 주소 여유율 : 7% (120만개)

IPv6 기반의 VoIP, WiBro 등 20종의 시범사업 실시 (157개 기관, 10만명 이용자)

무한대의 인터넷 주소자원 확보 (세계 5위)

정부 5,275억원 선도투자로 19.6조원 민간 투자유발

II. 참여정부 4년간 성과II. 참여정부 4년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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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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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격 등 5개 부문 표준화로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 (’06 시장규모 : 8,600억원)

인터넷 광고 자율심의기구 발족 (’06)

휴대폰소액결제 민원센터 발족(’06)으로 인터넷 결제 활성화 (’06 시장규모 : 9,500억원)

2단계 영문 kr도메인 도입 (’06), kr도메인 수수료 인하 추진 (’06) 

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II. II. II. II. 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4444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

한글도메인제도 시행 (’0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제도 도입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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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II. II. II. II. 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4444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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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orea 기본계획 수립(’06)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능기반사회 선도

u-City, u-Defense, u-Health, u-Work, Telematics 등 분야별 선도 사업 추진

미래사회 전망 및 연구를 통한 IT한국의 비전 제시

ACE-IT 전략 수립(25개 과제 발굴), 미래주간 행사(’06.11)로 비전/전략 공유

디지털로디지털로 하나되는하나되는

희망한국희망한국

2000 2010 20302006

ACE IT 

전략
u-KOREA 

기본계획

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II. II. II. II. 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4444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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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자수인터넷이용자수

초고속인터넷

가구

초고속인터넷

가구

‘02 ‘06

1,041만 가구

1,404만 가구

인프라 분야인프라 분야

2천6백만명
3천4백만명

‘02 ‘06

산업 분야산업 분야

’02                        ’06

178조원

358조원

<전자상거래 규모>

공공정보화 분야공공정보화 분야

<전자정부 대표포털
(G4C)

신청신청신청신청 5555만건만건만건만건

신청신청신청신청 593593593593만건만건만건만건

국제사회의 평가국제사회의 평가

’05        ’06

2222년년년년 연속연속연속연속 1111위위위위

’02       ’06

17위
6666위위위위

디지털기회지수디지털기회지수디지털기회지수디지털기회지수[ITU)[ITU)[ITU)[ITU) 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 지수지수지수지수 (IMD)

세계세계 11위위 세계세계 66위위

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II. II. II. II. 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참여정부 4444년간년간년간년간 성과성과성과성과

‘02 ‘06

발급발급발급발급 173173173173만건만건만건만건

발급발급발급발급 1111천건천건천건천건

* * *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비율비율비율비율 : 10.8%   : 10.8%   : 10.8%   : 10.8%   ���� 19%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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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2007년 정책 추진방향IIIIIIIIIIII. 2007년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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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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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TII. ITII. ITII. IT로로로로 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 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제고제고제고제고II. ITII. ITII. ITII. ITII. ITII. ITII. ITII. IT로로로로로로로로 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국가사회 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투명성과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제고제고제고제고제고제고제고제고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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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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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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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IVIVIVIV. 2007년 주요 추진과제



19정보통신부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참고참고참고참고> 2007> 2007> 2007> 2007년도년도년도년도 달라지는달라지는달라지는달라지는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 정책정책정책정책<<<<참고참고참고참고> 2007> 2007> 2007> 2007년도년도년도년도 달라지는달라지는달라지는달라지는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 정책정책정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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