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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
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
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
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스마트미디어, 정보통신정책, 정책홍보, 삶의 질, 소셜미디어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establishment and dis-establishment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to provide a recommendation to the next government. This study compares its background, 
accomplishments and failures between a MIC establishment by the Civilian Government and a MIC 
dis-establishment by the current Government.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MIC dis-establishment had negative 
effects: plunge of IT national competition due to the absence of IT control tower and organizational inefficiency 
due to poor communication and duplicate investment among inter-governm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mmends "Ministry of IT and Media Smart Convergence" establishment to be totally governing IT control 
tower and cultural content as a new trend for the next government.

Key Words : National Information, Social Network, Digital Cultural Content, IT, Information protection, 
Governance

1. 서론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는 1994년 출범한 이래 IT코

리아를 궤도에 올려놓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엔진 

역할을 하 으나, 출범한 지 14년 만인 2008년 막을 내렸

다. 정통부가 출범한 이후 ‘IT강국 코리아’ 상이 본격

으로 확 되기 시작하 다. 특히 정통부는 IMF 기를 

거친 후 닷컴 붐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핵심 산업으로 IT

가 자리하면서 IT산업을 정책 으로 지원, 육성하는 역

할을 맡아 수행한 공이 실로 크다.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08년 2월 발효되어 정통부가 없어지고 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  흐름에 맞춰 ‘방송통

신 원회(이후 방통 )’가 새롭게 출범하 다. 이에 따라 

방통 는 방통 융합과 이에 따른 이종 산업 간 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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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차세  성장동력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실  정

부 출범 이 에도 정통부 역할에 한 논란은 있어왔다. 

그러나 정통부는 IT산업 발 과 IT코리아 상을 확립

한 공을 인정받으며 해체 고비를 넘겨왔다. 유무선통합 

시 와 융합산업 시 를 비해 홈네트워크, 무선인식

(RFID), 텔 매틱스 등을 육성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이

어졌다. 그 에서도 로 산업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디지

털콘텐츠· 상콘텐츠 등에 해 문화 부와 갈등이 심

각해졌고, 결과 으로 정통부 기능을 여러 곳으로 분산

하게 되는 상황을 래하게 되었다. 정통부가 사라진 지 

3년이 지났다. 시장 조사기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IT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스유닛(EIU) 보

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IT경쟁력 지수도 정통부가 

있을 때 3 까지 도약 했었지만 재는 20 권을 오르내

리고 있다. 이는 IT정책 담부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

는 상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IT 컨트

롤타워를 다시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통부 해체 이후에 발생되어 온 장

과 단 을 분석해 보고, 산업의 발달과정, 세계 시장의 추

세, 기술발 에 따른 정책 과제 등을 종합하여 10년 후의 

비 에 맞는 국가 정보미디어 융합 거버 스 구축의 

략  근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정통부의 업무 실적 및 평가

정통부는 1994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정통부가 출범됨으로써 그동

안 정보통신 련 업무를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에서 각

각 담당함에 따라 발생되어 왔던 정부 부처 간의 소모

이고 복 인 정책 추진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 련 업무의 이  황은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정통부의 장업무는 정보통신정책, 우편사업, 방

송 리, 체신 융, 정보통신 지원  력에 한 업무 등

이다. 정통부 출범의 의의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

통신 산업 황에 한 정확한 분석을 토 로 정보통신

분야를 선진국 수 으로 발 시키기 한 종합 이고 체

계 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참

여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 주도로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IT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IT839 

정책을 추진하 다. 여기서 8은 신규서비스, 3은 첨단 인

라, 9는 IT부분의 신 성장 동력을 의미한다. 

<표 1> 업무이관 현황
이  부처 이  업무 재 유사부서 

상공

자원부

정보통신  방송기기 련산업·

멀티미디어·컴퓨터  주변기기 

산업에 한 지원 육성 기능

지식

경제부

과학

기술처

시스템 산업 개발 육성· 자계산

조직 기술 개발 보 ·컴퓨터 로

그램 보호  육성에 한 업무

교육과학

기술부 

공보처
유선방송과 련된 업무와 종합

유선방송 허가업무

문화

부 

*출처: 정부조직법(1994.12.31)  인터넷 자료 종합 

[그림 1] 참여정부의 IT839 정책
*출처 : http://blog.paran.com/leaders21/45818770

정통부는 앙정부의 부처별로 산재된 IT산업을 종합

으로 육성시켜 왔으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 으

로 처함으로써 IT강국의 상을 견인하는 추동 인 역

할을 담당하여 왔다. 정통부의 그동안의 업 을 평가해 

보면, 강력하고 체계 인 국가 정보화 정책추진에 따라 

IT인 라 구축, 휴 폰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최강의 국

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비 소 트 워에 한 지원이 부

족하 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  진입에 비한 

비가 소홀하 으며, 심지어 R&D, IPTV 등 타 부처 업무

역을 침범하는 등 정부 부처 간의 갈등  폐단을 래

하기도 하 다.

3. 정통부의 해체 원인

정통부 해체는 2008년 1월 16일 이명박 통령의 통

령직 인수 원회에서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의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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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1]. 정통부를 폐지하게 된 주요 요인은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정통부 폐지 이유
① 기업지원 기능이 업종과 역별 분산되어 실물경제의 융

합과 新산업 출  등 여건변화에 한 유연한 곤란 응

② 그간 기 정보화를 이끌었으나 융합과 신산업 창출 역부

족 

③ 정보망 구축 종료  정보기술의 산업 반 보편화로 역

다툼은 장애요인 

④ 특정사업자의 보호막으로 락 우려 

*출처 : 통령직 인수 원회(2008)  인터넷 자료 재정리

정통부가 해체됨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  규제를 

한 방통 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각 기능들은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부처로 나뉘어져 이 되었다

[2]. 정통부에서 행정안 부로 이 된 기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행정안 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원회

문화 부

① 국가정보화, 

   자정부, 정보보

호
② IT산업 정책

③ 방송통신정책, 규제

④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부

[그림 2] 정통부 기능 이관 현황
*출처 : 정부조직 개편안(2008.1.16)에서 재정리

<표 3> 정통부 기능의 행안부 이관 현황
① 국가정보화 정책 총   조정기능, 정보화추진 원회 운

 등 국가정보화 진기능

② 공공분야 RFID 용, 확산 기능 등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

보화 진에 한 사항

③ 정부통합 산센터 등 정보자원 리, ITA, 감리 등

④ 정보보호정책 총 기능, 정보통신기반보호, 개인정보보호

⑤ 정보격차해소, 건  정보문화 조성, 정보화역기능 방지 

*출처 : 정부조직 개편안(2008.1.16)  인터넷 자료 종합

4. 정통부 해체 이후 발생된 문제점

 정부에서는 정통부를 IT강국의 산  역할을 한 정

통부를 해체함으로써 IT 컨트롤타워를 제거하 으며, 지

식경제부의 제안에 따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

를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경쟁력 향상이라는 시 지 효과

를 달성하고자 하 다.

[그림 3] 현 정부의 뉴 IT전략
*출처 : http://blog.paran.com/leaders21/45818770

 정부의 정통부 해체에 해 찬반논란은 재까지

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  정통부 해체에 찬성

하는 측에서는 방송  통신의 융합시 에 비한 통합

규제기구 신설의 시의성과 융합기술의 출 에 따른 정보

통신기술의 이종업종 목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 으며, 

정통부 해체를 반 하는 측에서는 정통부 폐지에 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소수 코드인사가 주도하여 이

루어진 결정으로 ICT 분야 국가경쟁력의 약화 래와 정

부의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복성 등의 폐

해의 발생을 우려하 다. 정통부 해체로 장업무가 4개 

부서로 이 됨에 따라 과거 정통부 출범 이 의 업무

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다시 발생되고 있다. 첫째 부처

간 유사업무 복으로 인한 갈등이 재연(지경부 ↔ 방통

, 문화부 ↔ 방통 )되고 있다. 둘째 IT 컨트롤타워 부

재로 IT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의 혼선이 래되어 

IT기업은 복성에 의한 피로 가 에 처해 있다. 셋째 담

당부처의 IT정책에 한 문성 미흡과 심부족으로 

반 인 경쟁력이 약화되어 각종 IT경쟁력 지수가 하락하

고 있으며, 특히 S/W산업의 부진을 래하고 있다. 넷째 

풀뿌리 IT 경쟁력의 약화  IT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상되는 문제 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

업 주의 정책드라이 로 ‘국가정보화 략 원회, 국가

과학기술 원회’ 출범시켰으나 이 역시 원회의 태생  

한계로 인해 각 정부부처를 총 하는 데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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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경부의 정보통신 정책 추진의 문제점
① IT산업 컨트롤 기능 역부족

  지경부는 규모 장치, 에 지산업 장 문성 보유했으

나 정보통신 생태계(C-N-P-T)에 한 이해 부족  심

부족으로 역할 수행 미흡

   * IT분야 미래선도 산업에서 홀  : 바이오, 나노, S/W, 

로 , 반도체, 자동차 (IT는 각 분야에 융합)

② 자원분배 미흡

  정보통신진흥기 (기  출처 : 방통 ) 8,800억원(10년)의 

사용처가 IT보다는 반도체, 디스 이, LED, 3D, 2차 

지, 방통장비, 인력양성에 투입 → 정통 IT산업  S/W지

원 취약

③ 로벌 IT 트 드 악 미흡

  S/W패러다임 변화에 한 인식 부족으로 로벌 IT주도

권 상실 기(S/W육성 기  긴  증액: 650억원(10년) → 

1,530억원) 

   * 구 의 모토롤라 모빌리티 인수에 따라 S/W 심으로 

환경 변 → 정부주도의 OS개발 회의 주재 

*출처 : 인터넷 자료 종합

한, 국제정보화지수(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의 연

도별 지수 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정통부 폐지 이후 ICT 

인 라에 따른 근성과 시장  정치·규제 환경 부문이 

특히 취약하고, 이로 인해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 5>는 2005년부터 2010

년까지의 국제정보화 지수 황을 나타낸다. 

<표 5>를 살펴보면 한국의 정보화 수 과, ICT 경제 

수   국민의 ICT 활용도가 매우 높은 수 임에도 불

구하고, ICT 활성화를 한 시장  정치·규제 환경은 매

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T 산업의 경쟁력 지

수는 지속 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

력지수는 기술 비도 부문, 기술 인 라 부문, e-비즈니

스 비도 등이 2008년 이후 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표 5> 국제정보화지수

* 출처 : 정보화진흥원(2010.07.20.)

(박상인: 2011)에 의하면 정통부 해체 이후 신설된 방

통 는 미국연방통신 원회(FCC)를 모델로 만들어졌으

나, 실제에 있어서는 FCC와 같은 독립규제 원회가 아

니라 행정규제 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치독립성도 문

성도 제 로 확보하지 못하 다고 비 하 다. 한 방

통 의 운 성과를 살펴보면 합의제 기구 구조에 한 

응부족으로 인해 조직운 의 묘를 극 화하지 못하

으며, 5인 상임 원제에도 불구하고 원장 주의 운

에 한 독단 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산업 진

흥기능의 수행 간 의사결정과정의 지연으로 신속한 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방통 의 태생  한

계로 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송정책

을 지나치게 정치쟁 화 함에 따라 통신정책이 상 으

로 미흡하게 되었다. 그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장 흐름을 반 하기 해서는 

FCC처럼 방통 를 행정부로부터 국회로 이 시켜 명실

상부한 합의제 원회, 즉 ‘독립규제 원회’ 구조로의 

환이 필요할 것이다[3]. 

5. IT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공론화

최근 들어 IT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는 것에 한 의

견이 시민사회를 넘어서 정치권  가까지 폭넓게 확

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한 정부차원의 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국내 기

업들이 뒤늦게 개별 으로 응함으로써 세계 모바일 시

장을 내주게 되어 이와 같은 문제 을 해소하고 IT 분야

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공론화가 발화되었다. 

2009년 11월 KT가 애 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국내

에 들여오자 국내 휴 폰 업체들은 세계 인 모바일 시

장의 추세를 뒤늦게 인지하고 서둘러 스마트폰을 개발하

으나 세계의 모바일 시장 주도권은 애   구 이 이

미 장악한 후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생태

계에 2년여 정도 뒤처짐에 따라 국내 련 산업의 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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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IT 컨트롤타워에 대한 CEO 찬반 의견

찬성

- 통합 부처가 산을 운 하면 미래지향 인 연구에 

투자비를 집  할 수 있다.

- 한국 IT산업 경쟁력이 선진국 수 에 이를 때까지는 

정부가 통합 리하며 지속 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 콘텐츠와 소 트웨어, 하드웨어가 융합되는 환경에

선 이 모두를 이해하며 심을 잡아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

- 방송통신 원회가 같은 합의제 원회는 규제에는 

합하나 진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반

- 경계가 애매한 산업의 통합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

처가 있으면 오히려 IT기업의 빠른 변화를 제약할 

수 있다.

-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

- 정보통신부 역할을 이미 지식경제부가 하고 있으므

로 지경부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IT산업의 로벌 경재력은 조직 하나가 있고 없는 

것보다 정부의 인식과 근방법에 달려 있다.

*출처 : 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2010. 4. 21)

뒤처지는 결과가 래되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한 비 이 힘을 얻고 있다. 정

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선을 앞두고 정통부의 부활이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 지난 국회 문

화체육 방송통신 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통부를 

폐지한 한나라당조차도 정통부의 부활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IT기업 20명의 CEO들의 입장도 <표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수출기업은 규제  우선 측면에서 반

하고, 내수기업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측면에서 찬성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빠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

는 조직에서는 IT 컨트롤타워의 재설치를 제시하면서, 

만일  체제가 유지될 경우, 각 정부부처간의 복기능

을 정확하게 분담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표 6> IT 컨트롤타워에 관한 주요인사 발언
① “IT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 하다. IT분야가 각 부처로 

흡수되면서 IT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안철

수 서울  융합과학기술 학원장)

②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을 통합, 조정하기 

해 과학기술 담부처를 극 으로 검토해야 한다.” (박

근혜  한나라당 표)

③ “정보통신과 콘텐츠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

가 필요하다.” (김형호 국회의장)

④ “옛 정통부를 부활시켜 정보기술(IT)의 역행침식을 막아

야 한다.” (박 선 민주당 정책 의장)

⑤ “정통부의 기능을 쪼갠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일”(최시  방

통 원장)

⑥ “IT산업을 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고려하겠다.” (홍

석우 지경부 장 )

⑦ “청와  주도로 지경부, 행안부, 문화체육 부, 방통  4

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IT미래비 기획단을 만들 정.”

(정부의 고  계 )

⑧ “설령 정보기술(IT) 경쟁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통부 부활의 논리는 될 수 없다. IT 컨트롤타워를 만드

는 것은 강력한 규제 행정기 을 만들겠다는 뜻...”  (최경

환  지경부 장 )

*출처: 인터넷 자료 종합

재 진행되고 있는 IT 컨트롤타워의 재구축에 한 

논의는 단순하게 과거 정통부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

는다.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노력의 일

환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에서는 IT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는 것은 융합시 에 역

행하여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싸움으로 일축하면서 재

의 정부조직을 유지한 가운데 각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한 IT 분야의 국가경

쟁력 제고보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유

지하려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정통부는 IT 강국이

라는 업 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정통부의 IT 산업에 

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인해 IT 분야의 발 을 해

하 다는 비 도 동시에 받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IT는 

기술주기가 짧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야 하며, 이를 해서는 의사결정시스템을 슬림화하지 

않으면 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IT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에 신축 으

로 비하고 융합시 의 시 지 효과가 발생되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영국의 사례연구

국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방송통신 

단일규제기 인 OFCOM이 탄생하기 이 에 방송과 통

신정책을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장했고, 이를 한 별

도 규제 원회가 존재하 다. 

통신정책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방송정책은 문화매체스포츠부(Depart- 

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가 각각 담당하

으며, 통신규제는 통신 원회(Oftel : Office of Tele- 

communications)가 방송규제는 독립텔 비 원회

(ITC :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가 각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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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3년 영국의 방송 및 통신 관련 조직
구분 방송기  원회 독립텔 비  원회 라디오 원회 통신 원회 무선 통신국

기구

유형

비정부 공공기

(Non Departemental 

Public body)

법정기

(Statutory 

Corporation)

법정기

비정부부처

(Non Ministerial 

Government Department)

DTI 산하기

산 390만 운드
2010만

운드

480만

운드
1800만 운드

7,150만

운드

직원수 21명 180명 47명 234명 580명

법

근거

방송법

(1990)

방송법

(1990)

방송법

(1990)

통신법

(1984)

무선통신법

(1949)

주요

기능

TV와 라디오방송 기  

 공정성 감독

상업TV서비스에 한 

허가  규제

상업라디오서비스에 

한 허가  규제
통신산업 규제

비군사용 라디오

주 수 리

* 출처 : National Audit Office (2006), p8 : 이상식 p.280에서 재인용

당하 다. 그 이외에도 방송이나 비디오 로그램에 있어 

기  즉 성 인 묘사, 폭력, 윤리기  등의 강화를 목 으로 

한 방송기 원회(Broadcasting Standard Commission)이 

있으며,  련 규제기구로 무선통신국과 라디오 원

회가 있었다. 무선통신국은 DTI의 산하기 으로 비군사

용 라디오 주 수를 리하면서 주 수를 할당하고 사용

을 허가하며 주 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라디오 원회는 주 수계획, 청취자 선택확 를 

하여 허가 상자 결정, 소유권 련 규제집행, 그리고 편

성  고규제를 담당하는 기 이었다. 

국에서 방송통신 융합과 련된 논의의 시 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개정된 방송법 논

의과정에서 디지털방송과 양방향 서비스 발 에 하여 

정부기구도 효율 으로 처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고, 

이에 해 정부는 행 규제기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다고 단하여, 필요하다면 기

존 틀 내에서 조정을 통해 응할 수 있다고 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부의 이런 상황 단은 의회의 반발

에 부딪혔는데, 1998년 5월 국 하원의 문화매체특별

원회는 방송과 통신 등  분야의 개편을 담은 획기 인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장하는 단일의 정

부부처와 단일 규제기구 설치를 제안하 다. 하원은 두

개 부처로 나 어져 있는 정부부처를 단일화하여 기존 

DCMS가 담당하던 방송과 미디어, DTI가 담당하던 통신

과 인터넷을 통합하여 담당할 것을 제안하 다. 한 모

든 미디어 련 규제기 을 통합하고 BBC의 규제까지 

담당할 것을 제안하 다. 국 하원의 이와같은 결정은 

기존의 이원화된 정부부처 구조로는 역 네트워크 구

축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없고, ITC, Oftel, RAu, BSC 

등으로 복잡하게 나 어진 규제기구로는 소비자들과 기

업의 혼란을 래할 뿐이라는 단에 기 한 것이었다. 

국 하원의 결의에 응하여 국정부는 당  기존 

틀 내에서의 조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일부 수정하여 

반 인 규제체계 변화는 진 으로 이루어질 문제로

서 서두를 사안은 아니지만 일부 규제 기 간 원활한 조

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DTI와 DCMS 공동백서 형식으

로 발표하 다. 이에 따라 국 정부는 규제체계의 원활

한 작동과 조정을 하여 OFT, Oftel, ITC 세 기 으로 

G3 Stand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규제 사각지 에 놓

인 사안들을 다루고 규제기 간 권한쟁의 등을 조정토록 

하 다. 유사한 원회로 G6 역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는 DTI와 DCMS의 표자도 포함되도록 하 다. 

통합 규제기구의 설립과 련하여 소비자 단체는 단

일 규제기구의 설립에 해 찬성하면서 ITC, Oftel, 라디

오 원회, BBC까지 규제하는 단일 기구가 규제의 명료

성과 일 성을 확보하고 국제문제에 해 효과 으로 

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하 다. 이에 반

해 BSC의 경우는 단일 규제기구는 권력의 집 이며 방

송에 한 평가 하로 이어질 것이므로 단일 규제기구안

에 반 하 다. Oftel은 단일 규제기구보다는 경제문제를 

담당할 규제 원회와 내용문제를 담당할 원회 두개로 

분리하자는 안을 제시하 다. 라디오 원회와 독립텔

비 원회는 경제  규제와 내용규제가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이든 단일의 내용규제 기구가 필요하

다는 논리로 단일 규제기구안을 지지하 다.

2001년 백서에서 국정부가 제시한 단일 규제기구 

설립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다. 첫째, 변화하는 시

장에 신속히 응하기 해서는 통합규제 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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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기존 규제의 복을 제거하기 해서 이며, 기

존 체제가 존속할 경우 2009년으로 정된 DTV 환에

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이다. 셋째, 국정부는 2003

년 7월 25일까지 EU의 5개 텔 컴뮤니 이션 지침을 

국 법제에 반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효과 으

로 이행하기 해서는 단일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국 정부는 2001년 11월 최종안을 발표하기 까지 

범 한 의견수렴을 거쳤는 바, 그 결과 어떤 기구가 통합

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규제기구의 역할과 책임 균형에 

한 논란이 존재했으나, 통합 자체에 해서는 그 다지 

논란이 없었다. 이후 국 하원은 2003년 7월 30개월 동

안의 의회검토, 26회의 상임 원회 토론, 17일간의 본회

의 토론, 500개 이상의 수정을 거쳐 Communication법을 

통과시켰다. 본 법의 통과와 함께 다섯 개 규제기구가 사

라졌고 2003년 12월 OFCOM이 정식 출범하 다. 새로운 

독립규제기 인 OFCOM은 통신분야의 경제규제  콘

텐츠 내용규제, 주 수 리를 책임지도록 하 다. 

OFCOM은 기존 규제기구의 특징이던 정부주도의 료

 감시체계라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조직구조와 기존 규

제기구 성격을 히 조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OFCOM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조직 형태는 공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업 형태(Public Corporations)

이라고 볼 수 있다. OFCOM은 구체  집행업무에 참여

하지 않는 원장과 집행/비집행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Board)를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사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이  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집행이사(Non 

executive members)이고, 나머지 3인은 집행이사이다. 6

인의 비집행이사는 통상산업부장 과 문화매체스포츠부 

장 이 공동 임명하며, 6인의 비집행이사가 1인의 집행

직 표이사(Chief Executive)를 선발하고, 1인의 표이

사가 나머지 2명의 집행이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담당하던 정부부처인 DTI와 DCMS

는 그 로 존속시켰고 규제기구들만을 통합함으로써 정

책과 규제가 분리되었다. 

7. 싱가포르의 사례 연구

국제정보화지수 국가별 황을 살펴보면 최근 싱가포

르는 부분의 지수에서 상 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2008년 이후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경쟁

력 지수부분에서 싱가포르는 기술 비도 부문은 6 , 기

술 인 라 부문은 2 , 디지털 경제지수는 8 를 차지하

다.(정보화진흥원, 2010) 이러한 결과를 지속 으로 유

지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정보화 정책을 살펴 으로써 우

리나라에 용 가능한 정책  시사 을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1990년  후반부터 재까지 정보화 진

과 통신규제의 효과 인 운용을 하여 국가컴퓨터 원회

(National Computer Board)와 통신청(Telecommuni- 

cations Authority of Singapore)이 통합한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IDA)가 싱가포르의 국가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IDA는 싱가포르의 재무부인 

MoF(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와 싱가포르의 정

보통신정책  문화 술 분야 방의 정책을 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MICA(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 이하 MICA)와 긴 하게 

력 계를 유지하며 IDA는 정보통신기술과 련된 정

책집행을 수행하고, MoF는 자정부 련 행정  산 

업무, MICA는 정보통신기술 입법과 련된 업무를 수행

한다. 이는 각각의 문성을 극 화하여 시 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변하는 로벌 ICT의 변

화에 빠르게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는 싱가포르의 정보화 정책 추진 체계를 보여 다.

[그림 4] 싱가포르의 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와같은 추진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정보화 추진 동

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속 이고 장기 인 계획을 수

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정보화 정책 

추진 과정은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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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싱가포르 정보통신 계획 추진과정
연도 국가정보화(공공정보화) 계획 범국가  ICT 계획

2010 ~ 

2015
eGov 2015

iN 2015
2006 ~ 

2010
iGov 2010

2003 ~ 

2006

e-Goverment Action Plan II

(eGAP II)

Connected 

Singapore

2000 ~ 

2003

e-Goverment Action Plan I

(eGAP I)
Infocomm 21

1992 ~ 

1999

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me

(CSCP)

IT 2000

1986 ~ 

1991

The National IT 

Plan

1980 ~ 

1985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Plan

* 출처 : 최승훈 외(2011)

싱가포르는 1980~1999년 까지 ICT를 효율 으로 이용

하여 공공 서비스 리를 체계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

는데 을 맞춘 CSCP(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me)라는 기 국가정보화 정책을 시작으로 디

지털 경제기반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자정부 실 을 한 eGAP I(e-Government Action 

Plan I : 2000～2003년), 정부와 시민간의 연결을 더욱 견

고히 하고, 이용자들이 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때 만

족감을 느끼고, 활발하게 이용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

로 정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채 의 확 를 시도했

다. 이러한 정책은 싱가포르 정부의 국가정보화 5개년 종

합계획인 ‘iGov2010(2006～2010)’, ‘eGov2015(2010～

2015)’에도 지속 으로 연결된다.

‘iGov2010’은 e-서비스의 범 확 , e-참여의 확 , 정

부의 역량과 시 지 증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체

인 략을 제시하 으며, 2010년 IDA에서 실시한 ‘e- 

Government Customer Perception Survey'에 따르면 싱

가포르의 ’iGov2010‘은 이용자의 87%가 정부의 e-서비스

에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성공 인 계획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iGov2010‘에서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표 화하고, 모바일에

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

로서 스마트시 에 빠르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Active X와 인터넷 익스 로러(IE)외에는 속자체가 불

가능한 국내 자정부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

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한, ’iGov2010‘과 함께 시작

한 ’iN 2015'는 자정부를 포함한 경제, 사회, 문화 반

에서 ICT 역량 극 화를 목표로 하는 범국가  정보화 

계획이며, 이는 2015년까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보통신 문 인력 양성, 

ICT를 활용한 경제성장 달성 등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정

보통신 분야의 성장  네트워크 사회의 구축을 기 하

고 있다.(문정욱, 2006)

싱가포르는 2011년 6월에 새로운 국가정보화 정책인 

‘eGov2015'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존의 ’iGov2010‘의 

후속 정책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를 심으로 한 

자정부 서비스 제공과 공공-민간 간 업을 통한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정부 구 에 을 두고 있다. 

’eGov2015‘는 첫째,’민 력을 통한 신 가치 창출‘을 

하여 서비스만을 수동 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에

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극 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기업에게 더욱 풍족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자정부 이용자들이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

며, 통합 인 웹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화 서

비스 이용자들의 극 인 참여를 하여 페이스북, 유

튜 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하게 활용하며, 이용자

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해 기존의 피드백 서비

스를 더욱 단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부의 업무 반에 걸친 개 을 해 ICT를 활용하여 

공공 부문의 기반시설, 서비스  업무,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능력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최승훈 외, 2011)

이번에 발표한 싱가포르의 'eGov2015'는 재 ICT 기

술을 효과 으로 활용하는 데 을 두고 있다. 특히, 일

방 인 정보 달이 아닌 정부와 개인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랫폼으로서의 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과 클라

우드 컴퓨 과 소셜 미디어를 극 으로 활용함으로서 

정부와 국민들이 업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정부와 국민간의 업을 통해 변하는 로벌 시

에 비하고 미래를 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일방 인 정책 추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ICT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 우리나라 방송통신 원회에서 추진하고 있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검열은 극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재 국내 ICT 정책이 진흥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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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규제 심의 정책 수 에서 머물고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신설

앞에서 정통부 폐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살펴보았으며, 결과 으로 정통부 폐지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통부 해체로 

과거 정통부에서 장하던 업무가 4개 부서로 이 됨에 

따라 IT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정부 부처

간의 정보통신정책의 일 성이 떨어지고 소통이 부족하

게 되는 등 업무 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다시 발생되

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방송통신 발   규제 략을 

살펴보면 <표 10>와 같다. 선진국에서도 최근의 디지털 

문화콘텐츠사업의 발 과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극

으로 응하기 하여 지원정책은 정부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 규제정책은 순수한 독립된 조직에서 실시하는 

2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10> 선진국의 융합시대 방송통신 조직
구분 지원 정책 규제정책

미국, 국 ․
연방통신 원회,

통신청

호주 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통신미디어청

일본 정보통신성 ․

이탈리아 정보통신부 통신규제청

*출처 : 인터넷 자료 종합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세계 인 추세를 반 하여 [그

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 ICT + 문화콘텐츠

' 등을 총 할 수 있고 국가 미래에 한 비 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부처를 설치와 재의 방송통신 원

회에서 산업진흥 기능을 삭제하고 방송과 통신의 허가, 

이용자 보호 등을 주력으로 하는 순수 독립규제기구로의 

개편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새로운 정부부처는 기존의 일방 인 정책 추진

과 정보 제공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ICT를 기

반으로 하는 공공사업부문과 민간 는 기업들을 효과

으로 연결시켜  수 있는 링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성을 갖춘 소통이 가능한 조직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특히, 정부와 개인이 상호작용 할 수 있고, 국민과 

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그림 5]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개념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의 조직편성은 과학기술, IT, 

문화콘텐츠 융합에 따른 시 지 효과를 고려하여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본부, 4개 기획단, 4개  등

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표 11>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편성(안)
․정책홍보 리본부       ․디지털문화콘텐츠정책본부

․정보통신정책본부       ․미래정보 략본부

․통신 방송정책본부   ․정보통신 력본부

․정보보호기획단․ 방송기획단 ․소 트웨어진흥단

․디지털문화콘텐츠기획단 

․홍보 리 ․재정 리 ․비상계획 ․감사 ․총무

*출처 : 인터넷 자료 종합

문화체육 부의 콘텐츠 기능, 지식경제부와 방통

의 IT산업진흥 기능, 행정안 부의 보안기능 등을 통합

하여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로 통합하고, 방통 는 국회 

산하의 순수한 독립규제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참고

로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에도 분산되어 

있던 정책지원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규제기구는 별도

로 구성하 다. 이탈리아와 호주는 정책은 정책 로, 규

제는 규제 로 기구를 통합하 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국가경쟁력  국민의 생활 등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하여 신 한 근이 필요하다. 특

히 정권의 소수 인사의 주도에 의해 근시안  설계가 되

지 않도록, 국민들의 능동 인 참여를 통하여 실시간 여

론을 수렴하고, 민  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랫폼) 구축과 문가 집단의 안 등을 

검토하여 정부와 민간 간 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

을 포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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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 정보 제공자로서의 정부와 수용자로서의 민

간이라는 수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민간이 정보

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정보를 통합, 확장하는 수평  구

조로의 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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