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2020: ICT 분야의 글로벌 의제 수립 (Connect 2020: setting a global 

agenda agenda for ICT sector) 

곧 열릴 2014 전권회의(PP-14)기간 동안, ITU 회원국들은 2020 년을 향한 ICT 분야의 야심 

찬 비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목표 네 가지에는 2014 년 ITU 이사회에서 지지를 

얻은 ‘2016-2019 ITU 전략 계획’ 초안에 담긴 예측 가능한 목표치들이 포함됩니다. 이 

목표치들은 우리가 ITU 라는 연합으로서 ICT 세상에 실현하고 싶은 영향력과 변화를 

대변합니다. 

Connect 2020 이라 명명된 이 비전은 사회경제환경 측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ICT 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ITU 회원들이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제안한 이 비전에는 다음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성장 – ICT 에 대한 접근과 이용 증대를 촉진하고 증진한다 

 포용 –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브로드밴드를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 ICT 발전으로 인한 문제들을 관리한다 

 혁신과 파트너십 – 변화하는 테크놀로지 환경을 만들고, 발전시키며, 그에 

적응한다 

 

각 목표는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ICT 접근 확대와 관련하여(성장), ITU 회원들은 ICT 이용 

증대를 촉진하고 단기 및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을 포용함으로써(포용), 모두가 ICT 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취약 계층에게도 

혜택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ICT 가 주는 큰 혜택을 지속하는 능력은(지속가능성)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함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과제와 리스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는 ICT 생태계는 혁신과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테크놀로지 및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Connect 2020 이란 틀 내에서 수립된 목표들과 목표치는 1 년 남짓한 구체화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ITU 는 전기통신/ICT 

장비 판매업체, 전기통신 사업자,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협회와 기구들,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 기구, 공공분야 주 관청들 및 온라인 협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Connect 2020 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Connect 2020 내에서의목표치 설정은 2014 전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것입니다. 회의 

기간 동안, 글로벌 과제 해결 및 기회 포착 방안을 모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야 할 역할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Connect 2020 의 주요 목표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기획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전세계 ICT 분야의 공통 비전이 

될 것입니다. 

Connect 2020 의 전기통신/ICT 분야 공통 비전은 회원국뿐 아니라 민간분야, 업계, 학계, 

시민 사회  모든 이해관계자가 Connect 2020 의 비전을 향해 협력하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TU 은 회원국들이 정책성명의 초점을 ‘어떻게 Connect 2020 이행할 것인가’에 둘 것을 

권유합니다. 이러한 정책성명에는 각국의 약속, 파트너십 발표, 새로운 이니셔티브 출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onnect 2020 활동의 프로그램 전체를 보려면 PP-14 Newsroom 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