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NIPA 국제회의 참여 현황(양식)
No.

일자

회의명칭

회의 개요

주요 참여 국가 및 기관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

(회의결과) 포럼 개최를 통해 참여국가 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동기 및 포럼 정례화 계기 마련
(추진계획) 개최국 선정, 국제협력사업 마련, 분과 구성을 위한 운영 위원
회 신설, 포럼 회원국간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의사결정 등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추진, 차기 개최국 희망 수요조사 및 결정

1

2017. 4. 9 ~ 4. 13

제2차 국제 클라우드 포럼

한국(과기정통부,NIPA), 일본(일본 총무성, 정보 보안부), 싱가포르
한국의 클라우드 정책 추진 방안 발표 및 각국의 클라우드 정책 현황, 아
(IMDA), 태국(전자정부기관), 인도(전자정보통신부), 말레이시아(MDEC)
시아 국가간 협력 방안 등 논의
등 6개국

2

2017. 4. 22 ~ 4. 30

클라우드컴퓨팅 법적 가이드 마련 유엔 회의

제55차 UNCITRAL(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WG) Ⅳ 회의에 참
석하여 진행 경과 및 글로벌 동향 파악

3

2017. 4. 3 ~ 4. 8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수집·분석된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에 대한 기술 현황과 상호운용성
수집,분석된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식성에 대한 기술 현황과 상호운용성
INRIA연구원, IBM, Pisa대 교수, 상파울로대 교수 등 각국 산학연 상호운
이슈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전문가 미팅을 통한 클라우드 상호운용
이슈 해결방안을 현재 수생중인 상호운용성 가이드라인 제정과 컨설팅
용성 전문가
성 확보 관련 기술 자문 회의
서비스 수행에 활용

4

2017. 5. 10 ~5. 13

한-일(NIPA-총무성) 국제 클라우드 업무 협의

클라우드 인증(정) 제도 및 비즈니스 교류회 상호협력 방안 검토 및 한일 양국의 클라우드 정책 교류 및 국제협력방안 모색

5

2017. 08. 14 ~ 08. 15 한-우즈벡 공개SW활성화포럼

한-우즈벡 정부 간 공개SW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 논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싱가폴, 한국 등 워킹그룹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계약 측면에 관한 기준으로 의안을 검토
각국 클라우드 분야 대표단
및 가이드 마련하기로 함

일본 총무성, 일본 ASPIC 등 클라우드산업 담당자

-공공기관, 지자체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향 필요,
- 한-일 양국간 클라우드 서비스 인정제도의 상호교차인정릉 위한 후속
작업 진행

한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의 공개SW산업 기술․시장 동향 발표 및 토론, 양국간 협력 방안 모

우즈벡 : 정보통신부, 전자정부발전센터

색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지역 회원국의 ICT 장관들을 초청, ICT 분야 협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지역 회원국(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력 방안 논의 및 경제 발전 전략 모색
ICT 장차관

6

2017. 9.24

제3회 한-중남미 ICT장관회의

7

2017. 10. 30 ~ 11. 1

한-우즈벡 공개SW 기술세미나

한-우즈벡 공개SW활성화 교류 활성화 및 한국의 우수한 공개SW 기술
한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제품에 대한 우즈벡 현지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대학 및 공무원 등
우즈벡 : 정보통신부, 전자정부발전센터, TUIT, IUT
대상 기술 세미나 개최

8

2017. 11. 29 ~ 12. 2

제12차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협력 ASEAN 회원국(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네트워크 제고
통신부처

한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공개SW활성화포
9

2017. 11. 15 ~ 11. 16 한중일 IT 국장회의 및 동북아 공개SW활성화포럼

한중일 정부 간 공개SW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 합의 및 한중일 공개
SW 기술·시장 등 동향 파악을 위한 포럼

럼
중국 : 공업신식화부, 중국공개SW활성화포럼
일본 : 경제산업성, 일본공개SW활성화포럼

참여국 ICT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부산선언문) 채택

공개SW 기본 개념(공개SW 라이선스, 거버넌스 등)부터 최신 공개SW기
술(AI, IoT 등) 및 국내 대표 공개SW 기업 솔루션․사례에 이르기까지 이
론 및 시연으로 세미나 진행

18년 한국과 ASEAN 회원국간 협력계획 제안 및 승인

공개SW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테이너․블록체인․5G․자율주행 등 신기
술 분야에서의 협력, 문화 운동, 데이터 및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한 노력
합의

